『학교 다문화교육의 이해』를 발간하며
오늘날 한국사회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만을 넘어선 다인종ㆍ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이들 중
가 거주하고 있
으며 국제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새터민 자녀 등도 가장 많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
제로 우리사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회적 문
제입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다
문화가정 자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그리고 연구학
교운영 등과 같은 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펼쳐 왔습
니다 특히 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다문화교육 연수가 무엇보다도 먼저 실시될 필
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년 제 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 시범연수
년
다문화교육 담
당교사 직무연수 기 시간 와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기
시간 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년 여름
다문화교육 담당교
사 직무연수 기 시간 를 경기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의 다문화적 감수성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사회를 주도할 학생교육
에 필요한 교원의 자질과 교육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수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본이해 한국 다문화가정과 교육문제 다문화교육의
기초와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을 내용으로 이론과 더불어 현장탐구
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특히 교사연수에 중점을 두고 그간 다문화
교육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그 분들의 귀중한 자료를 모
아 초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자료집으로 학교 다문
화교육의 이해 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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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운영 계획
1. 연수 목적

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적 효능감
을 증진시킨다.
나.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다문화교육의 주체로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한다.

2. 운영 및 방침

가. 본 연수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연수로서 다문화가정 학생 전담 교사들과 다문화교육
에 관심이 많은 일반교사들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를 운영한다.
나. 연수방법의 다양화로 연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연수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연수 분위기
를 조성한다.
다. 본 연수는 62시간(4학점, 개․폐강식 2시간포함)으로 운영이 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충
분한 이해와 숙지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정보 기술을 습득하고, 또
한 교사의 다문화적 가치태도 변화에 중점을 둔다.

3. 연수개요

가. 주 최 : 경기도교육청
나. 주 관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다. 대 상 : 경기지역 초등 중등 교사 200명 (초등120명, 중등-80명)
라. 연 수 명 : 2009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3기)
마. 연수기간 : 1차 2009년 07월 27일(월) ~ 08월 07일(금), 10일간 [초등40명, 중등40명]
2차 2009년 08월 10일(월) ~ 08월 21일(금), 10일간 [초등80명, 중등40명]
바. 연수시간 : 62시간 (개 폐강식 및 평가 2시간 포함)
사. 연수종별 : 직무연수

4. 연수 장소 및 강의실

가. 연수 장소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수원)
나. 강의실
구분
장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차
소강당 중앙세미나실
1

B2

2

차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소강당 중앙세미나실
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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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월 ～
금
월 ～
금

2009. 7.27(

)

2009. 8.7(

2009. 8.10(

2009. 8.21(

)

)

)

비고

5. 과정별 교과 편성
영역 및 강의 과목

용

시수

교원인사 및
교원 인사시스템을 이해하고, 교원의 전문성
교원능력개발평가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에 대하
의 이해
여 알아본다.
경기도
다문화교육
추진방향과 과제

박준성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2

최충옥
(경기대 교수)

2

이혜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과 사무관)

2

최항석
(경기대 교수)

2

김연권
(경기대 교수)

2

박성혁
(서울대 교수)

2

문경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2

(변화의 시대 교육전략)

경기도의 교육 전반에 관한 교육청의 향후
정책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들어본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교육 정
책과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추진방향
과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급속히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
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떠오는 다문화교육이 정
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다문화가정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다문화가정 학생 한 상황이며, 언어발달 지체와 문화부적응
교육 지원 정책과 발생 등 어려운 교육 여건에 처해있다. 이를
방향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해 들
어본다.
배움학
배움은 인간의 생존권과 같이 누구나 누려
관점에서의
야할 원초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
문화적 다양성, 민족성 및 이에 대한 제 관점
다문화사회와
을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 등에서 이론적으로
다문화주의
고찰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다문화교육을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들을 살펴
의 기본이해 위한 관련 법규의 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문제와 개선방향
(6)

다문화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8)

강사
최석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정필영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교양/ 교직
(12)

내

다문화사회와
인권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에
서 외국인노동자･국제결혼이민자･새터민･성적소
수자 등 소수집단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의 인권
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실태와
그들의 교육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
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종남
(경기대 교수)/
강승호

2

2

2

(수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실태
와 그들 가정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봉착해
있는 교육문제를 알아본다.

박관삼
(목사)

2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질적 문화로 인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새터민(탈북자)들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
해 고민해 본다.

마석훈
(새터민공동체
우리집 대표)

2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초빙하여 그들
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양식에 대해 들어보
고, 한국에서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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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일본･중국･우즈벡 등)/

서종남
(경기대 교수)

2

문화텍스트
와
다문화교육
(4)

다문화교육
의 이해
(6)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6)

다문화와 관련한 영화를 관람한 후 토론을
통해 다문화현상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교육
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문학을 통해본
다문화교육

문학 작품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
키고, 다문화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적 개관을 제공한다.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및 구성 요소 등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적 개관을 제공한다.

모경환
(서울대 교수)

2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는 다문화(교육)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바람
직한 다문화 교육과정을 모색한다.

조난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다문화와 다문화교육은 전지구적 현상이자 과
제이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
화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다문화교육방
향을 모색해 본다.

최충옥
(경기대 교수)

2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교사들이 다문화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고
리해야 할지 안내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녀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생활적응 문제를
육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기회를
공한다.

초등: 김영신
(용신초 교장)
중등: 박선종
(영덕중 교감)

2

오은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

서종남
(경기대 교수)

2

초등: 설규주
(경인교대 교수)
중등: 우희숙
(경인교대 강사)

2

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다문화교육
의 방법
(6)

다문화교육
실습
(12)

초등: 김연권
(경기대 교수)
중등: 한용택

영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2

(건국대 연구교수)

한용택
(건국대 연구교수)

관
자
교
제

학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이 이뤄지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과 지원체
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교사가 다문화가정자녀의 지도와 상담을 위
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과정상의 특징
과 심리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다룬
다.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인 다문화수
업을 하기 위해 교수학습과정안의 구성과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
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실질적 다문화교육 능력을 함양한다.

2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

다문화수업에 관한 사례들을 분석･검토하여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방법을 모색한다.

김갑성(오정초 교사),
박영준(가양초 교사)/
백옥련(양지고 교사),
정은진(수원공고 교사)

2

다문화교육
워크숍

그동안 학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습경험을 토대로 팀별 토론과 발표를 통
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힌다.

초등: 최충옥
(경기대 교수)
중등: 서종남
(경기대 교수)

2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개별 평가)

앞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
서 다문화수업을 하기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을 직접 작성하여 본다.

-

2

다문화교육 특강

다문화 및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저명인사
를 초청하여 우리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생각하
는 시간을 갖는다.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수행평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현장의
생생한 내용들을 직접 체험한다.

* 직무 연수 60시간은 62시간 이상(개강식 폐강식 포함)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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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김해성(목사)
2차: Dr. Fri
(미네소타대학)

-

2

8

6. 세부교과 진행표

- 1차 : 2009년 07월 27일(월)부터 2009년 08월 07일(금)까지, 10일간
교시

날짜

1교시
09:00～

개강식 및
제 1 일
오리엔테이션
(7월27일/월)
담당자/강의실

2교시

3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다문화교육 특강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정책과 방향

최충옥/ 중앙세미나실

김해성/ 중앙세미나실

이혜진/ 중앙세미나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김연권/ 복지관 소강당1

설규주/ 복지관 소강당1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초등
담당자/강의실
제 2 일
(7월28일/화)

4교시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중등
담당자/강의실

조난심/ 중앙세미나실

우희숙/ 복지관 소강당2

김연권/ 복지관 소강당2

초등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정책을 위한 관련
법규의 문제와 개선방향

박관삼/ 복지관 소강당1

김영신/ 복지관 소강당1

박성혁/ 복지관 소강당1

중등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

다문화교육을 위한 관련
법규의 문제와 개선방향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담당자/강의실

백옥련/ 복지관 소강당2

박성혁/ 복지관 소강당2

모경환/ 복지관 소강당2

초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1

마석훈/ 복지관 소강당1

박영준/ 복지관 소강당1

중등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담당자/강의실

박관삼/ 복지관 소강당2

박선종/ 복지관 소강당2

마석훈/ 복지관 소강당2

초등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1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1

모경환/ 복지관 소강당1

중등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배움학적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담당자/강의실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최항석/ 복지관 소강당2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담당자/강의실
제 3 일
(7월29일/수)

담당자/강의실
제 4 일
(7월30일/목)

담당자/강의실
제 5 일
(7월3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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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날짜

1교시
09:00～

초등
담당자/강의실
제 6 일
(8월3일/월)

2교시

3교시

4교시

6교시

7교시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문학을 통해본 다문화교육

배움학적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

영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한용택/ 복지관 소강당1

최항석/ 복지관 소강당1

김연권/ 복지관 소강당1

중등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담당자/강의실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2

영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문학을 통해본 다문화교육
한용택/ 복지관 소강당2

초등

제 7 일
(8월4일/화)

5교시

한용택/ 복지관 소강당2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담당자
중등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담당자
초등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다문화사회와 인권

담당자/강의실
제 8 일
(8월5일/수)
중등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설문조사 및 평가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담당자/강의실

문경란/ 복지관 소강당1
다문화교육워크숍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1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1

오은순/ 복지관 소강당1

중등

다문화교육워크숍

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담당자/강의실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오은순/ 복지관 소강당2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변화의 시대 교육전략)

경기도 다문화교육
추진방향과 과제

교원인사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최석렬/ 중앙세미나실

박준성/ 중앙세미나실

정필영/ 중앙세미나실

초등
담당자/강의실
제 9 일
(8월6일/목)

초등
담당자/강의실
제 10 일
(8월7일/금)
중등
담당자/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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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2009년 08월 10일(월)부터 2009년 08월 21일(금)까지, 10일간
교시
날짜

1교시
09:00～

2교시

3교시

4교시

6교시

7교시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개강식 및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제 1 일
오리엔테이션
(8월10일/월)
담당자/강의실

5교시

모경환/ 중앙세미나실

경기도 다문화교육
추진방향과 과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정책과 방향

박준성/ 중앙세미나실

이혜진/ 중앙세미나실

초등
제 2 일
(8월11일/화)

담당자/강의실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변화의 시대 교육전략)

다문화사회와 인권

중등
담당자/강의실

조난심/ 중앙세미나실

최석렬/ 중앙세미나실

문경란/ 중앙세미나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다문화교육을 위한 관련
법규의 문제와 개선방향

다문화교육특강

담당자/강의실

최충옥/ 중앙세미나실

박성혁/ 중앙세미나실

Dr. Fri/ 중앙세미나실

초등1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담당자/강의실

김갑성/ 복지관 소강당1

마석훈/ 복지관 소강당1

설규주/ 복지관 소강당1

초등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담당자/강의실

김연권/ 복지관 소강당1

설규주/ 복지관 소강당2

마석훈/ 복지관 소강당2

중등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담당자/강의실

마석훈/ 5302강의실

박관삼/ 5302강의실

김연권/ 5302강의실

초등1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담당자/강의실

박관삼/ 복지관 소강당1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1

김연권/ 복지관 소강당1

초등2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

배움학적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담당자/강의실

김갑성/ 복지관 소강당2

최항석/ 복지관 소강당2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중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담당자/강의실

서종남/ 5302강의실

우희숙/ 5302강의실

강승호/ 5302강의실

초등
제 3 일
(8월12일/수)

담당자/강의실

중등

제 4 일
(8월13일/목)

제 5 일
(8월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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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날짜

제 6 일
(8월17일/월)

1교시
09:00～

2교시

3교시

4교시

6교시

7교시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초등1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배움학적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

담당자/강의실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1

강승호/ 복지관 소강당1

최항석/ 복지관 소강당1

초등2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담당자/강의실

박관삼/ 복지관 소강당2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강승호/ 복지관 소강당2

중등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배움학적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담당자/강의실

박선종/ 5302강의실

최항석/ 5302강의실

서종남/ 5302강의실

초등

제 7 일
(8월18일/화)

5교시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담당자
중등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담당자
초등
담당자/강의실
제 8 일
(8월19일/수)
중등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문학을 통해본 다문화교육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1

한용택/ 복지관 소강당1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정은진/ 5302강의실

최충옥/ 5302강의실

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담당자/강의실

초등

영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담당자/강의실 김연권/ 복지관 소강당1
오은순/ 복지관 소강당1
제 9 일
(8월20일/목)
문학을 통해본 다문화교육 영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중등

제 10 일
(8월21일/금)

담당자/강의실

한용택/ 5302강의실

초등1

다문화교육워크숍

담당자/강의실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1

초등2

다문화교육워크숍

담당자/강의실

김연권/ 복지관 소강당2

중등

다문화교육워크숍

담당자/강의실

서종남/ 5302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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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복지관 소강당1
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한용택/ 5302강의실

오은순/ 5302강의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원인사 및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설문조사 및 평가

정필영/ 중앙세미나실

7.

평가계획

가 평가영역 및 배점
.

평가영역
지필평가

평가방법
객관식 지선다형
주관식 단답형
개별과제평가
팀별수행평가
연수생활
(5

(

수행평가
근태평가
총 점

배점

평가시기
월 일 차
월 일 차
＂
＂

비고

객관식 문항
단답형 문항
교수학습지도안
팀별 현장 탐방
연수기간 중 수시 근태평가기준표에 의거

)

8

60

)

8

10

20

10

05

(1

)

25

27

(2

)

5

100

나 평가방식
① 지필평가 객관식 지선다형 주관식 단답형
② 수행평가
○ 개별과제평가 교실에서의 다문화수업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여
제출 평가함
○ 팀별수행평가 팀별 명 내외로 구성하여 다문화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평가함
다 연수근태평가
① 연수근태평가는 연수생활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태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③ 근태평가 기준표에 의거 감점의 합계가 점 이상일 경우에는 퇴원조치 한다
.

-

(5

),

(

)

:

.

:

8

.

.

.

.

6

구분
결석 공무 외
결석 공무
결강 조퇴
지참
연수태도 불성실
보고서 제출 지연
공공시설 파손 훼손
질서문란
통고사항 불이행
(

)

기준
일
1

감점점수
1.0

(

)

〃

0.2

(

)

〃

〃

〃

〃

〃

0.5

〃

0.3

〃

1.0

〃

0.5

〃

0.5

,

.

비고
▶ 무단으로 결석 결강 지각하였을 경
우에는 감점점수의 배를 감점한다
신고서 미제출인 경우
▶ 위반사항이 동시에 개 이상일 경우
에는 그중 감점점수가 많은 것 하나
만 적용한다
▶ 다음 사항은 감점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에 의한 공
가 일수
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에 의한 특
별휴가 일수
,

,

2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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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

2.

20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소개
■ 설립취지

세기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세상은 지구촌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속
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차이나 집단 간의 이익 충돌로
인해 문화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은 그동안의 폐쇄적인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다인종 다문화로의 열린사회를 지향
하는 기틀이 되어야 하며 또한 다문화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고 교류를 확장시킴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본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문화교육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통
해 사회적 통합력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21

.

,

.

,

.

,

.

■ 센터가 하는 일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에 노력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소외 방지 및 구성원에 대한 인적자원을 개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
고자 합니다
▷ 다문화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다문화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언
▷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우리 국민의 다문화적 감수성 향상과 문화적 편견 극복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 다문화교육을 위한 핵심교원 양성 및 연수
▷ 기타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사업 추진
,

,

.

,

,

■ 센터가 걸어온 길

• 년 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에 의거 지역
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년 월 일 경기대학교에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2007

5

,

.

2007

7

18

,

.

-21470(2007.07.20)

세부 사업명

주관기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시범연수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포럼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및
사이버 상담실 운영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한국문화교재 개발 및
보급

경희대학교
한국 언어문화
세계화 사업단

-

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10대 교사가이드라인 발표
다문화교육 번역서 발간
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연수 실시
총 5회의 ‘경기다문화교육포럼’을 열어 약300여명의 교사를 포
함 다문화교육관련 전문가․현장활동가들과 일반들이 참여하였음.
본 포럼에 회원으로 200명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가입.
언론을 통해 포럼의 내용들이 소개되었고, 총 5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음.
교사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20명 규모의 소그룹 포
럼도 총5회 열렸음.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 상담
실을 열었음.
경기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멘토링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교
육하였음.(50명, 2회 교육실시)
경기도 지역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멘토링프
로그램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콘텐츠 구축
-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실물 교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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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과 보습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과 공동체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 숙제지도, 기초학습지도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보육 및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문화적 편견 극복
프로그램
운영(다문화전시관
체험활동 등)

원곡고등학교

경기도내 다문화
교육현장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센터

- 다문화교육과 체험을 통해 바른 정체성과 가족애를 키우는 프로
그램- 내친구아시아, 다국어동화구연, 다문화캠프, 서예 한자
교실.(놀이교실, 한국전통음악교실, 다문화도서관을 통해 책
읽어주기 등)
- 무료점심과 간식 제공 프로그램을 실시.
- 다문화 전시관 마련(각국 전통의상 및 민속품, 다문화 관련 서
적 전시 및 대여 등)
- 다문화관련 초청강연
- 다문화 홍보자료 제작
- 다문화가정을 위한 캠프 운영 및 다문화체험 활동
- 경기도내 다양한 다문화 교육 현장의 실태 파악.
-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 상이한 교육 주체들의 상황과
요구 파악.
- 향후 경기도내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제언 수립.

• 년 월
년 월
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
• 년 월 일 일 박 일 전국 최초로 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 시간 실시 연수인원 명 장소 경기대학교
• 년 월 월
년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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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주관기관

내용

중학교 다문화수업을
위한 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발전
정책연구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포럼 운영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정 한국 적응
지원 프로그램
(My Friend Asia)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다양성 존중을 통한
무지개 공동체 이루기

부천교육청
교사동아리
무지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경기도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응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안산이주민센터
코시안의 집

- 교과별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분석, 학습요소 추출.
- 중학교 교과서에서 교사들이 각 과에서 다문화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 교재를 개발.
- 다문화교육포럼을 통해 연구․교육 정책 전문가, 현장지도자 및
활동가, 기관 및 관련 단체 간의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과 다문화교육 사업의 활성화.
-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효율적이
고 일관된 사업의 추진을 도모.
- 다문화사회 도래를 대비한 효율적인 교육정책과 제도 연구.
○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월 2회씩 총 10회 실시)
- 다문화가정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실시.
- 외국인커뮤니티 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후 보육 및 학습지원.
○ 일반 학생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월 2회씩 총 10회 실시)
- 문화적 편견 극복을 위한 다문화 수업 실시.
- 각국의 외국인 유학생, 상사주재원들을 일일교사로 파견, 여
러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시킴.
-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생활 적응 교육 실시.
(한국어 교육, 한국 요리 교실 등)
- 한국인배우자의 외국문화, 배우자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자존감 고취.
(다문화도서관, 동화 읽어주기 등)
- 내친구아시아 : 외국인배우자 문화체험, 남편과 자녀를 위한
모국어 교육, 한국 문화 체험
- 다문화가정 학생 담임교사들을 위한 연수실시.
- 한국인 주강사와 이주민 보조강사가 한 팀을 이뤄 타문화이해
교육 실시.
-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캠프 및 1일 야외 체험학습을 실시.
- 주말 이중언어학교(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운영.
- 다문화청소년에 적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07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활용.
- 경기도 및 전국 청소년지원센터(총 142센터) 및 청소년 상담
유관기관 보급 .
-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동체 학교와 방과
후 교육.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집단상담･치료 프로그램 실시

• 년 월 일 월 일 일간 전국 최초로 시간 직무연수 실시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기 연수인원 명 장소 경기대학교
• 년 월 일
년 월 일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기
시간 직무연수 실시 연수인원 명 장소 경기대학교
• 년 월
년 월 총 회에 걸쳐 경기다문화교육포럼 을 개최하였음
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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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대 교사가이드라인
취지와 활용방안
10

취지

1.

국내 거주 외국인은 백만여 명 이 중 결혼이민자의 수가 십만 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
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다
수는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를 경험하며 한국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의 세대 역시 언어 소통 및 학교 부적응의 문제와 함께 집단따
돌림 정체성 혼란 정서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노동 현장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다문화적 공존과 상호존중이라는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 집단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다문화사회에서 살고 있는 기
존 시민들과 자녀에 대한 시민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교육
은 다문화적 실정과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여전히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마저 다
문화교육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현장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
렴하고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이 알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으로
서 가지 교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본 센터는 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대 교
사가이드라인 을 경기도내 각 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

.

,

.

,

.

2

,

,

.

,

,

.

.

.

,

.

,

10

.

‘

10

’

.

2.

활용방안

『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대 가이드라인』은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책무성 및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실제 교실 수업을 위한 교과서 및 수업자료 활용 방안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 수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적 환경을 갖춘 학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대 가이드라인』은 다문화교육의 취지와 철학을 반영하고
현재 우리 학교와 학급 실정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각 급 학
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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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10대 교사가이드라인』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1.

11.

09.

(

교사는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문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 집단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인종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반성
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 편견과 민족적 고정관념을 파악하
여 이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 및 관련 학습 자료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수업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료 수기
책 면담 자료 영화 비디오테이프 등 를 활용하고 그들의 견해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개념 내용
활동 등을 적절히 적용해야 하며 저학년에서는 보다 구체적 접근을 고
학년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례연구 체험활동 등을 활용토록 한다
교사의 기대는 학생들의 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도록 교사는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인종 간 교류와 통합에 매우 유용한 협동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 시
간에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의 학생들이 어울려 학습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
학급 학교의 행사나 활동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초기에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참여하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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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찾아오시는 길>

○ 버스 이용시
광역버스
-

-

:

일반버스

1007,

1007-1,

3001,

3007,

7000,

7001,

7002,

1550-3,

1550,

1115-5,

5500,

6800,

6900
: 11,

11-2, 2-5, 13, 16,

16-1, 20, 24,

24-1, 25, 32,

○ 지하철 이용시
호선 수원역에서 하차 → 경기대행 버스
- 1

(11, 11-2,

37, 40, 45,

50, 58

번 등 승차

13, 24, 32

)

○ 자가용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신갈인터체인지에서 인천·안산방면 영동고속도로 로 진입하여 동수원 톨게
이트 통과 후 동수원 인터체인지에서 분거리
경수산업도로 경기도 교육청 사거리에서 경기대 방면으로 분거리
-

:

(

)

1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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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직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1.
-

최석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

)

교원인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2.
-

정필영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

경기도 다문화교육 추진방향과 과제

3.
-

박준성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4.
-

최충옥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소장
(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정책과 방향

5.
-

이혜진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

)

배움학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

6.
-

최항석 경기대학교 교수
(

)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 변화의 시대에 교육의 나아갈 길 최 석 렬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

Ⅰ. 들어가며

미래사회라고 하는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 후기산업사회, 지식경쟁시대 등으로 일컫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속성을 보통, ‘지식의 반감기, 수요자의 선택권 중시 시대, 고객 만족 경영시대,
감성 경영 시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 통합적 기능의 중시 시
대, 소득의 균등화 시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인내와 절제가 사라진 시대, 책임보다 권리가 우선
하는 시대, 개인의 생활이 전체의 생활보다 우선하는 시대, 사익과 공익의 가치 기준이 역전된
시대, 합리적 소비의 가치기준이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 등으로 정리한다. 이는 사회의 다
양한 영역별로 관점에 따라 그 속성을 정의하기 때문인데 요약하여 보면 결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정착적인 농경사회에서나 이동중심의 유목생활에서나 토지와 노동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었다. 생산의 바탕이 토지와 노동력이었으므로 단순한 사고 작용으로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는 여기에 자본이라는 것이 더해졌다. 이제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노동력과 판매와 경영을 위한 자본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지만 그 변화는
폭풍과 같은 변화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식과 정보라는 괴물이 지금
까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의 유형적 존재 가치를 비웃듯이 폭풍이
아니라 카테고리 6의 토네이도와 같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이며 중심적인 가치라고 여겼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가치를 하루아침에 밀어내고 지식과
정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존재하기 어렵다. 상
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라면 그 존재의 가치는 아주 하찮은
것이니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 그렇지만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는 어마어마
한 존재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흥망성쇠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교육의 의무요 책임이다. 이
러한 교육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이에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
이 나아갈 방향과 실천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방향에서 변화의 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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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1세기에 대응하는 교육의 지향점 - 교육의 변화 전략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대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교수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닫힌 교육에서 열린 교육으로, 국가 단위 교육에서 세계 대상 교육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교육이 교육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교육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 가상학습, 인터넷 학습, 온라인 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의 방법이 등장
- 에버레트 라이머의 ‘학교는 죽었다’는 선언이후 등장한 ‘가정 학교, 계약 학교, 대안 학교’
등은 기존의 공교육 체제 내 교육이 모든 교육의 전부라는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
-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혼합적 혹은 상보적 교육의 방안 강구 요구됨
- 과제해결 학습, 탐구학습, 조사 발표학습, 토의 토론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자의 활
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 형태의 일반화를 통해 온라인 학습의 결과를 오프라인 학습에서
활용하는 적극적 방안의 강구
-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에 중점을 둔 교수 학습 활동의 전개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발
휘하는 교육의 방법 일반화 필요

2. 책상에서의 지식보다 현실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 배양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 Learning by telling의 교육에서 Learning by doing의 교육으로
- 지식 반감기, 지식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는 시대, 지식과 정보의 범람시대
-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보다
실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실생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필요
- 교사는 문화와 지식, 정보의 전달과 전수 기능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 자
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력 등과 같은 고차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가능한
교육을 전개할 필요성 증대
- 교과서와 칠판과 교사의 강의와 설명 중심의 수업을 탈피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능동
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재생산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구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의 변화 필요

3. ‘같아지기’ 지향 교육에서 ‘달라지기’ 지향 교육으로

- ‘붕어빵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으로
- 세운 사다리를 오르기에서 눕힌 사다리를 빠져나가기 게임으로
- 모범적인 사례를 따라가게 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는 교육으로
- 전체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교육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사고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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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적성 등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의 개별화를 통한 자아실현의 체
험이 가능한 수업 전개
- 만인이 우러르는 행복보다 개인이 만족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는 교육으로
- 객관적인 자료와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실현이 가능한 진로지도 실시
- 특징 없는 모범생이 되기보다 개성 있는 튀는 학생 되기 교육 실시

4. 교사의 역할은 Teacher에서 Helper로

- 유능한 교사를 판별하는 조건의 변화 필요
- Living Dictionary처럼 많은 지식을 가진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식되던 시대에서 학습
자에게 유용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지원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교사가 유
능한 교사로 인정되는 시대
- 교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전수가 중심을 이루는 수업 활동에서는
‘가르치는 이(Teacher)’가 중심이 되었지만 학습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에서는 학습
자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과 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하는 교수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이 일어나도록 ‘돕는 이(Helper)’가 필요함
- 교과서와 칠판과 교사의 강의와 설명 중심의 수업을 탈피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능동
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재생산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구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의 변화 필요

5. 평생교육 한 단계로서의 학교교육으로

- 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생성 주기의 단축으로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
- 교사의 강의식, 설명식 수업을 통한 단순 지식의 기억, 반복 연습을 통한 지식 습득 등의
전근대적 교육에서 학습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
의 학습’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 평생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육이 학교교육임을 인식
- 평생학습사회에 필요한 학습하는 능력과 습관을 배양하는 교육 필요
- 독서 활동, 과제 해결 활동, 집단사고과정, 의사소통 능력,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
본예절과 태도, 풍부한 정서, 감성적 문화 수용 능력 등의 다양한 능력과 태도 교육 필요

6. 수동적 피교육자 입장에서 능동적, 자발적 학습자의 입장으로

-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 필요
- 교육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의 중심도 이동
- 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파악할 때,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의 입장에 서게 됨
- 교육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 교육은 운영될 시대가 도래함
-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문제,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문제,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도
와주는 문제,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의 문제 등이 모두 학습자의 입장을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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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동적 입장에서 능동적, 주동적 입장으로 변화시킴
- 교수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교사이지만 그를 통해 변화해야 할 대상은 학습자라는
생각에서 학습 활동에 주동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음
- 교육수요자가 학생이라는 말은 그들이 교수 학습 활동에서 수요자가 된다는 말이지 교육
의 운영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님
-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면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공급자가
그에 따라 공급의 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수요자는 자신의 욕
구와 필요, 선수 능력이나 도달 목표 등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시
할 수 있어야 함
- 교육수요자인 학습자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도달 정도를 표현하는 일, 학습 활동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등은 의무로 인식하여야 함

Ⅲ. 외국의 교육 실천 사례
1. 프랑스 교육의 사례

가. 교육개혁의 방향
- 초등학교에서는 물론 중학교에서도 받아쓰기 교육 부활
- 국어에 대한 확실한 학력 확보를 위하여 문법 읽기 및 지식교육에 중점
- 단순 지식 이해보다 실질적인 적용 능력 배양에 중심
- 서술형 문항 평가 형태를 지향하여 논문 형식을 중시하는 평가 실시
나. 평가 방법의 변화 시도
- 실생활 능력 중심의 평가가 실질적인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 창의력은 확실한 기초지식의 바탕에서 출발한다고 보아 지식 중심 경향의 평가 지향
- 서술형 평가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바켈로레아’에서 6지 선택형 시범 실시
다. 학교에서의 평가 실시 현황
- 매주 각 교과목당 1회의 시험 실시
- 시험 시간은 5분에서 때로는 3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음
- 평가의 형식은 ‘바켈로레아’에 대비한 모의고사 중심으로 쓰기와 작문 중시 경향
- 평가의 목적과 방법은 교사의 자율 결정에 의하여 실시
- 평점은 0점에서 20점까지 점수를 부여함
- 평가의 최종목표는 중학교 졸업 및 대학입학자격시험 준비에 두고 실시
라. 국가수준의 평가 실시
- 각 학교급별로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총 4회의 국가수준 평가 실시
- 초 중등교육의 과정에서 8, 11, 14, 17세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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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교육의 사례

가. 학교 교육의 상황
-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 능력의 신장에 바탕을 둔 국어교육
- 수학은 계산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문장제 문제 해결 과정 중심
- 외국어는 말하기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둠
- 사회과는 조사발표 학습 등으로 실질적인 이해롸 활용에 초점
-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가사와 기술교육을 실시
- 모든 교과 학습에서 모둠수업을 통해 토의토론, 조사발표 학습을 실시
-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으면 철저한 개인지도를 통해 구제하여 학습 결손 방지
나. 학력평가 실시 상황
- 영국에서는 주요단계(Key-Stage)인 2, 5, 9, 11, 13학년에 전국 통일 학력평가 시험실시
- 2, 5, 9학년 시험 : 교육부 산하 기관이 주관하여 실시
- 11, 13학년 시험 : ‘어워딩 보디(외부 학력 평가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
- 11학년 시험 : 의무교육 졸업시험이고, 13학년 시험 : 대입 학력고사
- 시험결과 외부 공개
- 교육부 시험 : 영어·수학·과학 세 과목 실시(각 과목별로 ‘C 등급(60점) 이상’ 학생의
비율이 전국, 지역별, 학교별로 공표)
- 11, 13학년 시험 : 졸업시험으로 6등급 평가(C등급 이상 취득자 비율을 전국평균, 지역,
학교별로 공표)
- 성적 처리 : 교사는 참고용으로 ‘점수’로 기록, 공개는 ‘수준별’로 보고

3. 스웨덴의 교육

가. 교육의 전제
-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나 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
-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하는 교육 실천에 중점을 둔 교육 실시
- 교육을 통해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함
- 스스로 사고하고 분석, 종합하는 고차적인 능력을 중시
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 사회복지에서 교육을 가장 중시
- ‘부모 잘못 만나 자식도 못 살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 운영
- 무상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일부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
- 기회 균등보다 결과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여겨 기본 학력을 구비하도록 요구
다. 중 고교의 평가제도
- 5, 9학년에서 국가수준 평가 실시
-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 실시
- 장래 사회, 과학 과목도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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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수준만 통보(Pass, Good, Very Good)
- 패스 못 한 학생은 보충과정의 개별 특별지도를 실시하여 패스 지원
- 고교 진학 최소 기준은 중학교 과정에서의 실패(Fail)가 전무해야 함

4. 핀란드의 교육

가. 교육의 목표와 특징
- 인성지도를 통한 전인교육과 창의성 신장 교육에 중점
- 개별화 지도의 충실로 개인의 독창성, 창의성 육성
- 교육에서 비효율성 제거에 총력을 두어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
- 상향평준화를 추구하는 교육 추진
나. 교육 강국의 조건
- 교육의 성공 배경은 ‘우수한 교사’의 노력에 있음
-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착
- 그룹별 협동학습으로 모두가 성공하는 학습
- 부진아를 위한 보충수업 및 심리치료 실시
- 고교 무학년제, 조기졸업제 시행으로 수월성 교육 욕구 해소
- 모든 학교 교육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시행
다. 학교 학습의 방법
- 미래에 대비한 교육 추구
- 도서관 활용 교육의 일반화
- 교과 연계 독서 교육의 충실
- 주제 통합적인 프로젝트 학습 실시
- 교과별로 의무적인 독서교육
라. 학생의 학력 평가
- 모든 수업 시간 서술식 형성평가 실시
- 남과의 경쟁보다 자기와의 경쟁 유도
- 매 학년말 국가수준의 평가 실시
- 6 단계로 개별적인 성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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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외국교육의 시사점

1. 명분 없는 경쟁 지양, 실질적인 경쟁 지향

가. 다른 학생과의 명분 없는 경쟁 지양
- 석차나 등위 등의 비교를 통한 불필요한 경쟁 지양
- 다른 학생의 성적이나 등위 등 정보 제공 전무
나. 과목별 통과를 위한 자기와의 경쟁 유도
- 과목별 최저 학력 기준 통과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
- 비교 우위 확보보다 실질적인 학력을 갖추도록 유도

2. 효율적인 교수 학습의 운영

○ 주제 통합적인 프로젝트 학습 실시
○ 조사발표, 토의토론, 모둠학습 등 학습자 활동 중심 수업
○ 학습자의 발표가 많은 수업이 진행
○ 개별 학습지를 활용한 서술식 결과 작성
○ 학습 결과물은 형성평가 혹은 수행평가로 활용
○ 교사의 다양한 교재 선택 가능
○ 정보교환센터로서의 도서관 운영
○ 도서관 활용 수업의 정착
○ 수업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한 교사의 수업 연구 활동 활발

3. 평가 방법의 다양화

○ 교과 학습 결과 평가는 전적으로 교사의 권한
○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석차가 아니라 학업 성취 수준 평가
○ 평가 결과 분석과 활용의 철저
○ 지식의 단순 기억이나 재생의 평가 지양
○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담은 서술식 평가 중심
○ 서술에서는 사실과 의견 구분 지도

4.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교육풍토

○ 학생을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간,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인정
○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특별교육 실시
○ 학교교육을 평생교육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 10학년제 운영으로 진로 선택 기회 제공
○ 고교 졸업 후 1년간의 준비교육 기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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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서교육의 일반화

○ 교과 관련 독서 교육 체계화
○ 교과 관련 도서를 읽고 비교, 분석, 판단 등의 종합적인 활동
○ 학습 결과를 서술하도록 하는 수업 진행
○ 교과 시간에 여러 참고 도서를 활용하는 수업 진행
○ 독서의 방법 중 어려운 문제인 비교독서까지 습관화 지도

6. 외국어 교육 충실

○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 필수 지도
○ 제2외국어도 반드시 이수
○ 영어 노출 환경 일반화 - TV에서 직접 영어로 방송, 영어로 된 잡지 다수 발간
○ 언어 학습의 강화로 기타 교과 학습의 기초 배양

Ⅴ.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에서의 교육 실천 내용
- 교육의 생존 전술

이제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의 방향은 정립되었다. 방향이 설
정되었으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상고하고 직접 실천해 나아갈 일
이다. 전략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전술을 구사할 시간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방법의 교
육을 통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교육의 과정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실천

- 교육의 순환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의 학습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
- 교육의 과정 : 목표 설정 → 학습 활동 → 평가 → 환류의 순환과정
-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의 배양을 위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의 반복 적용
- 이는 문제해결력의 증진에도 유용한 방법임
- 교육 순환과정은 단위 시간에서도 가능한 체제이므로 모든 수업을 통해 반복되는 과정임
- 선수학습 평가 → 목표 확인 → 학습 활동전개 → 형성평가 → 환류
- 교육의 순환 과정은 과제 해결이나 일상적 문제 해결에서도 유용한 해결 방법임을 학생
들이 인식하고 활용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음

2.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 학습 활동 전개

- 창의력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적 사고과정임
- 단순한 전달이나 전수의 방법으로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고 배양하는 능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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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과정이므로 새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지식, 사고 방법, 생산적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가능함
- 교수 학습 과정에서의 새로운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을 통해 학습자에게 습득되는 능력
- 지식의 습득에 중점을 두는 ‘What’식의 수업에서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Why,
How’식 수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이라 하더라도 학습자의 선수지식이나 학습의 정도에 터를 둔 발문
이어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학습자의 선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확산적 사고를 요하는 발문은 자칫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포기하게 하는 위험성을 가짐
- 수렴적 사고과정이 습관화 된 학습자에게 돌연한 확산적 사고를 자극하고 이에 적응하게
하는 교육활동의 전개는 심사숙고하여야 함
- 학습의 정도, 지식의 위계, 사고 방법의 점층적 확대 등을 고려하여 확산적 사고를 자극
할 수 있는 발문 중심의 교수학습 전개가 필수적임
- ‘문제 상황 제시 → 다양한 지식과 정보 탐색 → 해결에 적합한 지식과 정보 선정 → 지
식과 정보의 연결과 결합을 통한 지식의 재생산 → 생산한 지식의 적절한 표현 → 토론
과 토의를 통한 검증 → 새로운 지식의 습득’ 과정을 터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
동 전개

3. 개인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 전개

- 학습의 개별화와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 학습 활동 전개
- 학습자의 준비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 학습자에 대한 확실한 이해 필요
- 학습자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수업체제, 학습자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가능한 허용적
인 교실 분위기,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성실한 강화 활동, 학습자의 활동과 표현을 자극
하고 촉진하는 교사의 발문 및 지시 등이 중심을 이루는 교수 학습 활동의 전개
-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활용
- 학생들의 각종 교과 성적, 적성 및 흥미, 특기, 각종 활동 결과, 수상 실적, 생활 변화 상
황, 학급담임의 학교생활 종합 평가 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로 학생 이해 자료로 활용
- 다양한 학생 정보를 활용한 정기, 부정기 상담 활동의 강화
- 다양한 계발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을 권장하고 활동 내용의 발표 기회 확대
- 1인 1기 교육의 강화를 통한 다양한 자기 능력 계발
- 다양한 발표 및 평가활동을 통한 표창 등으로 자기 계발 활동의 촉진

4. 인성과 교양을 함양하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

- 처벌이나 훈육 중심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의 개선
- 상담과 훈화를 통한 예방 교육과 자정 능력 함양을 통한 자기 제어능력 배양
-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생활문화 평가제’의 도입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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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도적인 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훈화 및 반성의 기회 제공
- 봉사활동 및 정화 활동을 통한 자기반성의 기회 제공
- 학생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 협의 활동, 자율정화 운동,
자치적인 생활지도 등을 권장하고 분위기 조성
- 게시교육, 교내 방송 활동, 캠페인 활동 등의 다양한 교양 교육 방법 활용
- 교과교육의 배경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양교육 방법의 활용
- 교과교육만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예 체능 관련 교양 지식, 시사상식, 한자성어, 생활영
어 등의 내용을 게시, 교내 방송(텔레비전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 활동 전개
- 독서, 생활 평가, 교양교육, 탐구활동 등을 종합한 능력 평가 실시 및 표창

5.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기회의 제공

- 미래사회에 필요한 가치 : 바른 품성, 풍부한 정서, 배려하는 마음, 실천하는 태도
- 학교교육 활동의 다양화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가치의 체험 기회 제공
- 바른 품성의 발현 : 나의 주장 발표회, 나의 경험담, 내가 바라는 친구 발표회, 모범 친구
추천함 운영, 자랑스러운 학생상 제시대회 등 실시
- 풍부한 정서 : 체계적인 독서교육, 백일장, 시낭송회, 음악 감상, 영화 감상, 교양강좌, 예
능발표 대회 등의 실시
- 배려하는 마음 : 친구 사랑의 날, 친구 도와주기 운동, 경험담 공모전, 봉사왕 선발대회,
봉사활동 조직 및 운영, 봉사활동 사진전 등의 실시
- 실천하는 태도 : 봉사활동 실천 대회, 바른 학생활동 실천 결의 대회 등의 실시

6. 평생학습사회를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학습의 전개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는 학습의 기본적
인 능력 배양 필요
- 평생학습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능력과 태도
: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평생학습자가 되려는 의식, 독서 생활의 습관화, 정보 활용
능력과 사이버 예절,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배려하는 생활습관, 감성
적 문화 수용 능력, 집단 사고 과정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적 태도, 토의와 토론 활동의
요령과 참여의 태도 등
-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을 통해 평생학습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할 책
임과 의무가 있음
- 특별 강연회 마련, 전시회, 학교방송 활동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평생학
습자가 되려는 의식’ 확산 활동 전개
- 체계적인 독서교육과 도서관 활용 수업 실시, 도서 전시회, 필독도서 댓글 달기 대회 등
의 이벤트성 행사로 독서의 습관화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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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검색 대회, 사이버 기본예절 교육, 정보 활용 능력을 활용한 수업 활동 전개 등을 통
해 정보 활용 능력과 사이버 예절 배양 노력
- 체계적인 교양교육, 봉사활동 교육,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에 필요
한 예절과 배려하는 생활습관 지도
- 백일장, 시낭송회, 음악 감상, 영화 감상, 교양 강좌, 예능발표 대회 등을 통해 감성적 문
화 수용 능력 배양
- 탐구수업, 토의 토론 수업, 집단 탐구활동, 학생 수련회, 모의재판, 동아리별(학급별) 조사
발표대회 등을 통해 집단 사고 과정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적 태도, 토의와 토론 활동의
요령과 참여의 태도를 육성

Ⅳ

.

맺음말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미래사회라고 이야기했던 21세기의 미래사회는 이미 현재화된 단
계다. 단지 10년 전에도 불가능하리라고 여겼던, 만화에서나 가능한 공상이라고 생각했던 대부
분의 일들을 지금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대사
회를 우리가 10년 전에 과연 가능한 현실이라고 생각했던가? 외국에 있는 사람과 무선전화를
아니 화상까지 보아가며 대화를 한다는 것을 불과 10년 전에 가능하다고 여겼던가? 그런데 우
리는 현재 그것들을 많은 시간 동안 사용했던 아주 낯익은 것들처럼 여기고 사용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교육
하는 일이 교육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변화와 개혁에 진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학
교의 살 길이요, 교육의 생존 전략이며 전술이다.
외국 특히, 교육 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핀란드 등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의 체제와
방법을 바꾸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 배양과 증진을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교육의 변화에 힘서야 할 때다.
이웃 일본에서는 교원 평가를 통해 부적응교사로 판단되면 일정 기간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복직시키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해고시키
는 등의 개혁적 변화를 시도하여 환영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교육의 결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폐쇄, 학교장 해고,
교사 해고, 학교지원금 축소나 금지 등의 강경조치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주민
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한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다. 외국의 경우라고, 먼 나라 이야기라고 웃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턱밑에 언제 죽음의 칼날이 파고들지 모르는 상황이다. 학교와 교육의 변화
와 개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상황이며 죽느냐 사느냐의 백척간두에 발을 딛고 선 운
명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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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용기와 결단이며, 선택과 집중의 혜안과 슬기
를 발휘할 때다. 그러나 그 답은 멀리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미 문제의 해결책
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변화와 개혁,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일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실천의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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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관리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정 필 영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Ⅰ

.

교원 인사 관리

1. 휴직 및 복직

가. 휴직
1) 직권휴직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 병역의 복무를 천재․지변․전 기타 법률상 의 교원노동조합
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징․소 시․사변, 기타 무 수행을 위해 전임자로 종사
요할 때
집된 때
의 사유로 생사․ 직무를 이탈하게 하게 된 때
소재가 불명한 때 된 때
기간
1년이내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 ․경력평정 : 미산입 ․경력평정 : ․경력평정 : ․경력평정 : ․경력평정 :
경력 단, 공무상질병 산입
제외
산입
산입
인정 인 경우 산입 ․승급인정 ․승급제한 ․승급인정 ․승급인정
․승급제한.
단,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
결원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시 6월이상 휴직
보충
시 결원보충
결원보충
시 결원보충
보수 ․봉급 7할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 (결핵은 8할)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수당 ․공통수당:보수와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같은 율 지급
․기타수당:휴직사
유별 차등 지급
기타 의사의 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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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휴직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학위취득을 목 국제기구, 외국 1세미만 자녀의 교과부장관이 부모, 배우자, 배우자가 국외
적으로 해외유 기관 또는 재외 양육을 위하여 지정하는 국내 자녀 또는 배우 근무를 하거나
또는 외국에 국민교육기관에 필요하거나, 여 의 연구기관, 교 자의 부모의 간 제5호에 해당된
요건 학
서 1년 이상 연 임시로 고용된 교원이 임신 또 육기관 등에서 호를 위하여 필 때
구, 연수하게 된 때
는 출산하게 된 연수하게 된 때 요한 때
때
때
3년이내
1년이내
1년이내 3년이내
(학위취득의
(여교원의
경
기간 경우 3년연장 고용기간 우 2년 연장가 3년이내 (재직기간 중 ( 3 년 연 장 가
총3년)
능)
가능)
능)
․경력산입 ․경력산입 ․경력평정 ․경력평정
재직 ․경력평정 ․경력산입
․승급인정
:최초1년산입 :5할 산입 :제외
경력 :5할 산입 (비상근:5할 ․승급인정
:제외
인정 ․승급인정 산입)
:1년이내 ․승급제한 ․승급제한 ․승급제한
결원 6월이상 휴직 6월이상 휴직 기간제교사 6월이상 휴직 6월이상 휴직 6월이상 휴직
보충 시 결원보충 시 결원보충
시 결원보충 시 결원보충 시 결원보충
보수 봉급5할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육아수당
최초1년간
․공통수당
월 50만원
:5할지급
수당 ․기타수당 지급안함 (2008.1.1이후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부터 임신 중
:미지급
육아휴직수당
지급)
출산휴가
기타
별도신청가능

나. 복직
1)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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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가. 휴가의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나. 연가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이상
21일
1) 재직기간 :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2)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음(반일 연가 2회=연가 1일)
3) 결근․휴직․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4)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
로 계산
5)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다만, 의사의 진
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다. 병가
1) 일반병가 : 연 60일 범위 이내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
2) 공무상 병가 : 연 180일 이내
라. 공가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9)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 교원노조 또는 교원단체의 교섭위원으로 지명된 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마. 특별휴가
1)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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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상

일수
7
1
1
5
1
3
7
5
3
3
3
2
1
1

본인
결 혼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
회 갑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출 산 배우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사 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 상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입양휴가 : 14일
※ 2006. 11. 1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 상기 경조사휴가일수는 기존 규정대
로 유지
2)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
가(※ 반드시 출산 후 45일 휴가 확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3)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
는 경우와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무외의 국외여행
- 신고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려는 자는 여행지, 여행기간, 여행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함
- 여행기간 : 개인별 연가 등 휴가기간 내

3. 징계

가. 징계사유
1)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체면, 위신손상
2) 임용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나.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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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파면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인자는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해임
중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등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징 (2009.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계 04.01 ◦공무원의
◦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2/3를 감함
시행)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정직 ◦보수의 2/3를 감함
1～3월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8월간 승진, 승급제한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감봉
1/3을 감함
경 1～3월 ◦보수의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 승급제한
징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계 견책 ◦전과에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6월간 승진, 승급제한
※ 유의해서 알아둘 일
1.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함으로써
그동안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름(불복
시 재심 청구 가능)
2. 징계의결 요구 중에는 승진임용, 전보, 의원면직, 명예퇴직수당 지급, 정부포상 추천
제한
3. 징계권자(교육감, 교육장)는 징계 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
4.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임
5.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 음주운전관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2008.12.08. 이후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고 징계의결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
- 음주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
력도 포함함.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단순 무면허 제외)
- 음주운전 (0.10% 이상) - 기소유예 시
· 경징계 : 0.10% 이상 1회, 0.05∼0.10% 미만 2회인 경우
· 중징계 : 0.10% 이상 2회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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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보

가.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2009학년도)
1) 제7조(전보희망자순위명부 작성) : 전보순위는 전보년수(현임교 근무년수와 가산년수 합
계)을 우선으로 하고 전보년수가 같을 때는 근무성적(평어), 고령자 순으로 함
2) 제9조(인사구역) : 특구역, 갑구역, 을구역, 병구역
3) 제10조(동일인사구역내 근무기간)
가) 특구역 및 갑구역 중 경합구역 : 10년 이하
나) 갑구역 중 비경합구역 및 을구역 : 제한없음
다) 병(가,나,다)구역 : 3년 이하
라) 병(라)구역 : 4년 이하
4) 제11조 (정기전보)
가)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5년(단, 병구역 학교는 3년으로 하되 병라구역
학교는 4년)의 범위에서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동일교의 재직교사 ⅓ 이상은 관내․외를 불문하고 전보내신을 할 수 없다.
다) 교사의 시․군 배치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도내 학교간 및 시․군간 전보자
2. 복귀․복직자(국․공립특수학교 교류자 포함. 연수외의 파견복귀자는 파견
기간을 전보년수로 하여 1호의 순위에 포함하여 배치한다.)
3. 타시․도 전입자(사립 특채자 포함)
4. 신규 임용자
5) 제11조의 2 (전보의 유예) : 동일교 만기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본인이 동의)에 의하여 1년～4년(단, 특수목적고등학교 교
사는 1년～5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면 전보년수 산정 시 현임
교 근무년수는 최대 5을 인정한다.
가) 대치가 불가능한 교과 담당교사
나) 연구가 종료되지 않은 연구학교 연구담당보직교사 및 연구담당교사
다) 교육상 특히 필요하여 학교장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단,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6) 제15조 (전보의 특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임교 1년 이상이면
전보 내신을 할 수 있다.
가) 지역교육청 인사구역내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근무 부적응자로서
중학교 근무 희망자
나) 신체가 허약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진단서 제출)
다) 당해년도에 결혼하였거나 타시․도에서 전입한 교사
라) 폐교, 학급감축, 학과개편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1희망지
외로 전보 조치된 자(단, 특구역 및 경합구역 만기자와 경합구역에서 현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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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근무하고 TO감으로 전보된 자는 제외)
나. 교원의 시․도간 교류
1) 본 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수급 상 필요시 시․
도 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2) 전출 순위
가) 1순위
○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장애인 부양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또는 독립유고장예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나) 2순위
○ 부부별거자
○ 직계존속 별거자
다) 3순위 : 일반희망자
3) 내신 자격 : 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무경력 1년 미만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
시․도 전출불가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 할 수 없다.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목적 및 방향
평가 목적
○ 교사의 학습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
을 지원한다.
○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ㆍ이해할 수 있는,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
한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기본 방향
○ 교사의 학습 지도 및 생활 지도를 평가하여 수업의 질적 개선과 생활 지도 능력 함
양을 도모한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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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및 능력 개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 교원 상호간 지식과 경험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교사 평가에 따른 단위학교 및 교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교사 평가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등급 및 서열
화를 지양하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평가의 종류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 교장, 교감 및 동학년, 동교과 교사들이 교사 각각의 수업ㆍ학생 지도 영역에 대하
여 평가
학생에 의한 만족도
○ 학생들(초4~고3)이 교사의 교육 활동(수업지도, 학생지도)에 대하여 만족도 응답
○ 개별 교사들 각자에 대하여 전체 또는 일부 학생이 만족도 설문 응답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 초1~초3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학생에 갈음하여 담임의 학급경영 만족도 응답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생활 전반(수업 지도 영역, 학생 지도 영역)에 대하여 만족
도 응답
○ 동일한 설문지에서 이루어진 학교운영 영역에 대한 응답은 교장ㆍ교감에 대한 평가
로 취급
□ 용어 정의(해설)
◎ 평가자(주체) : 평가를 수행하는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 평가대상자(피평가자) : 평가를 받는 교장, 교감, 교사
◎ 평가관리자 :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 평가 관리담당자
◎ 평가그룹 : 동료교원 평가를 위한 평가자들의 모임
◎ 평가영역 : 평가(조사)의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분야로서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교운영」으로 구분
◎ 평가요소 : 평가영역의 하위 요소
- 수업지도 영역에서의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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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도 영역에서의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학생지원」
- 학교운영 영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교원인사」,
「시설 및 예산」
◎ 평가(조사)지표 : 평가 요소의 하위 지표로서 평가나 조사의 구체적 지표, 맞춤형
연수의 교과목 분류 기준
- 수업지도 영역 12개 지표
- 학생지도 영역 6개 지표
- 학교운영 영역 8개 지표
◎ 평가(지표)문항 : 평가 지표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

평가의 주체(평가자)
평가자 및 참여범위
평가자
참여 범위
선정 방식
교 장
소속 학교 교장
교 감
소속 학교 교감
▸ 동학년(초등), 동교과(중등) 교사가 참여하는
▸
초등
:
소속
학교
동학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
교
년
교사
또는
전체
으로 운영
원 교 사
▸ 중등 : 소속 학교(병설 ▸ 동료 교사 평가자의 구체적인 참여범위 등은
포함) 동교과ㆍ동일 계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
열 교사 또는 전체
정
초1~3
참여하지 않음
▸ 평가대상이 교과전담교사 등일 경우 피평가자
가 담당한 학급 중에서 2~3학급을 표집하여
실시할 수 있음.
학 초4~6 ▸ 담임 학급 학생 전체
▸ 학교 규모나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관리위
생
원회에서 구체적 참여 범위 결정
▸ 평가대상자가 담당한 ▸ 학교 규모나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관리위
중1~고3 교과의 지도 학급 전 원회에서 구체적 참여 범위 결정
체 또는 일부
다니는 학생이 2자녀 이상일 경우, 자
학부모 ▸ 학부모 전체 또는 일부 ▸ 한녀의학교에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중복 참여하지 않음.
○ 학부모는 가능한 많이 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
공(홍보)하여 공정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함.
(교사에 대한)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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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교 원

학 생

학부모

평가 대상
교장
교감
교사
초1~초3
초4~고3
초1~고3

교 사

비 고

●
●
●

동료교원평가

(참여하지 않음)
●
●

학생에 갈음하여 학부모가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조사 참여
학생에 의한 만족도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 교장ㆍ교감은 교사로부터의 평가를 받는 만큼, 교사 평가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평가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 평가 대상자인 비교과 교사 및 일반 교과(담임) 교사 1인에 대하여 3인 이상의 동료 교
원 평가자가 배정되어야 하며, 동학년, 동교과 협의회 및 학교단위 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함.
○ 학생의 만족도 조사(또는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조사)는 교사의 수
업지도 및 학생지도 영역에 한함.
○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는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학교 교장ㆍ교감ㆍ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임.
○ 소속 교사 전원은 평가 대상자인 동시에 다른 동료교사 평가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함.
○ 특수교사의 경우,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교사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 영역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자
교 원

학 생
학부모

교장
교감
교사
초1~초3
초4~고3
초1~고3

수업지도

학생지도

개인 생활지도
사회 학생지원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ㆍ활용 생활지도
(비교과)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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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초1~초3 학생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에 관한 만족도 응답은 학생에 갈음하여 학부모
가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조사문항에 응답함.
○ 비교과 교사(특수,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의 평가 영역은 ‘학생 지도’영역에
「학생지원」 영역을 포함하여 평가함.
○ 「학생지원」 영역은 비교과 교사의 교육활동 영역을 포괄하여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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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및 내용
1 (일반교사에 대한) 평가 영역ㆍ요소ㆍ지표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 가 (조 사 ) 지 표 내 용

교육과정의 이해 및 개선노력
수업 준비
￮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 교수ㆍ학습 전략수립
￮ 수업의 도입
￮ 교수발문
￮ 교사의 태도
￮ 교사-학생 상호작용
수업 실행
￮ 학습자료의 활용
￮ 수업의 전개
￮ 학습정리
￮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 및 활용
￮ 평가결과의 활용
￮ 개인문제 파악 및 지도
개인 생활지도 ￮ 가정 연계 지도
￮ 진로 및 특기․적성교육
￮ 기본생활습관 지도
사회 생활지도 ￮ 학교생활적응 지도
￮ 민주시민성 지도
￮

수업 지도

학생 지도

학생 지원
※ 제각기 다른 비교과 교사별 직무 영역 요소ㆍ지표들을
※비교과 교사의
포괄하여 「학생 지원」으로 간주함.
경우

○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에서는 위에 제시한 평가 지표별로 1개 이상의 문항을 통합적
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가 요소별로 1개 이상의 문항을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단위학교에서의 구체적인 평가문항과 만족도 조사문항은 ‘Ⅲ. 평가문항 및 만족도 조
사문항 예시안’을 참고하여, 해당 평가 영역ㆍ요소를 고르게 선정하여 창의적ㆍ자율
적으로 구안ㆍ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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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별 준거

평가 지표별 준거

평가(조사) 지표
교육과정의
이해
및 개선노력
학습자 특성 및 교
과내용 분석
교수･학습전략수립
수업의 도입
교수 발문
교사의 태도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습자료의 활용
수업의 전개
학습정리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 일반 교과(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지표별 준거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설계를 하고 그 개선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수준과 교과내용 및 교재에 대한 분석을 충실히 하는가에
대한 평가
교과내용에 맞는 수업목표, 수업방법, 평가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
립하는가에 대한 평가
수업의 진행방향에 대한 명확한 제시 및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 등
을 통해 수업의 도입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평가
명확한 발음과 어조로 흐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논리적, 확산적, 개
방적 발문을 하는가에 대한 평가
열정적이고 자신감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
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적절히 대
처하면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가에 대한 평가
교과내용에 적합한 자료와 매체를 적절히 또한 능숙하게 사용하는
가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이해수준 확인, 학습내용의 요약, 다음 수업에 대한 안내
등 수업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학습정리 활동을 적절하게 하는가에
대한 평가
평가내용과 방법이 학생들의 수준이나 과제의 성격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록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
고 자신의 수업개선을 위해 활용하는가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
개인문제 파악 및
들의 개인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하며 추수지도를 하는가에
지도
대한 평가
가정 연계 지도

학생정보를 교류하면서 학교와 가정생활을 효율적으로 연계 지도하
는지를 평가

진로 및 특기ㆍ적 학생들의 적성이나 특기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진로 및 진학지도
성교육
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기본생활습관 지도
학교생활적응 지도
민주 시민성 지도

학생 개인이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ㆍ품성을 꾸준히 지도
하는지 평가
폭력예방, 자살방지, 따돌림 방지, 교우관계, 생활 안전 교육, 학칙
준수 등 학교단위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지 평가
환경보전, 정보통신교육, 통일교육, 자연 애호, 봉사정신, 심성훈련
등 국가,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갖아야 할 덕목에 대한 지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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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교사에 대한 평가영역ㆍ요소ㆍ․지표

평가 평가요소
영역
수업
지도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학생건강
증진사업
학생
지도

보건
의료
서비스

평가지표

평가지표 개요

※ 일반교사의 평가지표와 동일
학교보건 기본
계획
학생건강검사
질병예방관리
응급환자관리
일반 건강 및
의료상담
통상질환 및 요
보호 학생관리

학교보건 기본계획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립, 실
행, 및 평가하는가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계획한 대로 검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평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을 위해
노력하는가에 대한 평가
응급환자 대처 요령에 대한 업무지침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가에 대한 평가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평가
통상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요보호가 필요한 학생들
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가에
대한 평가

3 특수교사에 대한 평가영역ㆍ요소ㆍ지표

평가 평가요소
영역

평가지표

평가지표 개요
개별화교육계획지원팀의 업무 조정 및 지원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으며 개별화교육계획에
개별화교육계획 인적사항, 현재 학습 수행수준, 교육목표, 내용,
수립
방법, 관련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개
별화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수업 계획을 수립
수업준비
하는가에 대한 평가
수업
지도
학습자 특성 및
※ 일반 교사와 동일
교과내용 분석
교수 학습전략
※ 일반 교사와 동일
수립
수업실행
※ 일반 교사와 동일
평가및활용
※ 일반 교사와 동일
학생
※ 일반 교사와 동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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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교사에 대한 평가영역ㆍ요소ㆍ지표

평가 평가요
영역 소

평가지표
식생활 지도

영양교
육

식생활 정보제
공 및 상담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

위생 및
안 전 관 식재료 공급업
련 지도 체 지도 및 감
독
영양소 및 열량
학생 식 단 분석
지도 작 성
맛과 다양성
예산집행 및 업
체 선정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식재료 검수기
준 이행
위생 및
안전관
리

시설 및 도구관리
검식실시 및 식
품위생 관리

평가지표 개요
학생들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한 식생활 지도와 식
습관 및 식생활 예절 등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식생
활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상담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평
가
조리실 종사자들에게 개인위생, 작업위생 및 안전관
리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는가에 대한 평가
정기적으로 식재료 공급 업체에게 품질 및 위생 등
과 관련된 기준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철저
하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평가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적절한 열량을 갖춘 식
단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평가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맛있는 제철 음식을 제공하
려는 노력이 식단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평가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식재료를 구매
하는가에 대한 평가
식재료가 주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매일 확인하여
기록하고, 식재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
한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한 평가
급식 시설 및 도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
전점검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평가
최적의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배식 전에
조리된 음식의 맛, 온도, 상태 등을 확인하는지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식품위생과 관련된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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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평가영역ㆍ요소ㆍ지표

평가 평가요
영역 소

평가지표

평가지표 개요

학생들의 상담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학생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 및 분 대상과
실태조사를 하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 대
석
상자를 파악하여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필요
상담계
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가에 대한 평가
획
상담요구에 따라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사이버상
상담전략 수립 담 등 각 상담에 적합한 상담전략을 수립하여 상담
하는가에 대한 평가.
적절한 상담목표를 수립하고 상담 절차를 구조화하
개인상담
여 개인 상담 요구에 맞게 성실하게 상담을 수행하
고 상담일지를 기록, 관리하는가에 대한 평가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
상담수
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흥미있고 다양한 집단상담
학생 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실하게 실시하는가에 대한
지도
평가
사이버 상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하고 사이버
사이버상담 상담을 홍보하며, 사이버 상담에 대한 응답을 즉각
적으로 실시하는가에 대한 평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이버 상담 실시 후 상담에
추 수 지 추수지도
대한 추수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필요할
도
때 즉시 개입하여 상담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평가
활동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
계획 및 홍보 상담실
게 이행하는가에 대한 평가
상담실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담실을 운영하며 학교
운영
맞는 특색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상담실 활
상담실 운영 실정에
동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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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서교사에 대한 평가영역ㆍ요소ㆍ지표

평가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지표 개요
영역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계획을
도서관 이용 학교도서관
편리한 도서관 이용 및 서비스의 질적 개
의 활성화 수립하고,
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평가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예산을 산출하고, 합리
예산의 산출 도서관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가
및 편성 적인
에 대한 평가
이용자의 요구 및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서
및
교수
도서관 -학습 자료 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구입이 이루어지는지와 구입
거래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
운영 구입
어 지는지에 대한 평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에 대
도서관 시설 도서관
한
관리
및 비품관리 대한 평가및 소모품의 조달이 적시에 이루어지는가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협력을
도서관 인적 통해 업무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운영 보조 인력(독
자원관리 서반 학생 또는 학부모 도우미 등)을 체계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학생
대출 및 반납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 관
지도
도서대출 및 도서
리, 도서 도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반납연체
반납
도서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수립 여부를 평가
체계적인 도서 관리를 위해 청구기호의 부여가 적절
자료조직
및
하고, 도서목록데이터의 입력이 정확하고, 레이블의
도서자료
관리
부착 및 반납 도서의 배치 등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
관리
는가에 대한 평가
정기적인 장서점검을 통해 도서목록데이터의 갱신 및
백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와 최적의 장서
장서점검 정기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장서의 폐기 및 제적업무를 규
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도서관 이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법에 대한 교육 (및
및 활용수업 웹정보 검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와 도서관 활
용 수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지를 평가
교육 및 지도
도서자료의 특성 및 학생수준에 적합한 독서법에 따
정보제공
라 독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도서
독서지도
및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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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체크리스트 평가
○ 각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수준을 5 단계 척도로 구분하여 평가.
평

어

판

단

기

준

○ 해당 평가지표에 대해 탁월한 능력 및 지식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
○ 해당 평가지표문항들에 대하여 80% 이상 충족한다.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높다.
우 수 ○
○ 해당 평가지표문항들에 대하여 60~79% 충족한다.
해당 평가 지표의 능력, 지식, 수행 수준 등이 보통이다.
보 통 ○
○ 해당 평가지표문항들에 대하여 40~59% 충족한다.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수행 수준이 미흡하다.
미 흡 ○
○ 해당 평가지표문항들에 대하여 20~39% 충족한다.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과 수행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매우 미흡 ○
○ 해당 평가지표문항들에 대하여 0~19% 충족한다.
○ 평가지표에 포함될 문항의 수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2~5개 정도로 정함.
○ 평가자가 체크하는 단위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중에서 택하여 행한
다.
<지표체크안>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지표문항의 수와 관계없이 내용에 의
거 지표별로 통합ㆍ포괄하여 체크리스트 평가 ⇒ 평가의 편의성 도모
<문항체크안> 평가자가 평가지표 문항별로 각기 체크리스트 평가한 다음, 통계적
으로 이들을 평가지표별로 합산 평균한 다음, 31쪽 의 <C안>과 같은 방법으
로 지표별 평어를 산출하는 방법 ⇒ 평가의 신뢰성ㆍ공정성ㆍ객관성 제고
매우 우수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그렇지 않
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계 척도로 구분하여 정의적ㆍ주관적으로 판단하
여 표기함.
자유반응식 평가 병행
○ 응답자가 자유롭게 표기하는 자유반응식 평가의 경우, 평가 영역ㆍ대상에 대한 구
체적인 장단점을 서술하거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자유롭게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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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대상자
평가 대상
○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
○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포함
○ 유치원 교사 제외
○ 교원능력개발평가(선도학교) 소속 교원 전체
▸ 계약제교사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 결정
▸ 휴직, 파견 등으로 근무 기간이 짧은 교사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선정 기
준 원칙을 준용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 결정
평가 대상자(교사)의 권리와 의무
○ 평가 결과 및 만족도 결과, 자기평가 결과에 의거 자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에는 학교 및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평가관리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
음.
○ 평가관리자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제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자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평가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함.
○ 평가 대상자는 1회 이상 타인 동료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6. 평가 주기 및 시기
평가 주기
○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09.3 교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반영)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 가능
평가 시기
○ 3월 ~ 6월에 걸쳐 평소 관찰로 공정한 동료 평가를 위한 준비
○ 하계 방학 중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실시 여부ㆍ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6월 말 ~ 7월 초에 평가지 및 조사지 응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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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평가, 학생만족도, 학부모만족도 평가 등, 평가 종류별로 시기와 횟수를 달리하
여 실시할 수 있음.

7. 운영체제 및 평가 기구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체제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ㆍ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 수립
관리위원회
▸교장ㆍ교감 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수립
※ 교육감은 초ㆍ중학교의 평가관리를 위해 지역교육청
⇕
별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청과 학교간 연락업무 수행, 관내학교 평가 운영
관리자
지도
⇕
학교장
▸자체 능력개발 조치 시행 및 교육청에 보고
⇕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사 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수립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및 심의
관리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 추천
⇕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실무처리 전담
관리자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목적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평가 전담 기구
○ 성격 : 학교단위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
○ 운영규정 : 학교별로 평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
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
○ 구성 방법 : 다음 예시 중, 학교 실정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
▸ 예1 :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설치
▸ 예2 : 별도의 기구로 설치
○ 위원수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1인 이내로 학교
규모 및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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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의 구성 :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하되, 구성 비율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
정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 위원의 선출 : 교원 위원은 전체 교원 회의에서 추천하고,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추천 ⇒ 학교장은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천된 인사를 교원능
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
※ 교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에 당연 위원으로 참여함.
○ 위원의 임기 : 학사 일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 ~ 익년 2월 말일로 정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음.
○ 위원장 선출 : 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함.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
○ 주요 역할
▸ 교사 능력개발평가 편람 제작, 홍보 및 연수 자료 제작
▸ 교사 능력개발평가 관련 각종 의견 수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간 의견 조율
▸ 평가 결과를 교원에게 개별 통보
▸ 평가 결과 수합ㆍ정리 및 교사 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심의
○ 심의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관리자 추천
▸ 평가 결과에 대한 교원의 소명 자료 심의
▸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자의 임명
○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할 관리자를 임명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 중에서 1~3인 가량을 교
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선정 후 임명
○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평가관리자와 보조원은 성실한 직
무 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 엄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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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 계획 수립
○ 평가 관련 회의, 협의회, 간담회 등의 계획 및 조정
○ 교사 1인에 대한 영역별 적정 평가그룹의 구성 계획
○ 교사능력개발 평가를 위한 수업 참관 관련 업무 추진
○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추진
○ 학교와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 평가자와 평가 대상 교원 간의 의사소통 촉진
○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수합, 정리, 보관, 평가 대상자별 분류ㆍ정리 및 전달
○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식의 제작, 배부
○ 평가 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련 업무 수행
○ 기타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 업무 추진

8. 평가 절차 및 방법
1 교사 평가 절차 흐름도
준

비

실

행

학교 단위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교원(교장, 교감,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

평가관리위원회 평가관리자

결과 처리
및 활용
평가 결과 취합 및 정리

평가결과 통보 및 자기평가
실시, 필요시 소명

임명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

학교단위
평가 시행계획 수립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조사
초1-3학년

자기능력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

학교단위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제출

학교단위
평가 편람 및 연수자료 제작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연수 및 홍보

평가결과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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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일정표(예시)

※ 이 일정(안)을 참고로 하여 각 학교는 학교여건과 학사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담
학교장
평가관리위원회(평가관리자)
교원
월당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
회 구성 준비, 주관부서 및 책
임자 지정
3 ▸기본적인
토대
▸연수 참여
월 로 학부모시행계획을
연수(3월중 학
총회 등 활용) 및
초 부모
교원연수
▸교육과정운영계획서(학교
ㆍ ▸평가관리위원회운영규정
교육계획서) 작성시 평가
중 시안 작성(주관부서)
기본계획 반영
순 ▸운영규정(시안) 학교운영
(주무부장)
위원회 심의요청
▸평가관리위원 임명
▸평가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교원 평가관리위원 추천
▸평가관리위원장 임명
-관리위원 연수, 교원능력개
▸평가관리자 선정 및 임명 발평가 기본방향 결정
학생, 학부모 등 평 ▸관리위원 위촉장 수여 및 ▸동학년 협의회 또는 동
3 ▸교사,
서약서 제출
가
참여자
수렴 실시
(계열)교과협의회에서 의
월 -동학년 의견
견 개진
동(계열)교 ▸평가관리자 추천
말 과협의회또는
개최
※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
-수업참관 범위ㆍ절차ㆍ ▸평가대상자별로 평가자 그룹 그룹 구성
방법 등을 결정
(평가그룹) 편성 완료
4
월
초
ㆍ
중
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학교단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교육 실시
확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담당 부장 : 학년별 연수
▸각종평가지표문항, 평가 절차 ▸동료교사의 구체적인 평가 -학급 담임 : 학급별 연수
공개(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참여 범위, 수업 참관 시기와 ▸평가 대상자의 권리와 의
등)
횟수 결정
무 숙지
▸학생의 교육 만족도 조사 방법 ▸평가편람 제작 (참여자별 ▸공개 수업, 비디오 수업 녹화
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 참여방법 및 유의점, 지표 등다양한수업활동전개
보 실시
등 설명)
▸평소관찰 및 공개 수업 관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방법 ▸참여자 연수ㆍ홍보계획 수립 찰, 비디오 녹화 분석, 수업
사전 안내 및 홍보 실시 ▸교원용 연수, 학생용 교육, 활동 자료 검토 등을 통한
학부모 홍보자료 제작
평가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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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학교장
평가관리위원회(평가관리자)
교원
월당
▸관찰 평가 활동 계속 전개
6월 ▸동료교사 평가 실시 안내
▸학생만족도 조사방법에 대
초 한 교육 실시
까
만족도 조사 방법
지 ▸학부모
에 대한 안내 실시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 ▸OMR카드 또는 수기로 만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 족도 조사를 실시할 경우
경영 만족도 조사(초 1-3학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년 학부모 대상)
가 이루어지도록 교차
▸동료교원에 의한 상호평가 입실
-평가표를 회수용 봉투와 함 ▸설문 결과를 회수하여 봉한
께 배부
후 평가관리자에게 전달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
교생활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자에
게 제출
-평가
방법은
학교
실정에
맞는
6
가장 효율적인 방안 강구(수기,
월
OMR 카드,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평가 등)
중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방법은 학
ㆍ
부모 회의를 통한 설문조사, ▸학부모의 설문 조사 결과
하
응답지 우편 발송, 응답지 밀 를 취합하여 평가관리자
순
봉 전달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에게 제출
방법으로 실시
-교원, 학생, 학부모의 평가표
및 만족도 조사 자료를 평
가 대상자별로 분류
-체크리스트 및 자유반응식
(서술형) 평가를 통계 처리하여
평가 대상자별, 과목별, 학년별,
응답반응별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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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월
7
월
초
7
월
중
ㆍ
하
순

학교장

평가관리위원회(관리자)
교원
▸평가 대상자별, 학년별, 응답반
응별로 정리된 자료를 해당자
및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준용)
▸각 평가 영역별로 평가자들
의 견해와 비교하여 자기
평가 실시
▸자신의 교육활동 노력에 비
해 왜곡된 결과는 입증자료
를 첨부하여 교원능력개발
▸연수신청자를 직무연수
평가 관리위원회에 소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자기능력개발계획서(연수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비용
희망서) 작성 제출
지급
▸평가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
▸교내 자율 장학 지원 및 필
분에 대한 직무연수 신청
요시 교육청에 지원 요청
▸수업 개선 및 능력 개발
계획을 적극실천(이후계속)

▸교육감(장)에게 단위학교 ▸학교단위 교원능력개발평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된
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 보고 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전개
10 및 학교 차원의 전문성 신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포함 ▸전문성 신장 노력 중간 점검
월 장 지원에 활용
▸학교장에게 종합보고서 제출 ▸동계방학 중 능력개발을 위
능력개발 지원 실적
초 ▸교사
한 연수 등 신청
중간점검
▸각종평가결과물(평가지, ▸당해 연도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능력개발 실적 관련 자기 점
조사지, 각종 통계자료, 따라 교사능력개발평가 관련 검 실시
종합보고서 등)의 원자 규정의 정비, 관리위원 ▸다음 학년도 실천계획 수립
료를 보존 기한에 맞게 연수 등 다음 연도 교원 및 지원 요청
평가 사전 준비
2 보관
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능력개발지원계획
수립(예산 반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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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준비

❶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규정 제정
❏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준비를 위한 주관 업무 부서와 책임
자를 지정함.
❏ 주관 업무 부서에서는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규
정(시안)을 작성함.
※ <서식 1-12>『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규정안(예시)』참고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시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함.
❏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결정된 후, 동 규정에 의거하
여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함.
❷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 협의회 개최
❏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면, 학교장은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함.(회의명, 일시,
장소, 심의안건 개별 통지)
❏ 회의자료, 위촉장, 서약서, 관리위원 연수 자료 등을 준비함.
※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용 연수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함.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이 개발ㆍ보급한 자료를 재구성)
❏ 제1차 협의회에서는 평가관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 상견례, 경과설명,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계획 안내 등을 실시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위원은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 엄
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관리위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
❏ 연수는 워크숍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되,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개요 설명
→ 질의ㆍ응답 → 협의ㆍ토론 →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기본 방침 잠정 합의 등의
순서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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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평가관리위원회 관리자 임명 및 역할
❏ 평가관리자 임명 : 평가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동 위원회의 교원 위원을 포함한
교원 중에서 학교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1~3인을 선정하여 임명함
❏ 평가관리자 역할 :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명부 작성 및 평가를 실시하며, 아울러
교장ㆍ교감 능력개발평가를 수행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수합ㆍ정리하고 개인별 최종평가 결과를 작성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안)를 작성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함.
❏ 전담부서 설치 :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전담 부
서를 설치함.
❹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수립
❏ 평가관리위원회 연수 및 협의 등을 통해 잠정 결정된 기본 방침을 토대로 평가대
상, 평가내용 등 평가시행의 기본 방향을 수립
❏ 동학년ㆍ동교과(동계열) 협의회, 학부모회, 전교 학생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학
교 실정에 맞는 방법을 활용한 관련자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지표 및 조사지표문
항 선정, 수업참관 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수립
❏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에는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기본 방향, 평가 절차 및 일
정, 평가 대상 확정, 평가그룹 구성, 평가 추진을 위한 업무 분담 등을 포함
❏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
함.
평가그룹의 구성

평가그룹 구성
▸ 수업지도나 학생지도 영역에 대하여 관찰ㆍ이해의 가능성이 높은 동일한 교과,
동일한 학년에 속하는 교사들이 평가그룹을 이루어 상호 평가함이 가장 적절할
것임.
▸ 필요시, 학력ㆍ경력 등에서 조력 가능 교사, 인접한 근무 교사 등을 요청하여 피
평가자에 대한 평가그룹을 구성할 수 있음.
❏ 평가그룹 구성의 실제
▸ <사례 1>과 같이 중등의 경우, 수업지도 영역과 학생지도 영역을 구분하여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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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룹 구성 가능 (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지를 제작하고 영역별 평가그룹에게
배포)
▸ 피평가자(평가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동교과나 동학년 담임이 아닌 교사도 평
가자로 참여 가능
▸ 평가자의 수는 영역별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영역별로 또는 평가대상별로 동수
일 필요는 없음.
평가대상 평가 영역
구분 (피평가자)
평가자 (평가그룹)
박○○
동교과
유○○
동교과
수업지도
최○○
동교과
천○○
연구부장
<사례 1>
조○○
교감
※ 중등의 김○○
김○○
동학년담임
경우
류○○
동학년담임
학생지도
이○○
동학년담임
구○○
교장
조○○
생활지도부장
❺ 평가 편람 및 연수 자료 제작
❏ 최종 확정된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 방안에 의거하여 평가 편람을 제작
❏ 평가 편람 및 연수 자료는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ㆍ보급한 모형을
최대한 활용하되,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재구성하여 사용하도록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편람의 내용을 요약하여 교원용 연수 자료, 학생용 교육 자료
를 제작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평가 편람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교원능력개발평가 편람에 포함될 주요 내용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기본 방향 :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목적 등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 제도 및 절차 : 평가관리기구 및 구성, 평가대상, 평가자의
선정 및 연수, 평가지표문항 및 만족도 조사지표문항, 평가 시기 및 기간, 평가 절
차, 결과 처리, 평가 지원 체제 등
▸교사 자기 평가 : 자기 평가의 목적, 절차, 방법, 관련 양식 등
▸평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수업 참관, 면담, 문서 수집 등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
기록 방법, 자료의 공유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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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처리 : 지표문항별 양적 판단 및 서술형 판단의 기록 방법과 유의 사항 등
▸결과 활용 : 타인에 의한 평가 결과와 자기 평가 결과의 비교 요령, 평가 결과를 반
영한 수업 활동 개선 계획 수립 요령 등
※ 단위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장ㆍ교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음.
❻ 연수 및 홍보
학교장 주관으로 연수 자료를 활용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함
❏ 교원에 대한 연수
▸ 연수 전에 평가 계획 및 평가 편람을 배부하여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특히, 평가 요소 및 지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엄정한 평가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다.
▸ 평가 시행 방안 및 연수 자료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하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연수 계획에 반영한다.
❏ 학생에 대한 홍보
▸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담임교사 등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평가의 중요성과 평가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학교ㆍ학급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안내한다.
▸ 학생용 만족도 조사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학부모총회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용 연수 자료를 배부하고 교사 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 불참한 학부모에게는 학교 홈페이지 자료 게재, 가정통신문, SMS 등을 통해 평
가 계획 등을 자세히 알린다.
▸ 학부모용 조사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 학부모 연수는 되도록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학부모총회 시
에 실시 (3월 중 및 설문조사 실시 직전)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담임과의 학부모 시간 예약 상담제’ 정례화(학부모단체 의
견)
4 평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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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교원 (교장ㆍ교감ㆍ동료교사)에 의한 평가
1 단계
동교과 협의회

평가자는 평가 대상 교사, 평가 영역,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요소 및 지표 내용을 확인하고, 동료 교원 평가표 작성 방법을
─
숙지하며, 수업 참관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회를 실시하고 평가
일정을 확인한다.

⇩
2 단계
평가
⇩
3 단계
평가표 제출

평가자는 수업참관, 수업 활동 자료 검토, 평소관찰 등을 바탕으로
─ 평가표를 작성한다. (학교실정에 맞게 OMR 카드, 온라인 조사 등
을 활용).
─ 평가자는 작성한 평가표를 봉한 후, 평가관리자에게 제출한다.

교사능력개발평가에 앞서 평가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교원에 의한 평가방법과
절차, 평가 시 유의사항, 수업 참관 시기 및 방법, 평가지표문항 내용 등에 대한
숙지를 위해 협의회를 실시함.
❏ 협의회는 동학년(초등), 동교과(중등) 교사를 중심으로 개최하되, 가급적 교장ㆍ교
감 또는 평가관리자가 참석하도록 함.
▸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직원회의, 교직원 연수 시간을 활용하여 협의회 실시 가능
❏ 교사 1인에 대한 평가그룹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동교과, 동학년, 동
계열 교사 등)와 교장ㆍ교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함.
❏ 평가 방법은 평소 관찰 및 공개 수업 관찰, 비디오 수업녹화 분석, 수업활동자료
(포트폴리오)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동료교사의 구체적인 참여 범위, 수업 참관 시기와 횟수 등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정함.
▸ 소규모 학교 등에서는 평가 참여자가 평가가 가능한 지표 문항을 발굴하여 전체
교사가 상호 평가하거나, 학년별로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안 등 평가관리위원회
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함.
❏ 기존의 교내 자율 장학(연구 수업, 수업 공개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평
가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수업을 교사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수업 참관
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수업 참관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참관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함.
▸ 단, 평가자와 수업 담당 교사 간에 사전 협의하여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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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일제 참관 수업공개, 부분참관 수업공개, 개별참관 수업공개 등 학
교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 평가 실시 전에 평가관리자가 평가표를 회수용 봉투와 함께 배부하고, 연중에 평
가한 결과를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평가관리자가 취합함.
❏ On line 응답 평가시에는 평가를 위한 접속 시기ㆍ방법 등을 안내함.
❷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
1 단계
─ 평가관리위원회에서 평가 지표 선정, 시기 및 추진 방법 등을 정한다.
조사 전 협의회
⇩
학생들에게 평가지표문항, 평가시기 등을 예고하고, 올바른 만족도
2 단계
─
조사예고 및 홍보
조사 태도를 홍보한다. (시청각 자료 등 활용)
⇩
3 단계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제작된 설문지에 응답한
─
만족도 조사
다(학교실정에 맞게 OMR 카드, 온라인 조사 등을 활용)
⇩
4 단계
학생들은 자신이 작성한 만족도 설문 응답지를 평가관리자에게 제
─
만족도 조사
출한다. (조사 담당 교사가 취합하여 제출)
응답지 제출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묻는 조사
지를 활용하여 실시함.
※ 학생의 만족도 조사지는 서식을 활용하되, 세부 지표는 ‘Ⅲ. 동료평가 문항 및
만족도 조사문항 예시안’ 참고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학년에 따른 학생의 이해 수준 및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 활용
❏ 평가 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기, OMR 카드, 홈페이
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함.
❏ 응답결과 수합ㆍ정리 등 평가업무의 효율성, 공정성, 비밀보장 등을 고려하여 홈
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평가 적극 권장
❏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수업 결손 및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되, 학교 실정
에 따라 연 1회(6월경) 또는 연2회(6월, 11월경) 실시함.
☞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로서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일제 조사를 지양함.
❏ OMR 또는 수기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교사가 입실하여 자신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학년 또는 학급을 교차 입실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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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함.
☞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교사가 안내하고
퇴실한 후에 실시할 수 있음.
❏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교사는 학생이 작성하여 봉한 설문 결과(조사지 또는
OMR 카드)를 회수하여 평가관리자에게 전달함.
❸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경영 만족도 조사 ( 초1~3학년 학부모 대상 )
1 단계
조사 전 위원회

─

평가관리위원회에서 평가 요소 선정, 참여 학부모의 규모, 시기
및 추진 방법 등을 정한다.

⇩
2 단계
조사예고 및 홍보

초1~3학년 학부모들에게 조사지표문항, 조사시기 등을 예고
─ 하고, 올바른 만족도 조사 참여방법을 홍보한다(가정통신, 홈
페이지 등 적극 활용).

⇩
3 단계
만족도 조사

초1~3학년 학부모들이 자녀 담임교사의 학급경영에 대한
─ 만족도를 중심으로 제작된 설문지(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응
답한다.

⇩
4 단계
만족도 조사
응답지 제출

학부모들은 자신이 작성한 만족도 설문 응답지를 밀봉하여 평가관
─ 리자에게 제출한다. (온라인 조사 등 학교 실정에 맞은 방법 자
율 결정)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경우, 담
임의 학급 경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방법은 6월 중 설문조사, 응답지 우편발송, 응답지 밀봉 전
달 등 창의적으로 실시하되, 결과처리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
기, OMR카드, 홈페이지 활용 등 학교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함.
❏ On line 응답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를 학교 컴퓨터실로 초빙하
여 학교 홍보를 한 후, 접속 방법, 응답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할 수 있음.
❏ 학부모만족도 조사지의 회수는 담임의 경영에 대한 것인 만큼 가능한 학급 전체
학부모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되, 강제적인 회수의 경우에는 결과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함.
❏

❹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 수업지도ㆍ학생지도⇒교사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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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지표 선정, 참여 학부모의
1 단계
─
조사 전 협의회
규모, 시기 및 추진 방법 등을 정한다.
⇩
학부모들에게 조사지표문항, 조사시기 등을 예고하고, 올바른 만족도
2 단계
─
조사예고 및 홍보
조사 참여방법을 홍보한다. (가정통신, 홈페이지 등 적극 활용)
⇩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제작된 설문
3 단계
─
만족도 조사
지(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응답한다.
⇩
학부모들은 자신이 작성한 만족도 설문 응답지를 밀봉하여 평가관리자
4 단계
만족도 조사
응답지 제출

─ 에게 제출한다. (온라인 조사 등 학교 실정에 맞은 방법 자율 결
정)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는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사들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임.
❏ 학교 평가관리자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방법과 학부모용 만족도 조사지를
활용하여 대상 학부모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기, OMR 카드, 홈페이지 활
용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함.
❏ 만족도 조사 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가급적
학기말, 학년말에 실시하도록 함.
❏ 학부모는 설문 결과(조사지 또는 OMR 카드)를 작성하여 봉한 후 평가관리자에
게 제출하고, 평가관리자는 만족도 응답지를 취합ㆍ분류ㆍ정리하여 해당 교사에
게 전달함.
❏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할 수 있
도록 학부모 회의 등을 통한 학교 홍보 실시 후, 조사설문지 배포
❏ 학부모만족도 조사지의 회수율은 50%이상으로 가급적 회수율을 높이되, 강제적
인 회수의 경우에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적
정한 회수율을 정하여 실시함.
❏

5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❶ 평가 결과 취합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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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 설문지, OMR 카드 등 원자료는 평가관리자가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최
종적으로 취합하되, 취합 방법은 학교별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함.
※ 평가자 또는 응답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되, 참여현황을 파악하기 위
한 참여집단, 학년 , 반 등 최소 정보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관리자는 교원(교장ㆍ교감ㆍ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제출한 평가표 및 만
족도 조사 자료를 평가 대상자별로 분류함.
❏ 체크리스트 평가(조사) 결과 처리
평가 대상자별로 평가ㆍ조사 지표문항별 응답자 반응분포 통계
학교 전체의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현황 파악
- 과목별 응답자 반응분포
- 학년별 응답자 반응 분포
- 응답 반응별 교사분포 등에 대해 빈도 백분율로 통계 처리
❏

응답결과 처리 방법

단위 학교에서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3가지 중에 택 1하여 결과 처리
<A안> 응답반응분포 산출
다음 사례와 같이 지표별로 체크리스트 평가(조사) 결과를 처리하여 개인 통보

평가지표문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A안> <B안> <C안>
전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그렇지
구 조사지표문항 그렇다.
않다. 않다.
계
계
계
분
반응분포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 % 응답수 % 응답수 환산 응답수 평어
수
수
수
수
수
평가지표
1 수업의 전개 128 60.09 59 27.70 21 9.86 3 1.41 2 0.94 213 100% 213 94.46 213 우 수
잘해 56 34.15 62 37.80 24 14.63 17 10.37 5 3.05 164 100% 164 88.97 164 보 통
2 칭찬을
주신다.

<B안> 환산점 처리 ⇒ 평가 결과의 정밀성, 결과 파악의 직관성, 집계의 정확성
다음 수식에 따라 응답반응을 10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처리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두자리까지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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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문항 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조사 지표
문항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배 점
100
90
80
70
60

획득 백분율(예시)
예시 1
예시 2
60.09%
34.15%
27.70%
37.80%
9.86%
14.63%
1.41%
10.37%
0.94%
3.05%

☞ (예시 1)의 환산법 ; 100점×60.09% +90점×27.70% + 80점×9.86% + 70점
×1.41% + 60점×0.94% = 94.46%
☞ (예시 2)의 환산법 ; 100점×34.15% +90점×37.80% + 80점×14.63% + 70점
×10.37% + 60점×3.05% = 88.97%
<C안> 환산 평어 처리 ⇒ 평가 결과의 대외적 보안성, 집계의 편의성 도모
<B안>에서 도출된 환산점을 다음과 같이 평어로 변환기록하여 개인 통보
환산점
92 이상
84이상 ~ 92미만
76이상 ~ 84미만
68이상 ~ 76미만
60이상 ~ 68미만

평가지표 결과 평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조사지표 결과 평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유반응식(서술형) 반응은 평가 대상자별로 평가관리자가 종합하되, 모든 서술
반응을 그대로 누가하여 정리하거나 학교 규모 및 실정에 따라 중복된 서술 반
응 내용을 4~6개의 요소로 유목화하여 종합 정리함.
※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른 학교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과목별, 학년별로 빈도
가 높은 서술 내용을 4~6개의 요소로 종합하여 정리함.
❏ 교사능력개발평가 결과의 원자료는 평가관리자가 보관하고, 평가자의 인적 사항
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함.
▸ 원자료는 평가 실시 익년도 말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폐기
여부 결정
❏ 체크리스트 및 자유반응식(서술형) 평가(조사) 결과를 평가 대상자별, 과목별, 학
년별, 응답반응별로 종합 정리한 자료는 평가대상자, 학교장 및 보관용으로 각 1
부씩 작성함.
❏

❷ 평가결과 통보(개인 및 학교장)
❏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대상자별, 과목별, 학년별, 응답반응별로 정리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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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및 학교장에게 각각 1부씩 통보함.
❏ 통보방식은 온라인 본인 한정 열람, 우편 발송, 이메일 전송 등 학교실정에 맞는
방식을 강구하되, 타인이 알 수 없도록 보안 유지
▸ 개인별 최종 평가 결과는 평가관리위원회 밖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준용
❏ On line 방식의 통계 처리시 가능한 통계 결과를 그래프로 처리하여 가독편의성
을 도모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별 환산점, 학교평균, 동교과, 동학년 평균
등을 같이 표기하여 자신의 평정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
❸ 자기평가 및 소명
1 단계
통보자료 검토
⇩
2 단계
성찰 및 자기평가

─

자신에게 통보된 교원에 의한 평가결과,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만
족도 조사 결과 등을 있는 그대로 검토한다.
평가자(응답자)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활동 및 학

─

생지도 활동을 성찰하면서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자신의 수업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
평가자(응답자)들의 평가 결과가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필요시)
평가결과 소명

─

현저히 왜곡되어 나타났을 경우, 본인의 수업활동 및 능력개발 노
력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
회에 소명할 수 있다.

⇩
3 단계
종합 평가 및
개선 계획 수립

자기평가 결과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 활동에
─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교사는 각 평가 영역별로 자신의 평가 견해를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의 평가 견
해와 비교하여 종합 의견을 기술하고, 향후 개선 계획 및 수업 개선을 위해 필요
한 지원 요청 사항을 포함한 『자기능력개발계획서(연수희망서)』를 작성하여 제
출함.
❏ 교사는 자신의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내에 평가 결과가 현저히 왜곡되
어 나타났다고 판단 될 경우, 본인의 수업활동 및 능력개발 노력을 입증하는 관
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음.
❏

❹ 자기능력개발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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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수업 개선 및 능력 개발 계획을 담은『자기능력개발계획서(연수희망서 포
함)』를 수립ㆍ제출하고 적극 실천(<서식 1-11> 예시 참고)
❏ 교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직무연수를 신청
❏

❺ 학교장, 교육청의 능력개발지원
❏ 학교장 또는 교육감은 연수신청자를 직무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프로그램
정보제공, 비용지급 등 필요한 조치 적극 시행
❏ 학교장은 제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교내 자율 장학을 지원
하고, 연수 희망 교사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함.
❏ 개인별 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해당 학교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소속 교원에
게 공개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자료 및 학교단위
연수계획 수립 등에 활용
❏ 교육청은 연수 수요 파악 및 연수 계획 수립에 평가 결과를 참고하고, 교사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함.
❏ 당해연도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위원회와 평가관리자는 교사능력개
발평가 관련 규정의 정비, 평가관리위원 연수 준비 등 다음 연도 교사 평가가 차
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교사에 대하여 연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보존 기한

▸ 평가관리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보관 책임자에게 평가자료 일체를 보관 박스에
밀봉하여 인수ㆍ인계함
▸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평가 관련 자료(조사지, OMR 카드지 등의 원자료) : 1년
☞ 예시 : 2009년 평가는 2011년 1월 폐기
▸ 교사별 평가 결과물(개인별 각종 통계 자료, 종합보고서 등) : 5년 이상
▸ 개인별 최종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준용
6 학교단위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 작성ㆍ제출

○ 평가관리자는 과목별, 학년별, 응답반응별로 정리된 자료와 교사별 평가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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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능력개발계획서(연수희망서)』등을 종합하여 학교단위 교원능력개발평가 종
합보고서(안)를 작성
※ 종합보고서 작성 시 개개인의 평가 결과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학교와 교
육청 단위에서의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자세히 구성
함.
○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사의 능력 개발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교원능력개발평
가 종합보고서(안)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출함.
○ 학교장은 교육감(장)에게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를 첨부하여, 교원
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보고함.
○ 단위학교 종합보고서 통계처리시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되, 비교과 교사의 평가결과
서(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1부, 자기능력개발계획서 1부를 봉인하여 종합
보고서와 별도로 교육청에 제출함.
☞ 학교단위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예시)
▸ 평가계획 및 실행 내용
∙
▸ 능력개발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결과
▸ 능력개발평가의 전반적인 경향 ; 학부모, 학생, 동료교원의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당해학교 교원의 장ㆍ단점 등
▸ 자율적인 직무연수 희망교원 등 연수 수요, 연수 희망 분야
▸ 내년도 학교자체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컨설팅, 연수 활동계획 및 소요예산
▸ 교육청 건의사항 ; 연수수요에 따른 개설요망 프로그램, 소속교원 직무연수를 위한
교육청 예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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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교육 추진 방향과 과제
박 준 성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Ⅰ

.

다문화교육 추진 배경

최근 몇 년간 다문화가정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는 현재
5,729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학생수의
0.31%에 불과한 숫자이지만 전년도보다 1,422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며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학생들 처럼 학교와 가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적
응하고 있지만, 일부 20%정도의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학생들, 그리고 어린 시절
부터 한국어 습득 환경에 온전히 노출되지 못한 학생들은 부적응의 문제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습 부진의 상태이며 다
른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생활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를 당하
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자아 정체성 혼란도 함께 겪
고 있다. 특히 일반 학생들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Ⅱ.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1.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은 과거에 ‘혼혈아’ 또는 ‘온누리안,’ ‘코시안’ 등으로 불렸던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교육소외 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통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2006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가정 자녀현
황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문화가정’을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
정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서 태어난 아이 또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근로
자가정 자녀’는 외국인근로자 남·녀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또는 본국에서 결
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한 가정의 아이를 일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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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2009년 4월 현재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는 초 중 고 전체 학생의
0.31%에 해당하는 총 5,72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2008년도 4,307명보다 1,422명이
증가한 것이다. 구성 형태별로 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5,34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468명이 증가하여 5,346명인 반면,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전년도 429명 보다 약간 줄어든
383명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근로자가정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이유는 신분불안
으로 현황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법무부 사회통합 정책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가정의
학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생이 4,518명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생이 822명으로 14.3%, 고등학생이 389명으로 6.8%를 차
지하고 있다. <표1>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표1> 연도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국제결혼가정 ①
외국인가정 ②
다문화가정 ① ② 전체
연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총계 학생
대비
(

)

(

)

(

+

)

2009

4,262

725

359

5,346

256*

97*

30

383*

4,518

822

389

5,729

0.31%

2008

3,091

576

211

3,878

292

112

25

429

3,383

688

236

4,307

0.23%

2007

2,283

460

127

2,870

204

97

11

312

2,487

557

138

3,182

0.17%

출신국별 현황을 보면, 국제결혼가정의 부(또는 모)가 일본인이 2,355명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15.3%, 중국 12.8%, 조선족 9%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정의 경우는 몽골 출신이 128(33.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과 조선족이 각각 11.7%, 일본(6.5%)과 남부아시아(5.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는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의 주요 출신국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2>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의 주요 출신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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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일 본
필리핀
중 국
조선족
몽 골

1
2
3
4
5

베트남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6
8
10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비율

외국인가정
학생수 비율

다문화가정 계
학생수 비율
(

비고

)

2,355

44.1

25

6.5

2,380

41.5

819

15.3

18

4.7

837

14.6

682

12.8

45

11.7

727

12.7

481

9.0

45

11.7

526

9.2

99

1.9

128

33.4

227

4.0

196

3.7

1

0.3

197

3.4

101

1.9

21

5.5

122

2.1

66

1.2

19

5.0

85

1.5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역별 재학 상황은 안산이 53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구리남
양주 지역(520명), 부천지역(421명) 순이며, 지역 전체 학생수 대비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생수를 보면 가평지역이 전체 7,679명의 학생 중 310명(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표3>은 주요 지역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수를 나타낸 것이다.
연번
1
2
3
4
5
6

<표3> 지역별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수(주요 지역)
지역
전체학생수 다문화가정학생수 비율
안산
구리남양주
부천
가평
이천
포천

순위
비율

(

)

131,536

530

0.40

1

113,784

520

0.46

2

137,907

421

0.31

3

7,679

310

4.04

(1)

33,108

297

0.90

(2)

22,960

171

0.74

(3)

Ⅲ. 다문화교육 추진 방향
다문화교육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국가는 물론 세계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
해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므로, 인류의 보편적 문화가치를 추구하고 세계 가치와 문화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발전하여 왔다.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문화교육은 미
국이나 캐나다처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만 필요한 것’이라는 오해를 갖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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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인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나 교육 자료의 개발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나라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교류는 물론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다
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나 종교, 정치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맞았다.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다문화가
정의 자녀를 교육소외 계층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적응력
을 향상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정상
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학습 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한
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 해소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둘째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삶의 방식인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는 일이다. 내가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중한 존재이고, 우
리 문화가 귀한 것이라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문화도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소수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을 극복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의 태도를 기르고 문화적 편견이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주는 일이 세계화 시대의 생존 방식임을 지도해야 할 것이
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2008년도 사업추진 내용 분석 결과
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
였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단위
학교 및 지역중심의 다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을
증진하며,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단위학교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다문화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2009학년도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Ⅳ.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1.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 지원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자
녀와 교사의 1:1 결연제와 다문화가정 멘토링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방문상담 교육 주
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인근로자 자녀만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사 결연제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도를
목적으로 초․중․고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생 중 학교 및 사회생활 부적응이 심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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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학력 부진 학생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결연교사가 상담 및 학습지도 중심의 활동
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정 멘토링은 한국가정 자녀 및 학부모(멘토)가 학교 및 사회 부적응 정도가
심한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멘티)를 대상으로 가정학습 및 지역생활 멘토링를 실시
하고, 각종 문화체험 및 주말체험학습 등을 함께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생활
적응을 돕는 동시에 한국가정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단위학교별 연 2회 다문화가정 방문상담 주간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담임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 고충을 상담하고 학교 교육
활동을 안내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
로 기초학습 부진아 책임지도를 실시하고, 방과후학교 한국어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
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자유수강권을 지급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
층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지원 활동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지구촌 가족 만들기 및 외
국인근로자 자녀 학부모 온누리 배움터 운영 등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부
모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재학 학급의 학생과 의형제 맺기,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와 외국인근로
자 자녀의 멘토링 결연, 보람교사를 활용한 한국어반 운영, 외국인근로자 초청 다문화 체
험교실 운영, 외국인근로자 자녀 모국어 자랑 발표회 등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및 학부모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 외국인근로자 특별학급 운영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교육
권 보장과 한국 내 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 시화초등
학교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해오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원곡초등학
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외
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은 학급당 15명 이내로 편성하여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로 운영
하고 있으며, 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지도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교육활동은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의 언어 적응, 생활 적응, 교과 적응
및 한국의 문화 및 생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별학급 지도교사에게는 승진 가산
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3. 오색 다문화공동체 학교 운영 지원

오색다문화공동체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생활 적응력 및 자아정체감을 향상
시키며, 일반 학생 및 학부모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및 타 문화 존중의식을 제고하기위하
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학교 다문화교육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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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다문화공동체’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담임교사, 일반학생, 다문화가정 부모,
일반학생 부모 등 5명의 교육주체로 구성되며, 교육 주체간 상호 멘토링 및 가정 방문,
주말 현장 체험학습 및 유적지 탐방, 축제 및 봉사활동 함께 하기를 통하여 '관용'과 '상
호 존중'의식을 키워가고 '다름'이 살아있는 '하나'된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도에 15개 학교 75개 공동체를 시범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는 91개 학교의 479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총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는 물론 일반학생 및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
대와 문화적 편견 극복을 위하여 다문화 체험주간 운영 및 다문화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
시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다문화 체험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다
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학생에게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특히 다문화 체험 수기
쓰기는 공모를 통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우수작을 엄선하여 ‘다문화체험 수기 모음집’을
발간 배포하여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증대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4. 교육과정 중심의 다문화교육 지원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2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발표하면서 ‘관련교과(사
회, 도덕 등) 및 개정 교육과정에 타문화 이해·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표
를 반영’하고 2009년도부터 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보급하기로 하여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08년 2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을 개정고시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기회 마련 및 관련교과와 재량활동 범교과학습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단위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
고별 다문화교육 자료「다른빛깔 다른무늬 아름다운 교실」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
하였다. 학교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이다. 현재 다문화교육이 일
선 학교에 도입되는 초기단계로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실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극소수
에 불과하지만, 향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운
영될 것으로 기대하여, 교육청에서도 교육과정 속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요소 추출하여
학교급별 다양한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5. 다문화교육 핵심교원 양성 연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과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 지도능력 및 소양 함양과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8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다문화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60시간 집중
과정으로 운영하여 640명의 교사가 연수를 이수하였다. 2009학년도에도 초 중 고 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60시간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단위학교 관리자(110명)를 대상으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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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직무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 및 관리자 직무연수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
서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사회통합
차원의 다문화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6.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 방안 마련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원 영덕중학교를 비롯하여
총 6개 학교를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관련 당면과제 해결방
안을 제시하여 일반화하는 등 향후 모든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의 일반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7. 다문화교육센터 지정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다문화교육센터를 2
기관(경기대, 신흥대)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다문화교육 인프라를 활용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한국적응 지원 프로그램(My Friend Asia) 등 총 18개의 공모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Ⅴ. 다문화교육 추진시 유의점
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일선학교에 안내되어 학교차원의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
과 지역사회 요구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한다. 다문화교육 추진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에 근거하여
구성 형태별(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가정), 거주 지역별(도시지역 및 농어촌 지
역), 부모의 출신 국가별, 성별 등 다양한 차이점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실질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대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문제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 만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제고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60시간 직무연수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전체 교원 수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문화교육이 특정 민족, 인종, 종교의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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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원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모든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때 다문화교육은 학교현장의 모든 교사가 담당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추진 시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거부감이나 역
차별의 감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 활동 과정에
서 수혜 대상자가 드러나게 되어 거부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일반 학생과
의 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혜자가 원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가 강요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
녀는 모두 교육소외 혹은 저소득 계층으로 낙인 됨으로써 개인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폐단을 차단해야 한다. 일반가정 학생에게 역차별의 감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단지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상황적
으로 더 어려운 한국가정 학생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의 감정을 경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은 다양
한 인종, 사회계층, 지역적 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상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초
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부록1>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부록2> 지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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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2009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Ⅰ

현황 및 분석

□ 추진근거
◦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방안 (잠재인력정책과-3109, 2008.11.19)
◦ 2008 다문화교육 기본계획(2008.2)
□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09.4월 현재)
◦ 학생 현황 5,729명 (국제결혼가정 자녀 5,346명, 외국인가정 자녀 383명)
◦ 연도별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수 증가현황
외국인가정
다문화가정 계 전체학 전년대비
연도 초 국제결혼가정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총계 생대비 증가율
(

)

2009

4,262

725

359

5,346

256*

97*

30

383*

4,518

822

389

5,729

0.31%

133%

2008

3,091

576

211

3,878

292

112

25

429

3,383

688

236

4,307

0.23%

135%

2007

2,283

460

127

2,870

204

97

11

312

2,487

557

138

3,182

0.17%

154%

2006

1,454

338

60

1,852

168

42

7

217

1,622

380

67

2,069

0.11%

140%

◦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주요 출신국별 현황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순위 국가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1
2
3
4
5
6
8
10

일 본
필리핀
중 국
조선족
몽 골

베트남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다문화가정 계
학생수 비율
(

)

2,355

44.1

25

6.5

2,380

41.5

819

15.3

18

4.7

837

14.6

682

12.8

45

11.7

727

12.7

481

9.0

45

11.7

526

9.2

99

1.9

128

33.4

227

4.0

196

3.7

1

0.3

197

3.4

101

1.9

21

5.5

122

2.1

66

1.2

19

5.0

8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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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08 추진성과 및 환경 분석
◦ 추진실적 및 성과
- 2008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2008.2)
- 다문화교육 역량 결집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위원 15명,1회)
․다문화교육 지원 TUS 조직․운영(5부서, 25지역청)
․다문화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10기관)
-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교육격차 완화
․다문화교육센터 지정․운영(1기관, 7개사업)
․다문화가정 자녀-교사 결연제 운영(1,192교 4,307명)
․다문화가정 멘토링제 운영(4,307가정)
․오색다문화공동체 운영(15교, 75개 공동체)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 운영(100교) ※ 경기도협력사업
․다문화 체험 주간 운영(25개청 주관 연간 2회)
․다문화 체험 수기 공모(1회, 40편 우수작표창)
․다문화 체험 수기집 제작 보급(5,000부)
-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7교)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보급(5종 2,500부)
․다문화교육 핵심교원 양성 연수(60시간, 교사 600명)
◦ 다문화교육 환경 분석
Ÿ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Ÿ 다문화교육 실태 분석 및 연구자료 축적
Ÿ 다문화교육 정책방향 수립
강점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긍정적 인식 부족 Ÿ
다문화교육 전담 부서 및 인력 부족 Ÿ

약점

교사 다문화교육 역량 부족 Ÿ

위협
기회
정부차원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Ÿ
Ÿ 다문화가정의 급속 증가
다문화가정 학생위주의 지원으로 Ÿ
Ÿ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감수성 제고 미흡 .
Ÿ 정부 및 지자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증가
다문화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미확립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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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방향

□ 정책방향
비전

다문화사회 구현 · 글로벌 인재 육성

목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증진
단위학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추진
전략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단위학교 및 지역 중심 다문화 체험 기회 확대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

일반학생 다문화 이해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
•
•
•
•
•

결연제 및 멘토링 운영
다문화가정 방문상담
오색다문화공동체 학교 운영
정체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및 기초학습 향상 지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
•
•
•
•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체험 주간 운영
다문화체험수기 공모전 실시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보급
다문화교육 홍보 캠페인 실시
다문화축제 및 봉사활동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
•
•
•
•
•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
다문화교육 센터 지정 운영
다문화교육 핵심교원 양성
다문화이해제고 교원연수
다문화공동체 담당자 워크숍

현황 ·요구 •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4,307명 (국제결혼가정자녀 3,878명, 외국인근로자 자녀 429명)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요구

□ 추진체계
경기도다문화교육센
•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교육 자료 보급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보급
• 지역 및 학교 다문화교육
사업분석 및 컨설팅

단위
위 학
학교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역량
역량 강화
강화
경기도교육청

협력단체
• 경기도청 다문화관련 사업지원
• 대학 및 지자체 협력 지원
• 지역별다문화가정지원(행재정)
• 봉사활동기관 제공
• 다문화 축제 등 체험행사 제공

•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 운영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다문화교육 지원
• 다문화관련 기관간 연계 협력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지정 운영
․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 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 중앙다문화교육 센터 개발 프로그램 활용
• 의회 및 언론기관 정책 제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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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추진계획

다문화교육 역량 결집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1-1.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운영
◦ 목적 :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추진 지원 및 유관기관(단체) 협조 체제 구축
◦ 구성 : 위원장(교육국장), 내부위원(3명) 및 외부위원(5명)
◦ 내용 :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 운영기관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1-2. 다문화교육 지원 TUS 조직․운영
◦ 목적 : 부서간 업무협조로 다문화교육 추진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구성 : 본청 4개부서 업무담당자(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과)
◦ 내용 : 업무 분담 및 유기적 협조
◦ 운영부서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1-3. 다문화교육 지원단 구성․운영
◦ 목적 :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 실태 파악 및 다문화교육 업무 지원
효율적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 구성 : 중·고등학교 교원 총 20명 (초등 별도)
◦ 기간 : '09.3~'10.2
◦ 운영기관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1-4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
◦ 목적 : 지역 네트워크 강화로 효율적이고 일관된 다문화교육 활동 추진
◦ 대상 : 교육청, 지자체, 대학,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 내용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및 정책 연구 등 전문적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연구발표 및 현장 체험 등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다문화교육 인프라 활용 및 추진체제 구축
◦ 운영기관
∙도교육청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중심으로 연계협력 추진
∙지역교육청 : 지역 다문화교육 중심 학교 또는 오색다문화공동체 운영학교 중심으
로 연계협력 추진
◦ 도교육청 지원 협조기관
∙정부기관 : 경기도청(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교육기관 :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연구과제 수행 및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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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전문기관 : 경기대 외(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지원)
∙민간기관 : 수원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 총 10기관
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2-1. 다문화가정 학생-교사 결연제 운영
◦ 목적 :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 적응 및 정체성 향상
◦ 대상 :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 및 결연교사
◦ 내용 및 방법
∙대상학생 선정 : 학교 및 사회생활 부적응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 심한 학생
∙학교생활 상담 및 학습지도 중심 활동
∙단위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연계 운영
-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 정체성 확립 상담활동,
-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프로그램,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급식지원 등
∙교육청별 학교 장학지도 시 운영상황 점검
◦ 운영기관 : 초·중·고등학교
2-2. 다문화가정 멘토링제 운영
◦ 목적 :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생활 적응 및 일반가정의 다문화 이해 증진
◦ 대상
∙멘티 : 학교 및 사회 부적응 정도가 심한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멘토 : 일반가정 학생 및 학부모
◦ 내용 및 방법
∙멘토링 대상 가정 선정
∙가정학습 및 지역생활 멘토링, 문화체험, 주말체험학습 등
∙단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체 운영(적극 권장)
∙교육청별 학교 장학지도 시 운영상황 점검
◦ 운영기관 : 초·중·고등학교
2-3. 다문화가정 방문 상담 주간 운영(지역교육청 내시사업)
◦ 목적 :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 및 교육활동 안내
◦ 대상 : 초·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5,000명 예정)
◦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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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내시사업 예산 지원
∙지역교육청
- 다문화가정 방문 상담 주간 운영계획 수립
- 방문상담 교사 수요자 파악 및 운영 예산 지원
∙단위학교
- 방문교육 담당자 : 다문화가정 학생 담임교사
- 활동내용 : 연 2회 이상 가정방문 상담을 통하여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 고충
상담 및 학교 교육활동 안내
- 방문교사 여비지급(1회 4시간 기준 근무지내 출장 여비)
2-4. 오색 다문화공동체 학교 운영(지역교육청 내시사업)★

※용어정의 오색 다문화공동체 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담임교사 일반학생 다
문화가정 부모 일반학생 부모 등 명의 교육주체로 구성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
활 및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일반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여 타 문화에 대한
존중감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

’

,

5

,

◦ 목적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력 제고
∙일반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
◦ 대상 : 초·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및 일반학생, 교사 및 학부모
◦ 내용 및 방법
∙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내시사업 예산 지원
- 오색 다문화공동체 학교 담당자 워크숍 실시(4월중)
∙지역교육청
- 오색 다문화공동체 학교 운영 계획 수립
- 다문화가정 학생수 많은 학교 중심으로 다문화공동체 학교 지정
- 운영 예산 지원(교당 300만원)
∙단위학교
- 오색 다문화공동체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 오색 다문화공동체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도
· 다문화학생(가정) - 일반학생(가정) 상호 멘토링
·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 체험 활동 실시
· 다문화교육 사례중심 장학자료 개발
· 중심학교로서의 다문화교육 홍보 및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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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 결과 및 정산 보고
◦ 사업기간 : 2009.4~2010.2
2-5. 다문화가정 학생 정체성 함양 본국방문 프로그램 운영★
◦ 목적
∙다문화가정 학생의 긍정적 자아정체성 함양
∙학생 자신의 가족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대상 : 초·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 내용 및 방법
∙대상자 선정 :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정체성 혼란이 심한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3인기준 총 20가정)
∙방문국 : 동남아 지역(일본, 중국, 몽골, 필리핀 등)
∙방문기간 : 5월~6월 중, 4박 5일
∙활동내용 : 부모 출신국 방문 및 문화 체험
◦ 운영기관 : 도교육청 주관
◦ 사업기간 : 2009.3~7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3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3-1.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운영
◦ 근거
∙초․중등학교 개정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8 -10∼1호)
◦ 개정 교육과정 내용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창의적 재량활동 범교과 학습 주제선택 분야에 다문화교육 명시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과 : 교과별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활용
∙창의적 재량활동 : 범교과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 주제로
'다문화교육' 선택 실시
∙특별활동 : 지역사회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특별활동 실시
◦ 활용자료
∙연구학교 일반화 자료
- 학교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원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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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중심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양지고)
∙도교육청 개발자료
- 중학교 다문화수업을 위한 보조교재(중등교육과)
-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3종 '다른빛깔 다른무늬 아름다운 교실'(중등교육과)
- 다문화체험수기집(중등교육과)
- 초등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본청 초등교육과)
- 초등 다문화교육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2청사 초등교육과)
※ 자료의 파일은 추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탑재 안내 예정
3-2. 다문화 체험 주간 운영
◦ 목적 :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를 통한 문화적 편견 해소 및 타 문화에 대한 존중
의식 함양
◦ 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일반 학생 및 학부모
◦ 시기 : 5월, 10월
◦ 내용 및 방법
∙교내 다문화교육 관련 각종 체험 행사 개최
(다문화 체험수기 쓰기, 다문화 토론 대회, 다문화축제 등)
∙정부 및 각 단체 주관 다문화관련 체험행사 활용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별 문화 및 한국문화 체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교육장 및 학교장 표창 실시
◦ 운영기관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적극 권장)
3-3. 다문화 체험 수기 공모
◦ 목적 :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대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확립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일반 학생 및 학부모, 교원
◦ 시기 : 5월~8월
◦ 내용 및 방법
∙작품주제 : 다문화 체험과 관련한 모든 주제 가능
∙공모부문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부모부, 교원부 등 총 5개 부분
∙심사기준 : 다문화체험과 관련된 순수 창작품으로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감동적
인 스토리에 비중을 두어 심사
∙운영방법
- 학교 및 지역교육청 주관 예선 실시★
(다문화체험 주간 운영 기간과 연계 실시 적극 권장)
- 도교육청 본선 실시(6월~7월)
∙결과활용 : 입상작품 시상 및 수기집 제작 배부(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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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보급
◦ 목적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및 효율적인 다문화교육 추진
◦ 내용
∙교육과정 속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요소 추출 및 교육자료 개발
∙창의적 재량활동 활용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및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학교현장의 다문화가정 학생 사례중심 지도 매뉴얼 개발
◦ 개발기관 : 도교육청
※ 지역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 관련 지역 특화자료 제작 보급 권장
3-5. 다문화교육 홍보 캠페인
◦ 목적 :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일반의 다문화 이해 확대
◦ 대상 :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
◦ 시기 : 4월
◦ 내용 및 방법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경기도 다문화교육 시책
∙방송 및 언론 기관 활용 홍보 캠페인
◦ 홍보기관 : 도교육청
4

단위학교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4-1.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지정․운영
◦ 목적 : 지역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다문화교육 지원
◦ 지정대상 : 다문화교육 사업 추진실적 및 참여의지를 가진 기관 또는 단체
◦ 지정방법 : 3월중 공모후 선정
◦ 지정시기 : 2009.3
◦ 주요기능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기타 도교육청 지정 과제 수행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7~10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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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4-2-1. 다문화교육 핵심교원 양성 직무연수
◦ 목적 : 단위학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및 교사 전문성 제고
◦ 대상 : 초·중·고등학교 교원 300명
◦ 주관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내용 및 방법
∙방학중 대학 위탁 60시간 집중 연수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배운 내용을 학교현장에 실제로 적
용할 수 있도록 토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
∙다문화사회 이해, 다문화 정책 및 법규,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교육문제, 다문화교육
개론 및 교육과정,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과 상담, 다문화교육 교과교육론 및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 다문화교육 현장탐방 등
※ 제2청사 주관 60시간 직무연수 240명 별도 실시
4-2-2. 다문화 이해 제고 교원연수
◦ 목적 : 교원 및 학부모 다문화 이해 제고
◦ 대상 : 초중등 교원 및 학부모
◦ 내용 : 다문화사회 이해 및 다문화교육 필요성
◦ 방법
∙교원 대상 각종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과정에 다문화교육 내용 포함
∙지역교육청 주관 관리직(교장 및 교감) 연수 실시
∙단위학교 주관 교사 현직 연수 실시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주관 학부모 연수 실시
◦ 참여기관 :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4-3. 오색다문화공동체학교 담당자 워크숍
◦ 목적 : 오색다문화공동체 효율적 운영 및 담당자 업무 지원
◦ 대상 : 오색다문화공동체학교 업무 담당자 및 지역교육청 장학사 120명
◦ 시기 : 4월
◦ 내용 및 방법
∙다문화사회 이해 및 다문화교육 필요성
∙다문화공동체 운영 관련 행․재정 업무 지원
∙2008 오색다문화공동체 운영 사례 발표
∙기타 분임 토의 및 발표
◦ 운영기관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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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및 환류

□ 다문화교육 추진 실적 평가
◦ 시기 : 12월
◦ 대상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주관 다문화교육 추진실적
◦ 방법 : 추진실적 평가 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수 지도
◦ 결과활용
∙다문화교육 유공자 표창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지정시 우선 선정
∙우수사례 일반화 자료 보급
∙교과부 주관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예정)' 참가
※ 추진실적 제출 서식 등은 추후 안내
□ 다문화교육 유공교원 표창
◦ 시기 : 12월
◦ 대상 : 다문화교육 유공자 00명
◦ 방법 :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 표창 추천

Ⅴ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협조사항

□ 지역교육청
◦ 지역 다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추진계획 수립
◦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운영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단위학교,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참여 유도)
◦ 단위학교의 다문화교육 추진 실태 점검 및 장학지도
(학생-교사 결연제, 멘토링,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등)
◦ 다문화가정 방문상담 및 오색다문화공동체학교 운영교 선정 및 예산배정, 관리감독
◦ 교원(교장 및 교감 등)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연수) 실시
◦ 다문화 체험 주간 운영(교육청 주관 또는 지역 다문화체험 행사 활용)
◦ 다문화체험수기 공모 지역예선 실시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역 특화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보급(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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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학교
◦ 학교 다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계획 수립
◦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및 학생별 실태 파악 관리
◦ 다문화가정 학생 및 교사 1:1 결연제 운영
※ 결연제와 연계한 다양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실시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프로그램, 정체성 확립 상담활
동,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급식지원 등
◦ 다문화가정(멘티) - 일반가정(멘토) 멘토링 운영
◦ 다문화가정 방문상담 주간 운영(지역교육청 예산 지원)
◦ 오색다문화공동체학교 운영(지역교육청 예산 지원)
◦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운영
◦ 다문화 체험주간 운영(다양한 다문화 체험활동 실시)
◦ 다문화 체험수기 공모 학교 예선 실시
◦ 다문화 이해 확대를 위한 교직원 현직연수 및 학부모 연수 실시
◦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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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지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순
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지역

안산
구리남양주
부천
고양
가평

이천
수원
성남
화성오산
용인
평택
광주하남
시흥
파주
동두천양주
포천
의정부
안양과천
김포
군포의왕
안성
여주
광명
양평
연천
합계

국제결혼가정 ①
외국인가정 ②
다문화가정 ① ②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총계
(

)

(

)

(

+

)

376

75

21

472

47

8

3

58

423

83

24

530

380

77

50

507

8

4

1

13

388

81

51

520

321

55

22

398

10

9

4

23

331

64

26

421

231

43

21

295

17

16

3

36

248

59

24

331

228

43

25

296

8

6

14

236

49

25

310

193

58

40

291

2

3

1

6

195

61

41

297

200

35

26

261

20

7

3

30

220

42

29

291

222

33

12

267

11

4

4

19

233

37

16

286

229

27

9

265

13

3

16

242

30

9

281

186

29

9

224

12

3

15

198

32

9

239

164

33

24

221

9

1

10

173

34

24

231

164

22

8

194

13

9

3

25

177

31

11

219

142

18

14

174

19

3

1

23

161

21

15

197

134

25

13

172

5

1

6

139

26

13

178

142

17

7

166

8

2

10

150

19

7

176

133

8

8

149

17

5

22

150

13

8

171

113

36

6

155

3

2

5

116

38

6

160

105

14

11

130

5

5

11

110

19

12

141

109

10

7

126

8

4

12

117

14

7

138

109

15

1

125

7

2

10

116

17

2

135

107

11

6

124

2

2

109

11

6

126

111

7

7

125

0

111

7

7

125

73

25

12

110

6

10

79

25

16

120

47

6

53

5

5

52

6

43

3

46

1

1

2

44

3

1

48

4,262

725

5,346

256

30

383

4,518

822

389

5,729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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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9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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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최 충 옥 (경기대 교수,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소장)

Ⅰ. 다인종 다문화사회와 교육개혁 과제
오늘날 세계는 문명사적 전화기를 맞이하여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화, 정
보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서 모든 한국인으로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 사고방식과 행동양
식을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단일민족 문화의 환상에서 벗어나 다
문화주의적 입장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다인종 다문화 세계에 살아갈 청소년 세대들에게
새로운 다문화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 되는 지구촌의 세계화 속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이 118만
(총 인구의 2.3%)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여행자 1000만을 넘어서고 국내외 인적교류가
3,000만에 이르고 있다. 국제결혼 건수도 1990년 4,710건에서 2005년 43,121건으로 약92배
로 늘어났고, 총 결혼 건수 의 13.64%를 차지하고 있어 결혼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도 이주 노동자의 유입(약 35만) 결혼 이주민 증가․ 다국적 기업 기
술 전문 인력의 증가와 유학생과 관광객의 증가와 불법체류자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머
지않아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독립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역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국제
결혼가정자녀의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4,307명으로 2005년 1,480명에
비하여 3년 사이에 네 배나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경기도 가평의 미원초등학교는 147
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넘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자녀, 새터민 자녀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녀들이 학교
에서 소외되고 탈락하고 방치되고 있어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경
기도교육청은 이들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여 다문화교육 대책 마련으로서 교사직무연수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수가 증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 취학함에 따라 인
적교류와 문화접촉 증가에 따른 충돌,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동시에 외국문화와의 접
촉을 통하여 한국사회 문화는 보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으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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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총 인구 60억 중 매년 3억 이상의 이주민이 이동하고 있다.(국제이민기구,
2007.) 이러한 다인종, 다문화 시대는 모든 국가가 경험해 온 현상이며 더욱 가속화 될
것이 틀림없다.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외래문화의 전파에 따른 문화접변으로 인한 전통문
화와의 문화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외래문화를 주체적 비판으로 수용하여
우리문화를 재창조하느냐 아니면 문명이 소멸되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세계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다인종, 다문화 도래를 위한 준비
가 부족하였다.
그동안 한국은 순수혈통의 단일민족 우위론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자기 민족 중심의 우월감을 고취시킴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인종이
나 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커져왔다.
그리고 근대사에 있어서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립의, 근대화가 서구화라는 가치관 속에
서 경제 발전과 백인 우월주의로 접합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
별주의 의식과 문화제국주의 의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것 같다.
세계화 정보화와 문화화 속에서 배타주의나 보호주의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하루빨리 이러한 단일민족 우위론의 고정관념과 편향된 일원론적 가치관을 극복하고 세
계의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문화 다원주의적 의식을 길러나가야 할 시기이다.
최근 우리정부에서도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가족 성원에 대한 국적다양성이 인정되고, 2006년 교
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교육인적자원부, 2006.5.),
교원자격,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7.5.)과
2008년에는‘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8. 10.)
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교육정책은 배타적 동화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보다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이민정책과 다문화
교육정책에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화 되어감에 따라 청소년 세대가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우리의 전
통문화보존과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일이고, 다음으로 문화적 개방성을 지향하여 외
국의 다양한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문화를 재창조하여 세
계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배타적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다
문화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상호의존적 세계를 긍정적으로 보며,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태도 능
력을 준비하는 다문화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의 다문화의 원인과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다문화사회에서의 문
제점을 알아보며,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수준을 검토한 후, 다문화시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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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세계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1970-80년부터 국제사회의 교
류가 많아짐에 따라 지구촌 국제화라는 개념이 시작되었으나, 인터넷과 WTO체제 등으
로 오늘날에는 세계화란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화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시․공간적으로 압축되어 가고 하나의 지구촌으로 세계에 대한 의식이 심화되는 현상이
다. 즉 세계화가 시․공간적으로 축약 압축되어 가는 현상과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시각이
확장되어 가는 현상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세계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요건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상황과 최근 한․미 FTA, 한․EU FTA 등 우리의 생존의 외국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있고 새로운 경쟁력을 찾지 않으면 우리 존재가 생존해 나가기 어려운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같은 불가피한 추세는 앞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밖
에 없다.
한편 새로운 정보통신과 고도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의 시간적 동시화와 공간적 지구촌
화를 일으켜 어느 한 도시의 유행과 문화상품은 한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 사회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디지털 방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이다. 특히 첨단정보와 통신기술에 의하여 세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간 문화적 동시성이 가
능케 되어 일상생활에서 외국의 문화적 다양한 사람들과 일상교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
는 현실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빈번한 교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 우선
우리들은 필리핀 바나나와 중국산 갈치를 먹고 중국의 옷을 입고 미국제 컴퓨터를 사용
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하여 이전에 책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인도 러시아 이슬람
문화도 직접체험 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보다 나은 일자리나 배움을 찾아 미
국, 일본, 중국 등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우리주변에서 국제 결혼이주자나 탈북자 새터민
가족들과 동남아출신 노동자를 보는 것이 흔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이나 우리기업의 외국진출로 이제 기업의 국적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
게 세계화는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이런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없어
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는 세계화, 정보화의 전개과정에서 생겨났으며 이러한 배경은 더
욱 다문화를 가속시키는 문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우리는 보호주의나 배타주의
성향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무차별적 전파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의 보편화 압
박으로 인해 다양하고,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과 맥락이 고려되지 못하고 내부의 갈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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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초국가 NGO와 시민사회 연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가 등장하고 있다(설규주,
2004). 이는 세계화가 곧 미국화 또는 서구화가 아니라 다원화, 다문화라는 점을 강조한
다. 미국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일 수 없으며 또 특정국가의 것이 유일한 표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존
중하면서도 모두의 공존을 위한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곧 문화적 세계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세계화는 문화적 특수성과 세계시
민사회의 통합을 위한 다양화 원칙을 보편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세계경제는 자
유와 경쟁 그리고 국가이익의 서열화와 수직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문화는 평등과 공존
그리고 문화 간 우열이 없는 수평성이 강조되고 있다(Choi, 1988).
따라서 이와 같이 중첩된 세계화 다문화화 속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전
통문화 보존과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일이고 또한 문화적 개방성을 지향하여, 우
리와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다른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재창조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그 몫을 다하는 것이다.
다양한 외국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의 일원론 보다 다원론적 사
고가 필요하다. 다원론적 입장에는 크게 문화복수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로 구별할 수 있다. 두 개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제로 하는 조건과 실천방법이 다르다.
문화복수주의는 문화의 다원성․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
게 인정 돼야 함을 강조한다. 미국은 자유주의적 문화복수주의를 추구하지만, 캐나다 호
주의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개입하여 타 문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송종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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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문화 사회의 교육문제와 다문화교육
여기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겪게 되는 청소년의 문제점과 다문화 이해수준과 현행 교
육의 한계를 진단하고, 국제이해교육의 한계와 세계시민교육의 등장을 살펴보고 새로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우리가 당면한 문명사적변화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사회에로의 전
환이며 큰 구조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세계화, 정보화 추
세는 다문화 사회에 돌입하였으나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청소년이
부딪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청소년에게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한다.
다문화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몇 가지
사회적 당면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을 앞세운 서구문화 유입은 한국전통문화의 유지와 계승 발전이라는 면에서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구문화의 일방적 침투는 전통문화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약화시키고 미국 중심의 획일적 문화성향을 보편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전 세계 문화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문화상품은 폭력과 섹스 소비주의 등 수용자
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 요구를 호소하는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 무분별
한 문화상품 유입으로부터의 전통유지와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경향이 위기
를 줄 수 있다. 둘째, 인종적․문화적 배타주의를 벗어나 전통문화 유지 발전요인으로 지
구촌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대화하며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와 다문
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촉해나가야 하는지도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현재 구글(Google) 등 인터넷 서비스의 90%가 영어로 되어있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계
의 다양한 문화를 관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적 열등감, 배타성
을 극복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다문화교육에로의 변화가 중요하게 될 것
이다. 이는 과거의 배타적,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자체를 이해
하고 존중한다는 문화상대주의 관점과 사고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선입견이나 오해에서 오는 잘못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문화유입에서 발생하는 저질문화, 바람직하지 못한 대중문화는 청
소년들에게 더욱 쉽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국문화의 비판적 수용에 대한 교육적 대비
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산업이 국제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문화의 일방적 유입과 일
본문화의 개방에 의하여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영화, 패션, 음악, 만화 등 무분별한
수입은 청소년에게 폭력성, 선정성, 인명경시 소비 풍조는 우리의 전통 윤리와 대치되며
감각적 상품에 노출된 청소년은 쉽게 외국의 저질문화에 동화되어 이제는 학교에서 폭력
과 이지매 현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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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급속하게 스며들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외국문화의 역할, 수용자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판단의 결
여에 따른 무의식적 문화동화 현상이나 자국문화 상실 현상이 나타나 가치혼란에 의한
사회적 혼돈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적인 문화가치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자라나
는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필수적이라 보여 진다.

2.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수준과 현행교육의 한계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화 전통으로 타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나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다양한 문화교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
다. 인적교류 확대와 여행의 증가(1000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35만), 인터넷, 시청각매
체를 통한 외국문화의 소개로 타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다.
문화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려면 타문화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이해 이질적인 것에 대한 수용능력은 다문화화와 세계사회를 능동
적으로 살아가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수준과 변화를 살펴보자. 한국대학생
의 인종 민족 선호도 연구에 따르면(장태한, 2001), 호감도에서 서유럽제국(6-9위) 동남아
시아인(19-25위) 흑인 아프리카(26-30위)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대학생들은 서구화 또는
미국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인종적으로 백인 선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있고 유럽의 부
강한 나라 국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색인종에게는 호감도 보다 이질감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은 다민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백인을 미국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백인의 인종차별의식을 한국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여 유럽인 또는 백인을 선
호하고 유색인종인 동남아인, 중남미인, 아프리카인에 대해 차별과 편견 등 부정적 선입
견이 높은 것이다. 특히 한국에 와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
자들에 대한 평가를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세계일보 설문조사(2007.4)에 따르면 외국인을 절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응
답에서 미국인 46.3%, 중국조선족 39.1% 베트남, 필리핀인 36.2%이다. 그리고 “가장 한국
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라는 질문에 유승준(22.2%)보다 윤수일(59.6%)이라고 답하
는 비율이 높게 나와 혈연보다는 국적에 따른 사회문화적 공동체 의식이 보다 크게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서의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겪고 있는 한국문화와의 충돌경험은 우리사회 다문
화주의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소외되고 탈북자 새터
민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외되고 탈락하고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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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조영달외, 2006)에 의하면, 농어촌 도시 저소득
층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 1,621명(2005.10현재)이 취학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뒤처지고
있다. 언어소통능력의 부족으로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국제결혼 자녀 10명중 1명꼴로 초등학
교에서 미진학 중퇴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 미진학 중퇴자가 10명중 2명 정도로 추정하
고 있다. 외국인 부모 자녀에 대한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며, 일반학생을 대상으
로 한 타문화이해 교육과 에티켓 교육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탈북자 새터민 가정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취학률 85.7%에 비해 중학교 취학
률 49.1% 고등학교 취학률 6.6%로 취학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취학하더라도 중도
탈락률이 초등학교 1.1% 중학교 16.2%, 고등학교 14.5%에 이르고 있어 학교성적에 대한
고민과 북한사투리로 인한 고민이 많으며 검정고시를 위해 대안학교, 보충학습을 지원하
는 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청소년들은 총17,287명 중 외국인 학교 재학생은 7,800명이고
국내 학교 재학생은 1,574명에 불과하다. 2003년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학
교교육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00명의 청소년이 학교교육 밖에서 방치
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하여(35%), 한국
말을 못해서(25%),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15%)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 인권 및 교육문
제가 심각한 실정이다(설동훈, 2003).
현재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이 외국인 근로자센터 등에서 교육․의료․법률 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경기교육청에서 안산시 등지에서 특별학급을
설치한바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이탈한 학
생들이 노동인구로 전락하고 비행청소년과 결탁하여 사회적 해악을 끼칠 요소가 있으며,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인 아이
들이 한국사회에 미칠 나쁜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
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UN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1991년 비준)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 2003년 7월
1일 발효,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비준하지 않고 있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7
월 18일 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3.),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2003년)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의 자녀와 동등한 인권과 학습권을 가지며, 이들도 의무교육
을 받을 교육기본권이 있음을 교육정책 담당자들이나 현장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제82조 : 이주 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하는 것을 허용
하고, 중학교는 학칙과 학교장에 의하여 전입학이 허용되며, 고등학교는 일반전형 이외의 방법으로 입
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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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이해교육의 한계와 세계시민교육의 등장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국제화․세계화에 대응하여 Unesco가 제창한 국제이
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2차 대전 이
후 유엔의 산하기관으로 탄생한 유네스코가 진정한 세계평화가 실현되려면 국가 간 정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각국 국민들이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각 국민간의 문화교류에 의해 인류의 지적ㆍ정신적 연대의 확립이 세계평화에 필수
조건이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이해교육은 오늘날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국가 간 경쟁현실을 무시
하고 지나치게 낭만주의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실 국제관계는 자국의 이
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냉엄한 경쟁 속에서 각국 정부는 국제이해교육을 공식적으로는 환
영하면서도 실제 교육정책에는 뒷전에 두어왔다. 기껏해야 주로 특별활동이나 교과 외 시
간을 이용하여 외국인 자원인사를 초빙하여 타문화 이해교육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의 교
육에 머물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국제이해교육은 국가적 틀 내에서 타문화를 이해하고 하다 보니 자민족중심주의
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타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우리문
화의 잣대로 평가하게 되고 경쟁력 관점에서 타문화의 우열을 가리려하게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원장 강대근(2007)은 기존 국제이해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한국교육이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으로 거듭나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세계시민교육
은 세계 속에 한국을 구현하고 한국 속에 세계를 포용하는 한국의 창조적 미래를 위한
도전이자 실천이다.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진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다른 피부색과 언어와 종교 등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주체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속 가
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한국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강대근, 2007)라고 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고, 고등학교 수준에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필요성은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제안된
바 있으며(교육개혁위원회, 1995), 7차 교육과정 지침에 명시된바 있다. 그리고 최근 제8
차 교육과정 개정 방향으로 단일민족 우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수정하였고, 이에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이 혼재되어 왔으나, 보다 명확한 개
념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이 하나의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세계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가는 방법을 찾는 교육이라면,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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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육은 국가 내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다. 그러나 국제이해교육의 하위영역으로 다문화교육을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
는 국가간이해교육의 강조가 국내의 불평등 부정의 상태를 강화할 소지가 있으며, 자국내
의 문제와 갈등 상황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다(양영자 2008).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국제이해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에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국
내적으로는 동화교육에서 다문화교육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도 혼재되어 왔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개념과 용어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언론에서
동남아시아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를 코시안(KOSIAN)으로 불려 왔으나, 이들에게 별
칭을 부여하는 것은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며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 가족들도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탈
북자’로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다.

Ⅳ.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방향
한국사회는 외국인 100만 명 시대, 결혼하는 8쌍 중 국제결혼이 한 쌍인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향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된 체류 외국인이 100만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 수준이지만,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하면 2%를 훨씬 넘어섰으며
향후 2020년에는 5%(약 250만)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민
족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머지않아 국제적으로 다민족 국가로 분류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나라는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걸맞은 이민정책과 교육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재검토 해보아야 한다.
다문화시대를 살아갈 청소년 세대들은 다문화적인 사고방식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단일민족 국가의 우월성에 기초한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문화주의적 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한 사회가 인종, 성별, 성적취향 등에 따라 구별되는
이질적인 주변문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들을 포용해야 함을 옹호
하는 입장이다.
우리문화가 우수하다는 자부심이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위
해야 한다는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와 함께 문화인류학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다. 1971년 캐나다 이민정책에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어 호주, 미국 사회도 그 이전까지
추구했던 동화모형을 포기하고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이민자 통합방식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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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입장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 집단과 그들의 개별적인 언어나
습관 들을 그대로 한 나라 속에 공존시키는 정책이며, 다문화주의는 타 문화․타 언어 이
교도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
양성에 기반을 둔 국민 통합정책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보다 일찍 다인종 다문화 국가 된 여러 나라에서는 이민으로 인한 문제가 있
었으며, 그에 따른 나라별 다양한 이민정책들이 실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독일은 터키노
동자(손님 노동자) 문제, 일본은 재일 한국인 및 일본원주민(아이누족)문제, 프랑스는 아
프리카 마그랩(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및 이슬람계 이주자 문제, 영국은 영연방 유색인
노동자 문제, 미국은 흑백차별과 아시아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자통합정책 유형은 차별배제모형(독일/ 한국/ 일본), 동화모형
(프랑스/ 영국/ 이태리), 다문화주의모형(미국/ 캐나다/ 호주)으로 구분된다. 생산기능직
이주 노동자에게는 차별배제모형을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모형 또는 다문화
주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나 사회정책영역에서는 동화정책을 교육문화정책
영역에서는 다문화주의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동
화정책을 유지하지만, 지방정부와 현장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따른 원칙과 조례를 채택하고
있다(설동훈, 2006.).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그동안 차별 배제 모형과 내부 식민지론 입장을 견지해 왔다.
차별 배제 모형은 국가 내 어떤 소수 집단의 존재는 인정하되, 이주해서 생겨난 소수집단
들은 공적인 인정을 누리지 못하며, 이들의 사회 내 포섭은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한다
는 모형이다. 그리고 내부 식민지론은 한 사회 안의 소수자들도 일종의 식민지화 되어 다
수자의 이익 및 국가적, 경제적 열등의 이유로 그들의 인권, 학습권, 노동권을 착취당하
고, 편견과 차별을 받는다는 갈등이론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은 동화모형 또한 다문화주
의모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와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2007년 2월, 성동구/ 2007년 4월, 안산)’를 마련하였다. 최근 안산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9. 3.)하여 불법체류자의 인권침
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런 다문화주의 사고는 국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계화․정보화와 함께 국내에서 계층 간, 지역 간, 남녀 간 집단갈등과 격차가 심
화되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서, 그동안 문화 일원론적 입장에서 중산층, 도시중
심, 가부장적 문화를 우위에 놓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문화실조를 충족시키고 시혜를 베
푸는 방안 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 격차는 점차 심화되어 왔다. 이제 문화실조론적 입장
에서의 문화다원주의 또는 다문화론적 입장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의 바탕을 마련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 다원론적 입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바탕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차경수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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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으로서 선별적인 이민정책에서 문화다원주의
에로의 이행기에 있으며 향후 다문화주의에로 전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어 가고 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차별배제정책이 적용되고 결혼이민자와 새터민에 대한 동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전면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가족성원의 국적다양성을 인
정하게 되었으며 최근 세계일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수민족 고유전통과 풍습유지에 대
한 의견 질문에서 소수집단이 그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기(34.8%)보다는 전체사회에 적응
하고 섞이는 것이 사회에 더 좋다(50.5%)라는 응답은 아직 우리사회가 다문화주의 모델
에 이르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주의 모델에 접근하더라도 다문화주의
보다는 문화다원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 청소년에 내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폐쇄된 자민족 중심주의
(Ethnocentrism) 인식구조에서 편견과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당면한 청소
년 육성 방향이다.
단일민족 틀에서 단일성 강조는 무의식중에 단일성이 다양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
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며 지나친 단일민족성 추구는 정체성에 대한 폐쇄적 의식구조를
형성하여 다원화되는 한국사회 내부문제와 세계화시대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 처우와 인종차별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민족주의가 과열되었다고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LA인종
폭동에서 한인상인들의 흑인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와 차별로 흑인의 반발을 샀다고 지적
되고 있다.
근대화과정에서 서구화를 중시하고 서유럽과 미국 등 백인중심주의 사고를 답습하고,
흑인에 대한 편견과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선진국 모델
만 따라하다 보니 세계를 경제중심(GNP중심)으로 보는 고정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의식구조 특히 인종, 민족관과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드
러내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적 사고가 필요하며 다문화교육이 강조되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외국인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다문화교육, 갈등해소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통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정치적 합의와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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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의 실상과 문제점
최근 우리정부에서도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가족 성원에 대한 국적다양성이 인정되고, 법무부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국회본
회의 통과, 2007. 4.)하였다. 여성가족부도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수립
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3)을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농림부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을, 그리고 문화관
광부는 결혼이주여성가정 의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처별 산발적 지원정책이 대부분 국제결혼가정의 가족지원 사업에 집
중되어 있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크지 않았으며, 특
히 외국근로자 가정이나 자녀교육지원에는 소홀해왔다.
따라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근로자 가정의 자녀교육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체류자 자녀의 입학절차를 완화
(’03)하였고, 학교중심의 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이해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KSL)반
을 방과후학교에 운영하고, 관련교과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다문화 이해 등을 강조하고,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시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5.). 또한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취득하고
자 하는 교사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며 한국어반 담당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권장하
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
획”(2007.5.)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지원 체계를 확립, 추진하여 중앙 및
지역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센터를 지정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개발 과 교사 연수 등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교육청, 대학, NGO, 지자체, 기업 등)를 구성하여 교육
지원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07.11.)를 개최하며, 향후 시 도교육청 추
진사항을 혁신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 자녀 취학률제고와 교육권 보장
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며, 가칭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5.). 또한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교과부, 2008. 10.) 그리
고 2009년에 들어와 교과부 잠재인력정책과에서 전국의 교육대학에 다문화교과를 개설하
고, 예비교사의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다문화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방안은 정책 비
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으로 전환’
한다는 계획으로서,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교육과 동화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07년 8월 유엔인종차별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단일민족주의에 의한 인종차별주의를 시정할 것을 권고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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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국가와 민족을 기준으로 경계선 밖에 위치한 국제결혼가족,
혼혈인 혹은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해 및 주류 사회
로의 적응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코
시안(Korean+Asian)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밝
히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실태조사와 중장기 다문화교육정
책을 수립하는 연구(전경숙외 2007)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천단계에는 이르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이 국제결혼 가정의 혼혈아동만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여전히 외국인근로자(합법적 또는 불법적)의 자녀교
육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고 있지 못하며, 그들 대부분의 자녀들은 학교 교육권 밖에서 방
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 정책의 실상은 배타적 동화교육에 치우쳐 있어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피부(color)와 인종(race)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계선을 넘나드는 개인 혹은 집단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다문화교육
의 개념을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차이에 따른 이해교육의 차원에 머무르도록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보다 다양한 배제집단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름에 대한 존중, 다름을 배제의 조건이 아닌 보다 풍부한 소통의 토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을 받는 대상 설정 문제이다. 다문화교육은 경계선
안과 밖에 위치 지워진 모든 집단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배제집단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긍정과 존중을 깨달을 것이며 그들이 주변화 되는 것이 사회구조적
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이는 주류의 주어진 관점이 아닌 배제
집단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주체화 과정이다. 반면에 정상성을 획득하여 경계선
안에 위치 지워진 집단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존의식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배제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크다. 그 결과 배제된 집단의
개인적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는 반면 경계선 내에 포함된 집단에게는 기껏해야 배제집단
을 향한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말 그
대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이지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는 혹은 동화시키는 교육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3월에 밝힌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과 후 학교, 한국문화 소개
를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 내용 역시 한국문화 알리기와 한글 지
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확
보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에 초점을 두는 교육은 한국사회로의 편입과 동화가 목
적이기에 정상성을 기준으로 경계 지워지는 기존의 교육과 어떤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
배제된 집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의 문화를 열등문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다문화교육은 경계선은 그대로 둔 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월성 교육에 그 초점을
두어선 안 된다. 다문화교육은 정상성의 범주에 들지 못한 배제 집단의 관점에서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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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한다. 넷째, 다문화교육은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역동적
인 교육이다. 따라서 변화를 위한 실천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도 교육 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사회교과 내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식의 차원으로 교수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교육이 공감, 인식, 행동이 통
합되어 변화와 변형을 이끌어내는 체험교육임을 생각할 때 현실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
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교육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주로 제도교육 내에서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 관점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성격을 제도교육이 견지하기
에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Ⅵ.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개혁 방향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시대에 대비하는 교육개혁 방
향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 정책에로의 교육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배타적 동화교육에서 개방적 다문화교육으로 전환해야 함.
② 문화일원론적 관점(동화주의, 문화실조론)에서 문화다원론적 관점(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으로 바뀌어야 함.
③ 백인우월주의의 경제발전 중심의 교육보다 다인종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인권평화교육을 강화해야 함.
④ 경제적 세계화를 위한 교육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세계화를 위한 교육
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함.
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함께 일반교사와 학생,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함.
한편, 다문화교육의 정책 대상으로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다문화가정(국제결혼이민
자,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의 학부모 및 자녀들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집단별 나라별로 세분화 다원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화기 이후 단일민족 우위의 자민족 중심주의와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져
왔다. 개화기 당시 서구의 기독교 문화와 서학의 침투에 대한 동학과 천도교가 발현되었
고, 일제 식민시기에는 저항민족주의로 역할 하였으며 해방이후에는 남북통일의 이념으로
단일민족 우위 민족주의가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지구촌 사회가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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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다문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도 이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다문화교육정책이 요청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와 비판가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한
필요하다. 우선 다문화교육은 소수민족 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일반
들까지도 그 대상이 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에
유협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다문화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비판적 주체적 수용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 다문화교육에로의 정책전환이 국가를
분열시킨다는 오해를 가질 수 있으나, 다문화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최근 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
주제로 학교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쳐 그 교육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교육이란
문화적 맥락 속의 개인과 사회를 인식하는데서 출발한 개념으로, 개인이 적어도 한개 이
상의 문화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집단과도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
실을 주목한다. 국가, 종교, 계층, 성별, 인종, 직업, 사회 역사적 배경 등의 다양성으로 인
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상호작
용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뿐 아니라 상대 문화집단을 이해
하고 상호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개념인 것이다.
즉,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란 다양한 인종 민족 계층 문화 집단의 학
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이는 다원화된 민
주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호작용, 협상,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 공동체의 건설을 돕
는 것에 초점을 둔다.(Banks, 2008)

2. 다문화교육정책 기저에 관한 이론

다문화교육정책 기저에 관한 이론들로는, 문화일원론적 입장에서 동화주의에 기반을 둔
용광로이론(Melting-pot Theory)과 다원론적 입장에서 문화복수주의적 모자이크이론
(Mosaic Theory), 그리고 다문화주의적 샐러드그릇이론(Salad-Bowl Theory) 등이 있어
왔다.
첫째, 용광로이론(Melting-pot Theory)은 다수자와 소수자를 용광로에 함께 녹여서 과
거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교육정책이론 이지만, 소수자들이 원래 문화와 관습
을 버리고 결국 주류 문화에 동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탈북자 자녀들
을 교육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둘째, 모자이크이론(Mosaic Theory)은 소수자들이 주류 사회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문
화를 유지하고 하위문화들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문화복수주의 이론이지만, 결국
모자이크의 밑바탕에는 주류문화가 존재해야 함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다민족 국
가인 미국이 앵글로색슨 문화를 중심으로 소수민족들의 자유와 공존은 인정하지만,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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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현장에서 차별과 편견을 유지시켜온 이론이다. 그리고 일명
무지개이론으로 불리고 있지만 무지개는 비온 뒤에 햇빛의 반대편에 생기며 일시적이라
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이민자와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샐러드그릇이론(Salad-Bowl Theory)은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이론으로
서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원주의와
유사하지만 조건과 실천 방법이 다르다. 이는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독립적으로 평등하게 공존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소수민족의 문화를 지원하는 교
육정책이론이다. 뷔페식당의 샐러드그릇 속에서 함께 뒤섞이긴 하지만 피부색깔과 인종문
화의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비빔밥을 연상시키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정원(Beautiful Garden)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자
녀들에게 적용 가능한 이론이라 하겠다.

3.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의 목표와 방향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정책의 일반목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
국적응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반학생과 우리국민의 다문화주의 의식을 제고하는데 두고,
구체적 목표로는 국제결혼 이민자와 새터민 자녀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자
아정체감(Identity)을 확립하고, 외국근로자 자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조기습득을
통해 학교교육 및 사회생활에서의 소외감과 이질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일반학생과
국민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를 통해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데 두어왔다. 그리고
국제이해교육은 여러 나라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식견을 높이도
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 목표로서 다문화교육은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다문화교육은 한 국가를 단위로 정치 경제적
측면의 특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국가 간, 혹은 국가 내부의 여러 집단의 문화적 특성에 주
목하고, 문화집단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구분을 국가를 단위로 한정짓지 않는다. 예
를 들면 성별, 종교, 직업, 계층 등을 중심으로 국가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집
단들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여성과 남성, 종교, 직업 등 국가영역을 가로질러 더 크게
구분되는 문화집단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단위의 문화집단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임
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들이 ‘동등하게 가치가 있고 문화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강조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접변과 변동의 과정에서 각 집단들은 문화의 중심부와 주변
부의 집단으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즉, 특정 문화집단이 우월한 문화집단이나 열등한
문화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을 거부하고 선진국 문화나 후진국 문화 등으로 구분되지 않으
며, 다만 서로 다른 문화집단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으로 인
한 개념과 이론 그리고 언어와 규범등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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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집단, 즉, 국가별 혹은 집단별 특성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현상의 ‘유사성’에 관하여 비교
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존하는 문화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집단
의 특성 또한 더욱 뚜렷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서로 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점
을 지니고 있는 여러 문화권은 접변, 혼합, 또는 변형의 다양한 문화접촉의 과정을 거치
는 상호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개인은 이러한 한 개 이상의 문화집단 속에 동시에 속해
있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문화들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특성과 접목시키거나 주제별로 교과목의 내용을 연계시켜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우리가 대하는 문화적 현상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던 사실들에 내
재되어 있는 편견이나 왜곡된 점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시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문화집단 사이의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성의 원칙에 걸맞게 교육
내용을 재편성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이 특정 문화집단에 대한 전형성에 대
한 비판적 시각을 키우고,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을 접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실과 현상들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최소화하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에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
는 것은 아닌지, 교과서에 제시된 특정 문화 집단의 특성이 편견을 내포한 채 묘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특정 문화집단의 모습은 이전에는 다른
어떤 모습이지는 않았는지 등, 고정관념이나 편협한 시각에 대한 점검을 거침으로써 청소
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여러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요컨대 다문화교육은 각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오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생활을 경험하고 인식하며, 이로부터 오는 다양성을 자각, 존중하게 되
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집단 간의 조화로운 상호 교류를 증진하도록 돕는 개념이다.
이것은 다원주의 패러다임의 시대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집단과의 상호 교류가 더
욱 긴밀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간절히 요청되고 있는 교육적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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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적 과제

청소년에 대한 다문화교육은 문화다원주의 따른 교육의 다원성 추구라든지 세계문화의
비판적수용,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관련 교과 내에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의 다문화교육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다원주의에 따른 교육의 다원성 추구와 세계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살펴 볼
때, 우선 서구중심의 무분별한 문화수입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을 앞세운 미국문
화의 확산은 다양한 사회의 시각을 획일화 시켜주고 미국 우월주의의 사상에 빠져들 염
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권 문화상
품 수용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으며, 문화상품의 제작과정에서 국가들 간의 공동제작
의 활성화와 국가 간 교류를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여러 국가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교육의 다원성 추구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문화교육에서는 많은 형태의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주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이 지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타문화의 이해라
든지 수용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다. 세계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개방성을 지향하여 문화발전을 꾀하는 일이 시급하며, 제한된 서구문화에서 탈피하여 시
야를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관련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살펴볼 수 있
다. 현행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적 문화적 배타성을
완화하고,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다문화 다인종 교육요소를 반영하여 타문화 이해, 존중,
편견극복 및 관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저질문화
와 고급문화의 차이를 배우게 되며, 문화의식이 향상되어 문화비판을 할 수 있는 안목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들 학생들은 모두 자신의 공동체 문화전통을 교육받을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다른 문화집단의 전통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또한 문화적 가치판단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국제적인 에티켓 등을 배워 국제무대
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에도 감각을 높을 수 있게 하여 준다.
셋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모경환(2007.6.)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93.3%), 보람된 일로 인식하고 있으나(80%),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의
견이 많아(75%)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자격연수와 직무연수 시 다
문화이해교육 내용과 방법을 강화하고, 한국어(KSL) 교육능력 등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
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
어전공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
정 자녀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개별학습 토론학습 문제해결학습 의사결정학습 등과 함께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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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의 접촉과 상호교류를 통한 협동학습 역할학습 게임학습 모의경험학습 등과 같은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방법으로 기존의 표준검사와 성취
도검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다양한 평가방법이 개발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담임인 교사 또는 학습도우미(멘토)와의 면담을 통한 진척도평가와
자기평가, 자기존중감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평가 등이 유용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법 인권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다문
화가정의 자녀들도 국제법과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학습권을 가진 존재로
서 그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학생들이 다문화관련 법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등한 존재로써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인식하고 그들과 편견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관련 법령의 이해교
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체험과 교류가 확산되고 강화되어야 한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네스코협동학교 사업(ASP)은 우리나라 104개에
불과하고 관련단체도 많지 않아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가치들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필수적이 되어 가는
데 이에 대한 준비는 부진하며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유네스코협동학교 사업과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다수 학교에서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육적 배려를 해
야 하겠다.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교육적 실천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다문화교육
은 이러한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공통의 문
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운동, 인권운동과 평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YMCA등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다문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학교 교과과정과 교사연수를 통한 다문화교육이나 청소년 단체,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류 체험교육의 강화는 특히 관용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어, 나
와 다른 것을 배척하거나 도외시하는 편협한 시각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문화독점에서 벗어나 아시아
-태평양권의 문화수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섹스 등 저
질문화에서 탈피하여 문화의식을 높이고 스스로 문화를 비판하는 안목을 길러주는 방향
으로 되어야 하겠다. 이는 자국문화의 정체성을 높이고 문화적 가치판단 능력을 향상시키
어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관용의 수준을 극대화 시키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여줄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할 능력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문화집
단들이 동일한 하나의 공동체 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는 한, 다문화주의를 지지
할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요성은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 우리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지향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 속에 세계’가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한다. 탈북자와 결혼이민자는
이미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역시 초대받은 손님으로 우리경제에 도
움을 주고 있다. 그들과 자녀들의 인권과 학습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타민족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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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다인종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 배타적 단일민족 우월주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다 개방적인 다문화주의적 사
고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걸맞은 교육개혁과 정책방향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구체
적인 다문화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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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학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
최 항 석 (경기대학교 교직전공 교수)
21세기 포스트모던의 지식기반사회는 지적자본이 국민과 국가의 성과를 결정하는 사회
이다. 지식과 그것을 활용하는 배움의 능력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이다. 지식은 쓰면 쓸
수록 그 효용가치가 더 커진다. 지식은 자본이나 토지 등의 생간요소처럼 수확체감의 법
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지식을 창조하고, 그 쓰임새를 극대화하며, 이를 기반으
로 개인과 조직,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
질 수밖에 없다.
지식을 창조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쓰임새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
한 요소는 창조성, 혁신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력과 스스로의 비판을 통해 바꾸어 나가는
치유력이 결합된 자기개조력이다. 자기개조력이란 누군가에 의해 필요에 따라 바꾸는 힘
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처해있는 삶의 장(場)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긍정적인 삶으로의
변환을 추구하는 힘을 의미한다. 현재의 사회도 물론이지만 미래의 사회에서 자기개조력
은 더욱 중요한 의미심장(意味深長)성을 요구할 것이다. 사회적 개인적 요구가 이렇기에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자기개조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생
각해보면 한숨만 나온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다문화교육을 발전시
키기는커녕 자기개조력 조차도 키워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다문화교육은 자신의
문화와 타자의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이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스스로를
비판하고 남의 것을 인정하며 바꾸어나가는 배움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
서 본 연구자는 다문화교육의 이론이나 개념을 설명하기 보다는, 다가오는 미래의 다문화
교육을 조명하기 위해 배움이라는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
로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배움학의 필요성
배움학은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 낸 패러다임이 아니다. 인류의 문명사가 그것을 증
명해준다. 학교가 없었던 시절에도 인간의 사회는 유지되어지고 발전해 왔다. 즉 가르침
이 없이도 인간들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혀왔다. 스스로 도구나 규칙을 만들고 사회
적으로 나누며 인류사를 이끌어왔다. 인간에게 배움은 자연(自然)과도 같은 현상이다. 또
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과정과도 같은 현상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생존력은 인간 본능의 배움력 때문이다.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인간의 배움력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배움의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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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있어서 배움은 생물학적인 본능인 동시에 문화적이다.
배움학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육학과는 대비되는 철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사상적 기
반을 갖고 있다. 오히려 배움학은 교육학이 오도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배움에 대
한 이해,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복원한다. 배움학에서 배움의 주체는 인간이다. 배우
는 사람이다. 교육학에서 인간을 결핍된 존재 또는 가르침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보
는 것과는 달리, 배움학에서는 인간을 스스로의 배움을 추구하는 완벽한 존재로 상정한
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동물로서 생존할 수
있다. 그 기능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어른이 차이가 있기에, 발달단계나 성장과정에 있어
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본능에 의해 배움을 시도하고 성취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력
을 가지고 있다. 이 각자력은 인간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자력으로
서의 잠재가능성은 타자와 같을 수가 없다. 나만의 능력이고 나만의 개성이다. 배움학은
인간의 각자력을 완성하기 위한 패러다임이다. 그러기에 교육학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획일적 또는 주입적으로 배울 수 없다. 인간의 각자력은 점수화 될 수도 없고, 그 우위를
판단할 수도 없다. 인위적으로 배우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는 있어도 점수화하거나 상
하를 나누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각자력이다. 배움학에서는 사회를 인간의 각자력
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배우고 나누는 사회로 이해한다. 각자력의 발현은 일터에서 그 열
매를 맺는다. 사회에는 각양각색의 일자리가 있다. 사회에는 대통령과 학자, 정치가, 의사
가 필요한 만큼 청소부와 노동자, 건물을 지키는 수위와 운전사도 필요하다. 교육학은 이
들을 위계질서화 하여 학교교육의 결과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배치하는 사회
가 유토피아적인 사회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인간의 각자력은 우위나 위계화가 없다. 인
간의 각자력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직업에서든 스스로 배우고 수
정하고 개조해서 발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각자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과 타자의
직업을 연결하고, 그 속에서 의식소통을 통해 또 다른 조화를 이루어내는 사회가 배움학
이 목표로 하는 사회이다. 배움학에서 추구하는 인간사회에 잡초는 없다.
배움학에서 말하는 배움은 교육학에서 주장하는 학습이나 훈련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교육학이 주장하는 훈련이나 학습은 그 어떤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제공되
는 인지과정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훈련이나 학습을 받는 대상의 자기주도성이나 자발성
은 무시되어진다. 가능성에 제한이 가해지고, 발전의 한계에 부딪히게 한다. 타자에 의해
가늠되어지는 훈련이나 학습은 인간의 배움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역부족이다. 인간의
배움은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평가적이다. 인간의 배움은 앎과 익힘, 반성과 깨달음, 행함
과 즐김, 비움과 만듦, 그리고 의식의 소통을 통한 나눔을 의미한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배움은 인간의 삶 전반에 일어나는 각성과 깨우침을 동반한
삶의 의미 찾기 같은 것이기에 배움과 인간의 삶은 그 시작과 끝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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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움과 배움학
배움학에서의 배움은 교육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로 파악하지 않는다. 배움은 인간이 가
진 본능,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배움의 본능 때문
에 배우는 것이지 그 누군가의 강압이나 사회적 위신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다. 배움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배울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인간존재를 소위 호모 에
루디티오라고 한다. 배움 본능의 호모에루디티오에게 배움은 단순한 정보덩어리나 지식의
습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배움은 유아독존적 존재인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개조하기 위한
의미생성의 과정이며 의미의 변환활동을 의미한다. 인간의 배움은 본능이기에 사람인 이
상 배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만약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어떤 인
위적이 요소가 배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생존할 권리가 있듯
이 배울 권리와 이를 토대로 삶을 풍요롭게 할 권리가 있다.
‘배웠다’는 말은 그 쓰임새에 있어서 ‘학습했다’ 또는 ‘훈련받았다’와는 다른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학습과 훈련은 앎과 익힘 정도의 쓰임새만이 가능하다. 학습과 훈련은 그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인지한 그것을 행하는 정도이다. 그에 비해, 배웠
다는 것은 더 사상적이고 철학적이다. 배웠다는 것은 어쩌면 학습과 훈련의 상위(Meta-)
개념이다. 배웠다는 것은 단지 알고 익히는 정도를 넘어서 그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깨닫
고, 반성하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예측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배웠
다는 개념에 가르쳤다는 개념은 어울리지 않는다. 학습과 훈련은 그 끝이 있는데 비하여,
배움은 끝이 없다.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는 상황에서, 악기연주를 위한 학습은 음계나
악기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자재로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악
기에 대한 학습은 끝난다. 배움에서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다. 연주가가 악기를 연주하며 스스로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선율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예술성을 키워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배운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에는 배움만이 존재한다. 서로 배우는 것이 서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움은
단순히 필요에 따라 습득하는 정보나 지식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각성과
깨우침, 만듦과 나눔의 창조성까지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배움은 자기주도
적으로 배우고, 불기자심(不期自心)의 마음으로 자기평가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본능적인 배움을 가능성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배움력이다. 인간이 각자 가지고
태어나는 잠재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움의 힘이 배움력이다. 인간의 배움력
은 삶의 현장에서 문제해결력과 직결된다. 즉 인간 개개인이 삶 속에서 직면한 문제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하느냐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의미한다. 자신이 마
주한 삶의 현장이나 일터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인 그가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해법 찾기의 힘이 바로 배움력이다. 그러기에 인
간의 배움력으로서의 문제해결력은 문제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와 윤리의 총괄(總括)체로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즉 인간의 배움력은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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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화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수준의 직업능력(Career
Capacity), 문제해결을 위해 인간 스스로 활용 및 선택하는 도구나 전략, 그리고 수단성
정도에 따라 배움력의 정도와 수준이 결정되는 학습능력(Learning Capacity), 마지막으로
한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정치적 공동체에 어느 정도 참여하여 활동하는지 여부에 따
른 정치적 참여력(Civic Capacity) 등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각자적 능력의 성장과 개발
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 개인의 삶살이에 걸쳐 세 가지 각자적 능력이 총괄적으로
활용되고 의미심장성이 더 많이 부여될수록 더욱 더 크고 새로운 배움의 힘과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은 풍요롭고 생산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배움력은 ‘배움력 불변의 법칙’ 또는 ‘배움력 수확체증의 법칙’을 근거로 가능해
진다. 인간의 배움력은 농업이나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거나 줄
어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정반대로 쓰면 쓸수록 더욱더 자기치
유와 공동체치유에 도움이 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배움력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욱더 새로운 배움의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물리학
에서 말하는 열역학의 법칙으로도 인간의 배움력은 풀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배움력과 그 에너지는 무한정이다. 인간은 제 아무리 배움의 힘을 소모한다 하
여도 절대 고갈되지 않는 무한정의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어떤 엔
트로피(Entropy)도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인간의 배움력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인적자원
개발과 연결해보면 기존의 전략과는 철학적ㆍ사회학적으로 차원이 다른 방법 및 적용론
이 가능해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나 생명체가 모두 그 쓰임새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듯, 인간 역시 서로 다른 배움의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인
간의 배움력은 더욱더 다양하고 위력적이다. 이는 모든 사물이 각각 개체적인 힘을 가지
고 있는 것처럼 사람 역시 서로 다른 배움을 위한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각 물질의 개체적 에너지가 고정됨 없이 서로 다르게 변형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에너지 변환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사람의 배움력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제각기 변형된 상태로 존재하며 그것이 바뀐다 해도 배움을 위한 에너지 변환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인간은 물이나 철, 다른 생물과는 그 속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댐 안에 고여 있는 물
은 한번 써버려도 다시 모아 터빈을 돌리면 전기를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쓴 물이나
나중에 쓸 물은 어차피 그 속성이 같으며 터빈 역시 속성이 똑같은 철로 만들어 쓰면 되
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들과 같은 물이나 철과 같은 물질과는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 사
람들은 겉모습으로는 모두가 엇비슷한 사람이라는 동물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개별
적인 능력이나 역량은 엄청나게 다르다. 예를 들어, 제 아무리 서로 다른 곳에 퍼온 물이
라고 하더라도 그 물의 총량을 100리터로 모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생산해 낼 수 있는
전기량은 언제나 일정하다. 그에 비해 한 사람당 각각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힘은 저들 물
의 총량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로 다른 사람 100명을 모아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전기의 총량도 다르고, 그것을 활용하는 힘들도 다르다. 그것은 각 개인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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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별적인 지능이 다르고, 그것을 갖고 무엇인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이 다르고,
무엇으로 변화하게 될 개별적인 가능성부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
이 바로 인간의 배움력이다.
인간의 배움력은 각자적 능력의 발현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의식소통
의 토대가 된다. 지역사회, 또는 국가와 같은 공동체는 배움이라는 활동이 주도적으로 전
개되는 공간이다. 사회공동체는 배움의 터전이다. 공동체는 각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각자
성을 기초로 하여 배움과 나눔, 그리고 참여의 순환과정이 표출되는 장(場)이다. 지역 또
는 사회공동체는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자 배움이며, 개인의 배움력을 실현하기 위한 삶의
품격을 표출해주는 공간이다. 공동체는 배우는 동물인 사람으로 구성된다. 배움은 인간에
게 본능이며 공동체에게는 생명이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아고라와 같은 공동체
가 배움의 매개이자 과정이며 결과물이었던 것과 같은 의미이다. 배움을 결여한 공동체는
생명을 상실한 곳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는 배움공동체의 원형이다. 아고라는 모든 이를 위한 직접민주주
의의 정치공동체였으며, 모든 이를 위한 배움터였다. 왜냐하면 아고라는 정치집회 장소이
기도 했으며, 상거래를 위한 시장터임과 동시에 사상적 담론의 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비록 공식적인 가르침의 장소는 아니었지만, 아테네의 시민들은 아고라에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배움과 철학을 접했다. 아고라는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삶을 위한
배움의 공간이었다.
아고라와 같은 배움의 공동체는 사람들 간의 정서적인 느낌을 서로 통하게 만드는 네
트워크이자 서로가 서로에게 심리적 믿음의 토대가 되게 만드는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그 매개체가 바로 의식소통이다. 의식소통은 단순히 말이나 언어(言語)로 의사를 거래하
는 행위와는 질적으로 자이가 있다. 의식소통은 사람들 간의 감정이입과 같은 상황을 의
미한다. 사람들 간에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무엇을 원하고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감정의
교환 같은 것이다.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어선 역지사지(易地思之) 또는 이심
전심(以心傳心)과도 같은 심정으로 서로 나누고, 즐기고, 기대고, 보듬는 관계가 의식소통
이다. 나와 타자와의 이해과정에서 설령 편차가 난다 하더라도, 기꺼이 서로 만나 즐기고
부대끼며 서로 성숙해가는 관계맺음으로서의 배움이 바로 의식소통이다. 인간의 배움은
의식소통을 통해 그 가능성이 시작하고 새로운 배움을 잉태한다. 나와 타자 간의 대화는
서로의 말이 가지고 있는 내면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끊임없이 접촉하
고, 이 과정 속에서 의미의 심장성(深長性)을 키우며 배움의 의식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기에 의식소통이 지향하는 것은 서로의 생성이고 서로의 성장이며 서로의 상생과 서
로 배움이다.
배움학은 배움 본능의 인간들이 그들 스스로의 각자력을 가능성으로 발현하고, 의식소
통을 통해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독려하는 학문의 체계이다. 배움학은 사회적 동물로
서의 인간이 겪는 경험의 다양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배움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인 이
해를 체계화하는 학문이다. 배움학은 인간의 한 생애를 통해 반복적으로 혹은 누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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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배움의 과정과 활동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원리이자 이론체계이다. 배움학에서는
인간의 연령이나 신체의 장애, 그리고 성별과도 같은 차별은 중요하지 않다. 배움학에서
는 오로지 안건의 배움 욕구, 배움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배움력만이 중요하다. 그러기
에 배움학은 인간 개개인의 각자력과 의식소통력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철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인지과학, 문화인류학과 생물학을 엇지르고 가로지르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위
한 인간교육의 원형을 의미한다.

3. 개조력
배움학은 삶과 관련된 실질적인 학문이다. 배움학은 교육현상에 관련된 행동과학이나
정신과학에서 발견된 여러 원리들을 인간의 배움 현상에 적용하여 인간이 현실적으로 겪
고 있는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과 이론적인 설명을 만들어내는, 개혁과학
또는 이론교육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통합적인 학문이다. 인간의 배움 본능은 인간이
배우고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됨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 그로부터 한 인간이 살
아가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인간의 배움 본능을 학습자 스스로 개인적으
로 동시에 사회적으로 실현시켜나가는 원리를 제공해주는 배움의 원형이 바로 배움학이
다. 그러기에 배움학은 삶에 대한 의미와 삶의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며, 개조해가는 과정
이다. 그런 개조의 정도에 따라 세상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즉 의
미의 구성과 새로운 변혁적인 재구조를 통한 관점과 행위의 전환과 변혁의 과정일 수밖
에 없다. 왜냐하면 이해의 변혁과 경험의 개조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개인의
삶의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지성적인 지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각
자력의 실현을 통해 일상생활의 지혜를 익히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해 구성원들이
삶의 장면을 배우고 익혀서 서로의 의식소통을 통해 사회질서와 삶의 끊임없는 개조를
위한 종합학문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배움의 원형인 안드라
고지로서의 배움학이다.
안드라고지로서의 배움학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이
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개조에 있다. 배움에서 개조가 없다면 배우는 자의 삶은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개조는 단순히 행동이나 의미의 전환만을 말하는 것
이 아니다. 개조는 역사와 전통, 사회와 사회구성원 행위의 틀을 바꾸는 실용주의적 변화
를 요구한다. 배움학에서의 개조는 배우는 이의 의식을 새롭게 바꾸어 변화된 행동으로까
지 드러나게 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쓰임새 높은 실용학습이다.
개조는 단순한 인식의 전환과 그 속성이 다르다. 인식전환은 그저 의식의 변화과정에 초
점을 두는 반면, 개조는 변환과정 후의 변화된 행동이 취해진 그 다음까지도 포함된다.
개조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함을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며, 인식의 전환을 시도함과
동시에 그 사고의 결과가 실용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실현하는 구
체적인 배움의 노력이다. 따라서 개조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되고, 가치판단 후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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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된다. 더하여 개조는 예외 없이 개인 행위의 사회적 책무성도 포
함된다. 가치의 개입은 학습자에게 자기결단을 요구하기에, 학습자는 자신과 사회의 가치
에 대해 재고하게 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조로서의 배움학은 변화된 행
위와 의식을 경험하는 개인과 사회의 배움 성취와 실천방법으로써의 상호협동의 성취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배움학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개조와 사회개조를 위한 배움의 행위로 집약된다. 배움학에서의 개조는 개인에게 새
로운 의미를 자기의 삶에 통합시키거나 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도와준다.
더하여 개조는 단순히 개인적인 과정뿐 아니라, 사회적인 변혁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
한 양식으로 발생한다. 개조는 자기 스스로 또는 남과 더불어 자기충족감으로서의 자기행
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행위를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옛날과
는 달리 새롭게 자기의 삶과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요구한다. 문제해결과 인간관계의 확장
을 통해 사회참여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시에 그로부터 얻어지는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로 거듭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상황에 제대로 부합함으로써 새로운 쓰임새를 준
비하는 상생과 생성의 배움 과정이 개조이다.
배움학에서는 개조를 위해 획일적인 지식습득이나 정해진 문제해결방식의 단순성을 거
부한다. 지식의 쓰임새는 배우는 사람이 각자력에 따라 결정된다. 즉 어떤 내용의 지식을
습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하여 그 지식에 어떤 의미와 쓰임
새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개조를 위한 배움학의 내용은 개인과
삶,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와 관계있는 것들로 구성된다. 말하자면 일을 위한 교육과정, 품
격(品格)을 높이기 위한 과정, 자기 배움의 의미심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 사회참여 및
비판을 위한 과정, 그리고 포스트모던의 리터러시 교육과정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일
을 위한 배움의 과정은 사회경제적 체제에 대한 개인의 직업적 적응을 돕는 과정이다. 포
스트모던의 사회는 시장이 계속 변한다. 그에 따라 요구하는 지식의 질과 양도 변한다.
그 가치와 용도 역시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직업적 생존을 위해서는 탄탄하
게 구조화 된 개인의 핵심역량발달과 인적자원개발의 능력이 필요하다. 직장과 직업은 개
인에게 있어서 각자력 실행의 장이요 행위의 공간이다. 학교학이 배분한 협소한 선발 및
분배의 조건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더불어 민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신장시키기 위한 개조의 배움 과정이 필요하다. 배움학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구성하고 경제와 산업 원리를 이해해서 개인이 각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개조의 배움 과정은 개인이 남에게 드러나거나 보여주는 일정한
행동에 나타난 개인의 인격에 대한 범위의 격을 높여주는 배움의 과정이다. 품격은 각 개
인의 개성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각자력의 품격은 그 개인이 살아오며 습득
한 사회적ㆍ도덕적ㆍ예술적 형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개조로서의 배움학은 한 개인이 살
아오며 그 동안 잘못 배우거나 잘~못 배운 것들을 교정하고 더 배워서 스스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을 의미한다. 계속적인 자기배움의 과정은 자아탐구를 위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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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능 획득과 그 획득 방법을 익히는, 즉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을 의미한다. 인간의 배움은 본능이기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타인과 토론하고 공유하며
자신을 탐구한다. 동시에 자신의 창조적 가능성까지도 탐구한다. 자아에 대한 지식을 탐
구함으로써 개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각자성에 관한 가능성을 증명해가고, 자신과 환경
과의 차이를 적절히 융화시킨다. 결론적으로 배움학은 자아의 탐구를 통해 직업과 여가,
그리고 배움을 적절하게 구분짓고 다듬어 감으로써 개인의 환경적응을 돕는다. 즉 개인이
스스로의 여가를 배움으로 치환하고, 직업에서 좀더 능력있는 잠재력이 있는 각자력을 발
휘하여 자신의 내면세계에 접근함으로써 자신의 각자력을 전생애를 통해 개조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학문적인 체계가 배움학이다. 사회참여 및 비판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개조는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어지는 전제나 기정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사회문제의
속성을 파헤침으로써 문제해결을 제시하는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또
한 문제해결의사를 제시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운동에 참여하여 사회의 개조를 위한
실천행위를 몸소 체험하여 또 다른 가능성을 찾는 배움의 과정이다. 사회참여 및 비판을
위한 개조의 과정은 차이의 인정과 공동 문화의 정체성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이다. 개인
삶의 방식과 직업, 지역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의사소통을 넘어선 의식의 소통을 통해
사회개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격차를 줄여 나가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의 질을 높이는 교육의 과정이 이 범주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포스
트모던의 리터러시 과정은 단순히 문자문맹탈피의 교육과정을 넘어선 인간해방의 수단으
로써의 배움의 과정을 의미한다. 단순히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의 배양만으로 배움 본능
의 인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런 교육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결을 부드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의 리터러시 활동은 생활 친화적이어야 한다. 개조로서의
배움학이 추구하는 내용은 학습자 개인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 간의 차이를 넘어
상호 의식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학습자들이 교육에 내제된 권력과 이
데올로기, 문화를 인식하고, 이들 요소가 어떤 집단에게 어떤 방식으로 특권을 부여하는
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시민 스스로 사회 공동체 건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단하게 도와주는 교육의 내용이 바로 개조로서의 배움학의 주된
내용이다.

4. 배움학의 속성
배움학은 단순히 한 개인의 배움에 대한 각자적 또는 개인적인 뇌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두뇌개발을 위한 열린 공동체로서 이해해야 한다. 사회적 두뇌란 안 사회의 문화
를 익히고 전승하며 변형하고 개조해내는 인간 본연의 사회형성과 사회개조능력 같은
총체적인 사회현상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살 수
없다. 인간 특유의 집단 존속을 위한 배움으로서의 기술이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집단
존속을 위한 배움의 능력과 공동체 형성의 배움 능력을 인간의 사회적 두뇌라고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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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인간다운 위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배움학이라
는 전제에서부터 사회공동체학의 논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배움 본능에 기초한 배움학은 교육학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관점들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 우선 교육의 사회적 목적이 사회화에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화란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사회적 지식을 인지한 상태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정해진 내용이 있기에 정해진 공인기관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배움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사회질서를 위한 것인지, 계급간의 갈등에 관
련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지위집단간의 이해관계 대변에 관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
다. 사회화란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배움의 목적은 인간의 본능과
도 같은 배움의 본능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배움력의 배양이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
움력으로서의 각자력을 스스로 개발하여, 그 쓰임새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타인들과 더
불어 배우고 더불어 나누며 더불어 살기 위한 의식소통의 힘으로 바꾸려는 모든 과정이
배움학에서 말하는 배움이다. 그러기에 사회화와 같은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논리는 거역
할 수밖에 없다. 학교학자들이 중요시 하는 사회적 선발 및 분배의 기능도 배움학에서는
무의미하다.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교육이 인간을 학교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의 직업세계
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각자력에 근거하여 스스로 직업을 택하고, 지속적인 자
기주도의 배움을 통해 자신과 어울리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배움
학에서 말하는 인력자원개발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전수기능 역시 부정되어 진다. 학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지식이란 근본적으로 절대불변의 진리이며, 타자에 의해 구성
되어진, 모두에게 똑같은 가치를 주는 지식이다. 그러나 배움학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식은 인간적 지식이다. 인간적 지식은 인간의 구체적인 인식 아래 사물의 이치를 알게
하는 지식이다. 인간적 지식은 학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도덕, 예술, 종교, 각종 특수한 기술 등 모든 분야의 능력과 기술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식이 인간적 지식이기에,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평생학습적이며, 사회
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성향을 갖는다. 인간적 지식은 상황 부가적이고 상대적이다. 왜냐하
면 사회현상을 인지하는 방식이나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에 따라 지식의 가치나 쓰
임새도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적 지식의 주체는 자아, 즉 ‘나’이다. 나에게 쓸모 있
는 지식, 나에게 가치가 있는 지식, 나의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지식이 중
요함을 일깨우는 일이 배움학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교학에서 주장하는 지식의 의
미와 쓰임새로는 배움 본능의 인간들을 지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 더구나 교화로서의
지식, 권력으로서의 지식은 인정할 수가 없다. 배움학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
으로 쓰임새에 근거한 인간적 지식만을 인정한다.
인간은 유일한 존재이다. 똑 같은 사람이 없듯이 각자가 소중한 존재이다.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모두 다른 유전인자(DNA)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온전히 다르며, 서로가 각자적인 존재로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나름대로 고
유한 능력을 지닌 ‘최초의 인간’으로 살아간다. 인간의 지문만큼 인간 각자의 개인적인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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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가능성은 다르다. 그래서 ‘나’와 동일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아실현은
바로 이 전제 때문에 가능하다. 즉 모든 인간은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능성과 역량은 개인에게 있어서 다르다. 가능성이 다르기에 생기는 인간의 법칙이 인
간의 배움력이다. 배움학은 인간의 배움력을 중심으로 배움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쓰임새
와 사회적 효용성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실천성과 가치의 내재주의를
선호한다. 그래서 배움학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 그리고 관계의 확
장을 통한 의식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배움학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 즉 더불어 나누고 성취하는 공동체 삶의 질을 가꾸는 모듬살이 활동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국 배움학은 사회공동체 문제해결의 배움 활동과 실용적이고도 창조적인
공동체 문제를 해결을 도와주는 실용적인 배움의 활동이라고 정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배움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실용적인 쓰임새주의 활동은 삶의 장면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문제해결력, 예지일탈(叡智逸脫)의 배리(背理)성으로 무장한 창의력, 그리고 개인
과 공동체가 잘못 배우거나 잘~못 배운 실천적 지식을 교정하고 더 배워서 오히려 새로
운 삶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력(治癒力) 같은 것들이다. 그러기에 인간
이 매일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래서 필요하면 익히고, 익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현장
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하고, 기대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의 원인을 찾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어 성취감을 맛보는 손쉬운 배움에 대한 학문이 배움학이다. 동
시에 맞춤새 높은 개인의 능력, 차별화된 결과, 의미 있는 사회적 개조를 지향하는 새로
운 배움의 이론적인 틀 역시 쓰임새 있는 배움학의 본체가 된다.
배움학이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본화’를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교육자본의 축적과 연
관되어 있기에 교육자본은 인적자본개발의 토대가 된다. 또한 인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
는 각자적 생존과 생존방식은 인간을 둘러싼 인적자본의 개발문제, 사회자본의 축적문제,
그리고 교육자본의 확장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다. 한 나라가 원하는 인적자본의 개
발 가능성은 그 나라의 교육자본이나 사회자본의 총량과 비례한다. 그러기에 교육자본이
충분히 축적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면 인적자본의 개발은 그 만큼 더 용이해진다. 개인이
유별난 재능, 개별적인 가능성, 각자의 역량을 독특하게 발휘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로 모
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인적자본에 교육자본을 응용하는 방법이
인적자본 개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개별적인 에너지의 최적화된 가공을 위해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바로 배움과 배움의 활동이기에 인적자본의 가능성이나 질은 교
육자본의 품질이나 총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배움학의 실용성과 효용성
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란 교육자본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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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움학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이란 배움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함양하고 올바른 이해
와 발전적 수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비교문화적 성찰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기에 다문화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적(靜
的)인 상태가 아닌 동적(動的)인 상태로서의 문화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변형가능성이 중요하다. 인간을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족, 사회, 제도,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등으로 둘러싸여 있게 된다.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문화현상이자 배움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문화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
적 컨텍스트(Context)에서 생성되고 실행되며 동시에 문화창조와 변형을 위한 자기개조
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후기현대사회로 지칭되는 오늘날의 세계는 신(新)공생주의의 개념화와 더불어 지역 간
소통과 문화 간의 접촉이 활발한 시대이다. 이와 함께 크고 작은 사회들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동시에 국적이 불분명한 문화가 창조 또는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 문화집단에만 소속되어있지 않고 부단히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적 유목
민’들이 미래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즉 다문화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을 논함에 있어 우리는 두 가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하
나는 다문화교육이 국제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
문화교육이 다른 문화에 대한 교양이나 지식을 넓히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억지로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으나,
부분적일 뿐이다. 우선 다문화교육이 국가 경쟁력 신장을 위한다는 것은 자칫 지역문화와
세계문화,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나의 문화와 남의 문화를 이분법적
으로 경계 짓고 고착화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쟁은 우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단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양
식과 이를 즐기고 배우는 주체들에 대한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문화의 개념 자체를 역동
적으로 상호 주고받으며 상호 보완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다문
화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한 시
작으로 간주함이 더욱 옳을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타문화에 대한 소개와 이해, 내지는 지식의 축적으로 보는 관점 역시 위
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타문화에 대한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문화의 다양한 비판과 대안을 탐색하게 만드는 유용성에 더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특
정사회의 특정문화를 지극히 동경하기만 하거나, 극적으로 무시하기 위한 배움이라면 안
배운 만도 못하게 된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진국을 방문하면 주눅이 들
어 눈치만 보고 따라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극악한 폭
력성을 보여주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오류가능성을 드러내는 드라마틱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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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학에서 말하는 다문화교육은 기대들(ExPECTS)이다. 이 기대들의 힘은 자기개조력
의 힘이요, 미래에 대한 기대들의 힘이다. 배움학에서 말하는 다문화교육은 남/타자의 문
화를 경험(Experience)하고, 그것들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또는 부족한 것을 익히
고(Practice), 우리 나름대로 즐기며(Enjoy), 그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Creating) 힘이며, 그 새로움을 옳은 방향으로 똘레랑(Tolerάnce)하고, 그것을 자기 문화
의 다른 사람들과 의식소통을 통한 나눔(Sharing)을 하는 기대의 힘을 의미한다. 기대라
는 단어에 ‘들’이라는 복수형을 붙인 것은 그 기대는 단순히 단수형이 아닌 삶의 질을 향
상하기 위한 대한 기대, 삶의 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대, 삶의 깔을 돋보이게 해주는 기
대, 그리고 삶의 꼴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대 등 복수형의 기대를 의미하기 때
문이다.
다문화교육은 남의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문화를 비판하고, 잘못 배운 것이나 잘~못 배
운 것을 스스로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이용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
조해내는 힘으로서의 배움을 의미한다. 인간에게는 배움의 본능이 있고, 삶에 대한 애착
이 본능적으로 있기에 배움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다. 이미 세계 곳
곳에서 사회와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골드칼라(Gold Collar)족(族)은 배움학으로서의 다
문화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개조하고, 주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기에 배움학으
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이미 시작된 미래이다.

최 항 석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 교육학 박사
현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교직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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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7.

김연권 경기대 교수
(

-

)

다문화교육을 위한 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

박성혁 서울대 교수

-

(

)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강승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장
(

)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박관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담당목사
(

)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마석훈 새터민공동체 우리집 대표
(

)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김미화 어욘 오이까와

영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이론편
(

김연권 한용택
/

영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초등
(

김연권 경기대 교수
(

)

영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중등
(

한용택 건국대 연구교수
(

)

문학을 통해본 다문화교육

한용택 건국대 연구교수
(

)

)

)

)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김 연 권 (경기대학교 교수)
I.

머리말

다문화: 한국사회의 유행어
□ 사회적 이슈: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다문화교육, 다문화주의 등
□ 한국사회에 다문화가 이슈화 된 계기
- 2006년 하인즈 워드 신드롬
-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00만 돌파, 국내 인구 2%
- 각종 언론의 관심
- UN 등 국제기구: 한국 사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선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요인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
□ 외국인의 급속한 국내 유입 : 한국 사회의 인적 구성의 변화
-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 1990년 중반부터 농촌청년 장가보내기 운동이 시발점
- 외국인 근로자 그룹: 1993년도에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유입
다문화사회로의 추세
□ 외국인의 유입 현상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세계화 시대에서의 인적 교류의 가속화
- 노동력 부족: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 (1.08)
- 현재의 국제결혼 증가율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증가 추세: 2020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인구의 5% 정도 예상.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되돌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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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적 반응
□ 다문화와 관련된 논의와 활동이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이루어짐
- 각종 NGO 혹은 종교단체
- 여성계, 노동계, 지방자치단체
- 시도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문, 방송의 특별 기획 기사 및 특별 방송:
<표1> 4대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다문화 관련기사 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횟수
3
4
6
11
14
25
123 283

□ 정부 차원 대책
- 2004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산하 이민행정연구위원회 설치.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격상
- 2006년 4월 ‘결혼이민자종합대책’
- 2006년 5월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 2006년과 2007년 교육부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 2007년 7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
-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
□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다문화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도하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단일화될 전망.
강의의 목표
□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단일민족주의의 성격과 새롭게 변모하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성격을 규명
□ 다문화사회가 취하는 대립적인 두 방향, 즉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이념적 성
격을 언급한 후 선진 외국 다문화 국가들의 예들을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가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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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단일민족주의를 넘어 다문화 시민사회로

단일민족국가 대한민국
□ 국민교육헌장 세대: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준 한국어와 한글
□ 대한민국의 민족적 단일성 증거: 인종적 단일성뿐만 아니라 언어적 단일성
단일민족의식의 긍정적 측면
□ 한국, 베트남: 식민 상태에서 국가를 되찾기 위해 단일민족 의식을 활용
□ 단일 민족 의식의 발현: IMF 위기금 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 응원
□ 단일민족의식은 한국인의 내재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긍정적 힘으로 작용
단일민족의식의 부정적 측면
□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역기능
□ ‘단일민족국가’라는 것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님
□ 자랑스러운 국가상: 그 자체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
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국가
단일민족의식의 딜레마: 민주적 시민국가로
□ 단일민족국가 의식: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 후의 민족국가의 정체성 확
립을 위해 유용한 기제로 작용
□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단일민족주의 감정만을 고집할 경우 대한민국은 지구
촌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외톨이
□ 오늘날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
-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 ‘2008년 세계경쟁력보고서’: 55개 중에서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 수준’ 항목에서는 최하위, ‘이민법’ 항목에서는 54위
단일민족국가는 일종의 신화이다
□ 순수한 단일민족국가가 가능한 것일까?
- 엄밀히 볼 때 한국인은 인종적으로 순수하게 단일민족이라 볼 수 없다
- 단일민족은 생물학적으로는 허상
- 149 -

-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정착했
고 피도 자연스레 섞였다.
□ “우리는 단일민족이다”라는 명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화
□ 단일민족의 신화: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적 에너지의 결집 전략으로 탄생
- 근대의 한국의 단일민족주의: 일본 식민통치를 경험하고 주권을 빼앗긴 뼈아
픈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
- 슈미드 (2007): 한국에서 민족이란 용어는 1905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사용. 국토
와 국권을 상실한 이후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국혼’ 등 정신적 측면을 강조.
- 단일민족이란 용어는 1948년 손진태의 『국사대요』에 처음 등장.
과거의 한국 사회는 인종적으로 열린 국가였다.
□ 고대의 한국은 원래 외국인에 대해 매우 열려 있는 국가였다: 존 프랭클의 『한
국문학에 나타난 외국의 의미』(2008)
- 삼국시대에는 불교라는 세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인종이나
영토의 개념에 구속되어 있지 않았음
- 폐쇄적이었던 조선시대에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계는 유교적 보편가치 습득
여부에 다름. 즉 문화적 가치였지 인종 민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
□ 정수일 (2005): 인구 230명 명 수준이었던 고려 초기에는 중국, 일본, 말갈, 거
란 등지에서 17만 명의 외래인이 고려 땅에 정착해 이미 전체 인구 중 외래인
8.5%에 이르는 다문화사회를 이루었음
순혈민족주의를 넘어 다문화시민사회로
□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단일민족국가라는 순혈주의 배타성에서 벗어나 국제 사
회에서 당당한 경제, 정치, 문화 국가로 변화해야 할 때
□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갈 필요성
-민주시민의식: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 사회적 연대의식,
-이질적 문화를 수용하고 관용과 공존을 지향
□ 유엔인종차별위원회(CERD) 보고서
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 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
가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됨.
`순수혈통'과 `혼혈'과 같은 용어와 그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
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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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 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학교의 교
과목에 포함시킬 것과 이주노동자와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제거하는 한편 다른 민족이나 국가 출신자들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동등하
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포함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

□ 인종차별에 둔감했던 한국 사회
- 피의 순수성을 강조, 배타주의와 폐쇄성에 사로잡혀 타 문화 혹은 타 인종
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 단일민족을 자랑한다는 것은 곧 혈통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
- 이제 피의 순수성만을 자랑할 수 있는 닫힌 사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 과거 미군병사와 결혼한 여성들을 양공주라 비하하고 그들과의 자녀들을 튀기
라고 손가락질하는 등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
- 한국적 사고방식과 문화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혼혈인들은 한국사회의 이방인
으로 취급: 이러한 무관심과 차별 때문에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한국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 한국사회의 이중성
- 성공한 혼혈인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모멸의 대상에서 우상으로
- 하인즈 워드 어머니의 뼈있는 말
“한국사람 안 쳐다보고, 생각 안 하고 살아온 30년이었어. 내가 워드 데리고 한국 왔었다

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놈 거지밖에 안 됐겠지? 여기선 누가 파출부라도 시켜줬을
까?… 이제 와서 우리 워드가 유명해지니 관심을 참 많이 가져준다. (...) 혼혈아를 키우
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지금이라도 한국을 떠날 기회가 있다면 주저 없이 그
렇게 하겠어요”

□ 과거에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 되지 않았을 뿐 오늘날
의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문제: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새로운 한국인의 출현
□ 21세기의 한국 사회: 혈통 문제에서 극적인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급속도로 늘고 있는 국제결혼의 증가: 단일민족국가 아성이 깨짐
-결혼에 의한 외국인의 유입은 인종적 혼합의 가장 뚜렷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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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0
1994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90-2
007

<표2>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총결혼
건수
399,312
393,121
375,616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6,563,208

국제결혼
건수
4,710
6,616
12,188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318,936

%
1.2
1.7
3.2
5.2
8.4
11.4
13.6
11.9
11.1
4.8

외국인아내 % 외국인남편
건수
건수
619
0.2
4,091
3,072
0.8
3,544
8,054
2.1
4,134
11,017
3.6
4,896
19,214
6.3
6,444
25,594
8.2
9,853
31,180
9.8
11,941
30,208
9
9,482
29,140
8.4
9,351
220,262
3.4
30,744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
1
0.9
1.1
1.6
2.1
3.2
3.8
2.8
2.7
1.4

□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성별에 따른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총 결혼건수는 거의 변화가 없음
- 국제결혼건수는 꾸준히 증가: 국제결혼을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반증
- 1990년 까지 외국인 남편 건수가 외국인 아내 건수보다 훨씬 많음.
1998년부터 역전되기 시작.
- 과거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서 외국인 남성은 대부분 일본
이나 미국 등 선진국 남성과의 결혼이었음.
1990년 대 말부터 중국이나 파키스탄 등의 외국 남성 근로자와 한국 여성
의 결혼이 주류를 이룸
- 1998년부터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수가 외국인을 남편으로 맞이하
는 결혼보다 압도적으로 증가
- 2004년 이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 이상
- 2005년 최고조 13.4%.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
에 대한 비판 여론, 국적취득에 대한 정부정책 강화 등
- 결혼이주민 여성 출신국 순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 결혼이주민 여성은 자녀 출산에 매우 적극적 : 현재 한국의 젊은 층에 만
연되어 저 출산의 경향과 달리 높은 출산율
□ 한국 사회에서의 인종 혼합의 비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
-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가 110명을 넘어선 1980년-1990년 출생 세대
가 결혼적령기에 (2010년대) 이르면 국제결혼은 더욱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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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5년 (13,6%)의 국제결혼 부부의 출산을
통해 형성되는 자녀군: 2013-2015년에 초등학교에 진입. 최소 전체 취학
아동의 13%를 넘을 것. 한국의 초·중등학교 현장은 본격적인 다문화적 상
황을 피할 수 없다. (2006년 농어촌 결혼의 35.9%가 국제결혼)
- 2030-2040년이 되어 국제결혼 자녀가 결혼적령기에 이르면 한국 사회의
인종적 혼합은 확대재생산
□ 이런 상황에서도 순혈주의에 집착하여 이들을 혼혈인 혹은 튀기라고 차별화
할 것인가?
□ 혼혈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인간의 기본권 인정이 필요
한국인 혹은 한국 국민은 누구인가?
□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면 이주민은 스스로를 한국
인이라고 생각
□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경향: 아직
도 단일민족 의식에 젖어 ‘민족’과 ‘국민’을 동일 범주로 인식
□ 한국 사회에서 국민은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시민’이라기보다는 한민
족의 피를 지닌 사람으로 생각.
□ 민족과 국민 (시민)은 다르다
- 영어의 nation이 때로는 민족으로 때로는 국민으로 번역: nation-state: 국
민국가, nationalism: 민족주의
- ‘민족’과 ‘국민’은 흔히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민족과 국민은 엄연히 다른 것
□ 민족: 언어·종교·세계관·사회조직·경제생활, 그 밖의 생활양식 등 문화적 집
단을 의미
- 한민족은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받고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문화를 공유하
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 대한민국 국민 (4842만 명), 북한 주민
(2291만 명),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해외 동포
□ 국민 (시민)
- 대한민국 국적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한국국민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입양 또는 귀화를 통하여 국적을 획득한 사람
-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한국인과 한민족은 완전히 별개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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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누가 한국 국민인가?
- 하인즈 워드, 조승희, 위성미, 유승준: 한국인 혈통이지만 한국 국민이 아님
- 로버트 할리, 이다 도시, 귀화 외국인,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 한국 국민
□ 순혈주의를 숭상하는 단일민족주의자: 귀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 우리의 인종적 단일성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우려.
□ 그들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
-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 한국 사회의 오바마나 사르코지, 혹은 하인즈 워드나
축구선수 앙리로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함.
- 미래의 한국 사회를 더욱 역동적이고 강건하게 만드는 길. 다문화교육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
III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림길:동화주의냐 다문화주의냐

□ 피할 수 없는 다문화의 물결
- 한국 사회는 ‘이질적 문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이질적 문화를 다루는 방식 두 가지 방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1) 동화주의
□ 인종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
- 소수 집단은 주류집단 과의 차이 때문에 종종 차별을 받음.
- 주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종, 문화, 종교
적 소수자와의 차이에 매우 낯설어 하기 때문.
- 소수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주류
문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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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주의 (assimilation) 전통
- 대부분의 국가는 소수문화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소수문화를
다수문화 속에 흡수하거나 동화시킴
- 이민을 받아들이고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권한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
- 이민자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문화에 용해되도록
요구받음.
- 대표적인 모델: 미국의 용광로 (melting pot) 정책,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의 과거 정책.
2) 다문화주의
□ 한 국가 안에서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
화적 불평등을 없애려는 정책 목표.
□ 이민자에게 굳이 출신 문화를 버리고 주류 문화에 동화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출신 문화를 유지하도록 지원.
□ 대표적 다문화주의 국가: 캐나다, 호주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사전적 의미: “한 나라 안에서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
□ 그러나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분야에 따라, 학
파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그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다.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와 문화적상대주의 (cultural
relativism)라는 개념은 유사함
□ 문화적 상대주의
- 타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의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
- 아랍 여인의 차도르를 문화적한 형태로 인정.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존중하는 것.
- 극단적인 문화적 상대주의의 위험성: 이슬람 문명권에서의 명예살인
□ 다문화주의의 핵심
- 한 사회나 한 국가 안에 복수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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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
4) 다문화교육/국제이해교육
□ 다문화교육: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교육
□ 기존의 교과과정의 개편,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제공되는 과목과 가르치는 방
식이 소수집단과 다양한 문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국제이해교육은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에 주력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갈림길
□ 본질적인 이념적 차이가 존재
- 모두 사회통합을 추구하지만 그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름.
- 동화주의는 소수자를 새로운 자국민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 함
-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 혹은 문화 간의 불평등을 없앰으
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려함
□ 선택의 기로: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취해
왔는지 살펴본 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 모색
2.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를 오가는 외국의 다문화정책
1) 캐나다
□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으로 1971년 처음 채택한 나라
□ 문화적 다양성을 국가 정체성으로 표명하는 다문화주의정책을 구현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모자이크 이론을 배경
- 모자이크 이론은 소수 민족 문화를 용해시키기 보다는 각 문화를 살려내
화려한 모자이크 패턴을 만드는 다문화주의를 추구
□ 2001년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이후 막대한 예산 투입. ‘인정`과 ‘차별
철폐`를 위한 캠페인 전개, 소수민족 문화유산의 달 제정, 청소년교육, 민족
통계 수시 업데이트 프로그램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
□ 원주민, 이주민,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방향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캐나다는 가장모범적인 다문화주의 국가. (Kymlicka, 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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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종의 용광로 (melting pot) 이론에 의거
해 소수 문화의 백인 주류 (WASP) 문화로의 동화정책을 추구
- 공교육체제는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을 미국인으로 개조하는 사회적 장치였음.
- 외국의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다양성을 포기하고 미국의 주류 문화에 용해되어
새로운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음.
□ 강요된 동화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 호레이스 칼렌: 동화주의 (용광로 정책)에 처음으로 반기. 문화적 다원주의
(pluralism) 이론을 제기 .
- 196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된 민권운동, 여성해방운동, 베트남 반전 운동 등과
더불어 새로운 다문화주의 이론의 대두
□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다문화주의: ‘용광로’ 정책에서 ‘섞어 놓은 샐러드(tossed
salad)’로 방향이 변함.
□ 미국 내 소수 인종들은 각기 다른 인종들의 결속을 상징하는 무지개 연합
(rainbow coalition)’을 주창하기도 함: 서로 다른 색들의 수평적 공존
□ Affirmative action의 시행으로 소수인종 우대정책 실시.
3) 호주
□ 동화주의 (백호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 1973년 다문화주의 채택.
- 1989년 호주 정부는 '다문화의 호주를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발표.
- 2000년 어젠다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의 호주를 위한 위원회 설치
- 2003년 ‘다문화의 호주: 다양성 안에서의 통합’으로 발전.
- 2007년 동화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하워드 정부는 잠시 다문화주의 폐기
- 2008년 다시 다문화주의로.
4) 프랑스
□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강탈하여 건국한 신대륙 국가나 호주와는
역사적 배경이 다름
-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 오랫동안 민족주의적 전통
-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산업발전과 전후복구 과정에서 노동력의 부족
- 1970년 대 까지 외국인 노동인력의 이민을 적극 추진: 이민자 수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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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6.2%에 해당하는 총 340만 명
- 대체로 포르투칼과 스페인 등 인접국가와 이전의 식민지 국가, 특히 튀니
지, 모로코,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출신국 (마그레브 Maghreb) 출신
- 오늘날 한국 사회에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처럼 프랑스인이 꺼려하는 3D
업종에 종사
□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 이주민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하
나의 가치, 즉 프랑스 공화주의에 용해시키기 위해 동화주의 정책을 추구
- 오랫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임: 1998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 축구대표
팀은 모두 이민자들 가정 출신- 프랑스 동화주의 정책의 성공의 상징물
□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실패:
- 프랑스 전체 인구 5000만 명의 10%에 해당하는 이들은 종교적 이질성과
프랑스인들보다 2배나 높은 20.7%의 실업률에 시달림
- 프랑스 정부가 내세우는 정교분리 원칙으로 공립학교 안에 모든 종교적 냄
새를 지우는 속세주의 정책으로 이슬람 이민자들의 분노 표출:
- 2005년 11월 프랑스 도시 전역에서 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마그레브
출신이 일으킨 폭동으로 분출. 그리하여 그동안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온
프랑스식 통합모델이 본질적인 위기에 부딪침
□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변화
- 일체성만을 강조했던 동화주의를 탈피해서 일체성을 유지하되 이민자 그룹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고유함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다
문화적 통합정책을 추진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
-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처럼 소수인종에게 교육과 직업의 기회 우선권 부여
정책 도입
5) 영국
□ 미국이나 호주와는 달리 이민 국가는 아니지만 영연방 제국 시대에 세계 각
지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유입된 까닭에 오랜 기간 동안 다문화사회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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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다문화주의가 우세한데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
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소
수자를 적절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
□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의 영국 정부는 소수 민족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
고 소수 민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과 인종 간의 격차와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다문화 관련 국가 전담기구인 Future of Multi-Ethnic Britain을 개설
□ 다문화주의적 정책 기조는 2005년 7월 런던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에 의해 실
패에 봉착한 것처럼 평가
- 영국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 심각한 차별을 느끼며 좌절과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시
- 점점 이슬람 극단주의를 향하고 있음
6) 독일
□ 프랑스와 유사
- 1960년대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력으로 충원되기 위해 집중적으로 독일에
유입:
- 독일의 총 인구 8200만 명중 800만 명이 외국인이다. 그 중 25%인 200만
명 이상은 터키계.
□ 독일 정부는 독일에서 태어난 이들 2세대에게 교육과 참정권을 제공하는 등
사회통합적 정책을 펼쳐옴
- 터키계 주민들은 자신 만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이슬람식 생활방식을 고집.
□ 독일의 외국인 정책도 점차 퇴행하고 있는 양상
- 2004년에는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1950-1960년대에 터키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해서 논란
- 당시 총리인 슈뢰더는 “이민자들은 기독교 문화에 바탕을 둔 독일 문화에
동화해야 한다.”고 말해 엄청난 논란.
7) 일본
□ 단일민족국가라는 자부심이 강한 일본: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진입.
- 2005년 등록된 외국인 수가 200만 이상. 등록되지 않은 외국국적의 이방인
수까지 합할 경우 약 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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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결혼 건수의 5.5%가 넘는 숫자가 국제 결혼. 그 양상은 한국과 비슷.
다문화가정의 지속적 증가.
□ 소수문화의 정책: 동화주의에서 점차 다문화주의를 지향
- 소수 문화 출신자들을 위한 일본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 소수 문화의 특성을 존중.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 외국인에게만 일본 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인들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을 지향: 소수민족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없애고 상호
문화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정책
추진.
8) 외국 다문화정책의 특징
□ 캐나다만이 다문화주의의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
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음
□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은 최근의 이슬람권 출신의 테러 때문에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대세는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음
□ 프랑스나 독일, 일본의 예가 한국의 다문화 정책 수립에 이정표를 제시
3. 다문화주의의 장점과 한계
□ 다문화주의의 장점
-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기초. 동화주의보다 윤리적 차원에서 우월.
- 역차별의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소수민족과 여성의 교육기회와
고용에 있어서 차별철폐 조치인 Affirmative Action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향한 긍정적인 조치
□ 다문화주의가 대세
- 단일문화주의가 19세기와 20세기의 유산인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유산이
라면, 다문화주의는 21세기의 글로벌 사회와 부합하는 진취적인 개념
- 다문화주의 사회는 더욱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고양된 사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질적 집단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적 단결과 통합이 실
현되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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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의 세계는 혼종의 세계
- 동질성의 신화가 아닌 다양성의 공존과 융합을 통해서만 진정한 창조적 능
력이 배가
- 미래의 국가 비전은 이러한 창조적 다양성에 토대를 두어야 함
- 최재천: 우리의 시대는‘혼화 (混和)의 시대’로서 문화가 섞이고 피가 섞이고
있는 시대이며 세계는 거대한 혼혈인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 21세기는 혼종이 위력을 발하는 시대
- 타이거 우즈: 아프리카와 태국, 그리고 미국이 섞인 혼종
- 오바마: 케냐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의 피와 문화의 혼종의 결실
- 요요마: 파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계 미국인. 자신의
풍요로운 음악적 세계는 바로 다국적 감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토로.
□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 벨기에, 인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수많은 다민족·다문화 국가들은 여전
히 이질적 문화의 사회적 통합 혹은 융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테러와 반목
등으로 끝없이 시달림.
- 9.11 사태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다문화주의를 수정하는 움직임
□ 다문화주의의 한계
- 공동의 문화가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도 잠복.
□ 순기능적 다문화주의를 위하여
- 다문화주의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공동
의 문화를 어떻게 창출해내는가?
- 다문화이론가인 라즈 Raz: 교육을 통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상호 인정
과 관용의 전통을 구축하고 서로 문화집단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체
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공동의 문화를 창출
4.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어디로?
1)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 과거의 한국
- 이주민의 다양성보다는 그들을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 함.
- 혼혈 아동들은 대부분 정체성 혼란에 괴로워하며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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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한국 정책: 다문화주의의 옷을 입은 동화주의
-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본 취지
“다문화가족의 범주를 혈연 중심으로만 묶지 말고, 혼인이 아닌 형태의 이민자 가족, 즉 한국인

과 혼인하지 않은 채 귀화한 경우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자기 출신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전문기술자나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에 귀화한
경우이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는 문화적 갈등을 겪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에서 문화적 갈등을 겪을 수
있고, 그 자녀들의 양육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
에 동화시킬 필요가 있다.

- 교육부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대책』: 다문화주의를 “민족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라고 정의하고 다문화주의 입장을 취함
· 국제결혼 자녀와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
· ‘아동의 권리에대한국제 협약’과 ‘UN아동권리위원회권고’에 따라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개정
불법 체류자 자녀의 경우에도 합법적 체류 근로자와 동일한 공교육 혜택

·
- 문화관광부 (2008.1.8): 다문화정책 추진방향 발표: 기존의 차별을 배제. 동화주
의 입장을 넘어서서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문화다양성 존중
2) 정책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나 실천적 차원에는 동화주의가 지배적
- 표명된 정책과 실천과는 괴리
- 달리 다문화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화주의 발상이 우위
-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느냐 하는데 집중.
3) 타국의 사례에서 미리 배울 점
□ 한국 다문화사회 특징
- 국가의 태동부터 다인종 이민국가로 출발한 미국이나 캐나다 보다는 민족주의
전통의 바탕 하에서 타문화를 받아들인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국가와 유사
□ 프랑스와 독일 다문화사회의 현실
- 이슬람계 이주민과 유럽인과의 사회통합이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건 동화주의를
채택하건 쉽지 않음.
- 이슬람계 이주민: 주류 사회와의 통합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만의 주거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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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집하는 경향. 자신의 정체성을 이슬람이라는 종교 속에서 찾고 있는 경
향.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유럽 국가의 근원
적 문제
□ 한국 다문화의 현실
- 1960-1970년대의 독일과 프랑스처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 한국은 연수생 제도를 통해 외국인 단순 노동력을 활용하는 비교적 엄격한 노
동 이민 정책을 통해 이들의 한국 사회에의 영구 거주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
음. 그 점에서 한국의 사정은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와는 다름.
- 한국의 인구학적 구성에 있어서 주목대상: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국제결혼가정.
-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나 그 자녀는 대부분 한국인으
로서 한국 사회에 정주화 가능성. 이들의 수효는 확대 재생산.
- 유럽 국가가 겪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종교적인 갈등 위험은 적음
- 언어와 생활방식에서 야기되는 갈등이 매우 심각한 편.
□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델 개발 필요성
- 다문화 사회에서 동화주의를 채택하건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건 완전한 사회통
합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움: 필요에 따라 절충형 모델 개발이 필요
- 한국에 온 외국 이주민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부족
-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이들에게 폭넓은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성
- 외국 출신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학습 기회와 한국문화 이해 교육의 기회를 넓
히는 것은 동화주의 발상이라는 비판가능성.
- 그러나 한국어 교육이 그들의 고유한 언어와 생활방식을 훼손하지 않는 한 그
것을 그들의 인권과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
- 내국인 역할: 이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 이주자에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생
활방식을 존중해주며 또한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 상호주
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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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
□ 차별과 편견으로만 대할 경우 소수 인종 집단이 새로운 사회적 소외계층을 형
성하여 심각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우려
□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버리고 다인종·다문화를 인정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성
□ 마르티니엘로 (2002): 다문화주의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
- 1단계 온건한 다문화주의: 이주민의 음식, 의상, 축제 등 문화적 교류 단계
- 2단계 정책적다문화주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보완 시도하는 단계
- 3단계 강경한 다문화주의: 법적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관념과
태도를 바꾸는 단계
□ 현재 한국사회는 1단계를 넘어 2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3번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다문화사회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생겨나게 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
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더욱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창조적
인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다문화사회를 단지 구호로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혼융, 상호 침투, 공
생의 실천을 통해 여러 인종과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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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을 위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 성 혁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1. 들어가면서
법적 환경의 근본적 변화
 세계화, 인권보호의 보편화 현상(전통적 국가주권, 국민, 국경 개념의 약화)
 국제적 이주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과 이주민 문제(인권 보호, 사회 통합)
 한국 :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전통적 법체계의 한계

전 세계적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 그로 인한 국가간 인구 이동과 물적 교류의 증가로,
이제 세계화 현상과 인권보호의 보편화 현상은 시대적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
통적인 국가주권, 국민, 국경 개념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 이주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그리고 이들을 자국사회로 통합하는 문제가 개
별 국가들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인권보호의 보편화 현
상 그리고 국제적 이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라는 세계적 추세는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급증,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990년 4만9천명에서 2008년 12월말
현재 체류외국인 116만 명, 불법체류외국인 20만 명 등 총 136만 명으로 약 27배가량 증
가하여 전체 국민 인구의 2.7% 내외에 이르고 있다. 이런 증가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체류외국인의 유형도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등으로 다양화되고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려는 숫자도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정주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의 건수는 1991
년 5,000여건(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7년에는 38,491건(총 결혼건수의 약 11%)으로
7배 이상 확대되었고 특히 농어촌지역은 총 결혼건수의 약 40%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는 폐쇄적 순혈주의를 주장하기 어려
울 만큼 다문화사회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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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정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법의
관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법적 지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법체계는 국민 국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구
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 국가의 관점에 의하면,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이며, 그렇지
않는 ‘외국인’은 조약과 국제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
정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법적 지위를 형성하기에는 국내에 단기 체
류하는 외국인 가정,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심지어 새터민까지, 또 그 속에
서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너무나 대단히 다양한 유
형을 띠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유형이 어떠하든 결국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기존의
국가 법 체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결국 국민
국가, 주권국가의 개념에 기초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온 전통적인 법체계로는 해결하
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
한다면, 국민과 외국인 개념에 기초한 기존의 법체계는 어떤 형식이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보면, 다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가정과 직접적 ․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살펴
보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문화교육에 관한 논의를 교육영역 내부로 제한할
경우 다문화교육 대상자들이 놓여있는 특수한 사정과 다문화교육의 법적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탁상공론 또는 제도적 기반이 약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일관된 체계가 없이 파편적으
로 존재하고 있어 법적 지원과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 상호 충돌하는 경
우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문화가정 관련 법령들을 살피고 더 나아가
다문화교육의 지향에 기초하여 이들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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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다문화가정과 헌법
 민족주의 가치 강조[전문, 제9조]
 기본권의 주체성을 ‘국민’으로 한정
 조약 ․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인정[제6조 제1항]
 외국인의 법적 지위[제6조 제2항]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제10조]
 문화국가의 원리[전문]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9조에서 “민족의 단결”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적 의무로
강조하는 등 민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의 이런 민족주의적 경향은 우리 헌법
만의 경향이라기보다는 1945년 이후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들의 일반적
경향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
다. 이는 주권국가, 국민국가를 기초로 하는 헌법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한정
하고 있지만, 제6조 제1항과 제2항2)을 통하여 조약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국제법규에
대하여 우리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를 두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국제법규 가운데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
고 있으며 외국인의 법적 지위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제10조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처럼 성격상 ‘국민’의 권리로 한정하기보다는 ‘인간’의 권리로 인
정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라
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천명하
여 문화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 볼 소
지가 있다.

2) 제6조[조약 ․ 국제법규의 효력 ․ 외국인의 법적지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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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과 국제법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다수의 국제규약 가입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미가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년 비준)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미가입)

우리나라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약에 다수 가
입한 상태다. 예를 들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1990년
비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1990년 비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84년 비준), 아동권리협약(1991 비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92
년 비준)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국제법규 가운데 이른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권리보호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되
어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약은 2003년 7월부터 발효한 국제법규로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까지 광범위하게 보장
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체류노동자 2세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하지
만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인력송출국가
들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산업선진 국가들은 불법노동자의 조장과 이행에 따른 비용부
담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UN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이
협약이 주요 국내법과 충돌해 현 단계에서는 협약 가입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현재 이 조
약은 국내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로서 역할하지는 못하고 있지
만, 보편적 법원칙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국제법규로서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조약은 주로 다문화가정 2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제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는 1991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다. 이 조약 제2조에는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
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인종, 피부색‥‥‥민족적, 인종적 출신‥‥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들
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8조에는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그 부모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를
이유(불법체류자)로 그 아동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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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육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문화교육에 관련되는 국제법적 기준으로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을 들
수 있는데, 이 협약은 1960년 12월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총회
에서 채택되었고 1962년 5월 22일에 발효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들은 헌법 제6조 제1항[“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에 의하여 국내법화 할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승인된’의 의미를 두고 공식적으로 가입하거나 협약을 체
결한 경우로 제한해 해석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비록 직접적으로 모든 국제법규
들이 국내법화 될 수는 없겠지만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들
을 참고하여 한계를 넓혀가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6조 제2항의 ‘외국
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된다’는 조항 역시 외국인의
권리의무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고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근본적 이념을
살려 해석의 폭을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가정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정과 국적법
 속인주의(혈통주의) 원칙
 외국인의 국적취득은 원칙적으로 ‘귀화’를 통해 가능
 혈통주의와 귀화절차의 완화
①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확대(1997년 개정)
② 간이귀화요건 완화(2004년 개정)
 근본적 한계 여전(이주노동자, 혼인의 경우)
 최근 경향 : 귀화 요건 강화하는 추세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처음 만나는 지점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종합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과 대한민국의 구성원 자격을 규정한 국적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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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적법은 헌법 제2조 제1항3)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속인주의(혈통주의) 원칙에 따
라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4). 국적법의 이런 원칙은 이주민 통합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는데,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로는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원칙적으로 부모의 혈통을 기준
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중동 산유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
다. 한편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를 절충하는 방식, 즉 거주지주의를 취하는 국가로 독
일5), 프랑스6),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헌
법과 국적법 체계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한국인 부모를 둔 ‘미
성년의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인지’를 제외하면 귀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연히 현재 우
리나라의 법제도 하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국적 문제는 ‘혈통주의와 귀화절차의 완
화’를 통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97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국적부여 방식을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확대하여 혈통주의를 완화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국
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완화하였다.
구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하려면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
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2004년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파탄된 경우와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를 간이귀화요
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귀화절차를 완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국적법도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혈통주의를 완화
하거나, 귀화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이주노동자 가정까지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출생지주
의까지는 아니라 해도 거주지주의 정도로는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혼인의 경우 따
로 귀화 허가 없이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등 간이귀화요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다만 최근의 경향은 국적 부여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추세로서, 우리나라도
2008년 귀화 요건으로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등 귀화 요
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한 바 있다.
3) 헌법 제2조 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4)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 취득 방식은 출생, 인지, 귀화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가운데 인지는 한
국인 부모를 둔 ‘미성년의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예외적인 유형이다.
5) 독일의 개정 국적법(1999) :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 모 가운데 한명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14세 이전에 독일로 이주한 경우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 취득 가능, 부모의 국적동시 보유 가능(2중
국적)
6) 프랑스의 개정 국적법(1998) : 외국인이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은 11-18세 사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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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과 출입국관리법, 기타
 외국인 개념의 준거[제31조 제1항]
 외국인 정책의 부분적 변화(영주권제도, 2002)
 결혼이민자, 재외동포에 대한 영주권 신청 자격 완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지위 강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근본적 한계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인정 절차
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본법이다. 그러므로 출입국관리법은 다문화가정
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 법률 제31조에 의하면 90일 이
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에서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는 ‘외국인’의 기준을 여기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
법은 외국인에 관한 준거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다문화교육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점의 하나는 경제 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어느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영주권제도]을 신설하였다. 영주권 제도는
국가의 구성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다문화가정을 통합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외
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주권 취득 자격(2년)은 완화하
면서 체류기간을 장기적으로 허용(3년, 연장 가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 일반
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국내 거주 기간 5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3년 한도의 단
기 체류를 원칙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다문화가정에게는 영주권 제도의 실효성
이 없다.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른 선택의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귀화를 통해서만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귀화 요건마저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
적으로 까다롭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원천적으로 요건을 갖추기 어렵도록 차단해놓
은 현재의 국적법 및 출입국 관리법 체계는 다문화가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근본적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논의가 보다 풍부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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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가정과 교육 관련법
다문화가정과 교육 관련법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일반조항(교육기본법 제4조)
 외국인 자녀의 학교입학절차 간소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교입학 허용
 실효성 문제 여전

일반적으로 이주민 2세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적의 문제’와 더불어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나라는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로 국제아동권리
협약이나 이주노동자협약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자격(F-1)을 부여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경우 질
병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기타체류자격(G-1)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문화가정 2세들은 이러한 신분의 불안 뿐 아니라 교육 기회에 있어서
도 직접적으로 많은 제한을 겪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2005년 5월 현재 취학
연령대 외국인 자녀(7세 이상 18세 이하)는 17,300명으로 추정하며 이중 외국인학교 재학
생 7,800명을 제외하면 국내학교 유입 가능인원을 약 9,500명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불과 1,57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926명의 외국인 자녀들
은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다문화가정 2세들의 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현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4조7)에는 ‘인종’ 등
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규정으로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부모의
체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는 하지만, 국내법과의
충돌과 절차 정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2000년까지 취학 연령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은 학교 교육을 받을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인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
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실효
성이 없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1월에 UN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강화하였다. 즉 2003년부터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라도 전월세
7)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교육의 기회균등)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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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6년 6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8)을 다시 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간소화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불안한 신분 상태로 인해 학
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며, 특히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는 현재 본
국자녀를 입국시키는 사례까지 증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런 교육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이기도
하다.
5. 다문화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다문화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3년)
 근로기준법 제5조 :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9)
 사회보장기본법 등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처음 만나는 지점이 국적, 체류 등과 관련
된 법률이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나는 법체계는 교육,
근로,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다문화가정의 건강과 복리
와 관련된 법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법률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가족의 유지․
발전, 가족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동 법
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됨은 분명하지만, 이 법률은 다문화가정 구성원 가운데 국적을 취득
한 사람,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은‥‥‥출입
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외국인등록사실 또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서류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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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문제들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률로는 2003년에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법률에 의하여 그 동안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수
급되던 외국인고용을 ‘고용허가제’로 전환하여 3년의 취업 기간을 보장하였으며, 아울러
동 법률 제22조9)와 근로기준법 제5조10)에 의하여 국내 노동자와 같은 노동3권을 부여하
였다. 그리고 2003년 이 법률을 제정하면서 경과조치로 국내에 있던 불법체류자를 합법
화한 바 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정부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제도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이 가능
하게 되었다. 다만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3년의 취업활동 기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체결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사용자가 외국
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노동부 고용지
원센터에서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이 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가지고 출국했다가 1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 취업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률
의 제정 후에도 ‘본질적으로 단기체류정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문
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체결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또한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하
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법 등이 시행 중이다. 사회보
장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급부 행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이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다만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8
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구체적 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 하도록 하고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두
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외동
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근로기준법 제5조[처우균등]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
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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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주민투표법(2004년) 및 공직선거법 개정(200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기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o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우리 사회에 대한 통합은 참정권의 부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
다. 즉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
득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국가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국민
주권의 원칙에 모순되는 본질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근대 국가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정치적 권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헌법 원칙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24조(선거권)와 제25조(공무담임권)에
서 참정권은 모두 ‘국민됨’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관련 개별 법률들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선거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
여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1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
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법 제22조는 당원의 자격에 관하여 외
국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31조에서는 외국인의 정치 자금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정
치활동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는 국민이라기보다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
즉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투표법 제5조와 공직선거법 제
15조에서는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주민투표법 제5조)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공직선
거법 제15조)에게는 예외적으로 주민투표권과 주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피선거권은 없다.
그 밖에도 다문화 가족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법률로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20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8)’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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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은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포함)의 적응 지원, 상호 이해, 사회통합
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 4조에서는 국가가 외국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외국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그리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에 대한 국어교육, 제도 ․ 문화교육, 보육 및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조
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다문
화가정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률은 여전히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다양한 출생, 문화적 배경,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수용
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의 동화를 전제로 한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
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3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내용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에게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
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문화이해교
육과 홍보,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 ․ 산후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보육 ․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다만 이 법률은 적용 대상을 결혼이민자 가족과 귀화 허가를 받은 가족으로 한
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 사회에의 동화를 전제로 한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8)’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결혼중개업’(신고제)과 달리 관
할 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직업교육 이수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
보험 가입 기타 국제결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
률은 형식적 직업교육, 낮은 처벌 규정, 피해 입증의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
로 보인다.
그 밖에 다문화가정의 지원, 다문화교육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률(안)으로
현재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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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강 승 호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장)

Ⅰ

.

들어가는 말

1. 결혼과 이주
우리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주는 인간 역사에서 계속된 주제이다. 국가의 성
립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렵활동의 시기에 사냥감을 찾기 위한 이주로부터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나은 땅을 찾아 떠난 이주까지, 또한 중세의 이주는 항해술의
발달과 함께 대륙을 이동하는 이주가 있어왔다.
현대의 이주는 1970년대 이후부터 국가 간의 무역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민자
가 발생하였고, 노동력의 유입을 통한 노동자의 이주현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와 같은 현대의 이주는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이주의 세
계화'이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대륙내의 이주를 떠나 대륙 간의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넘어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
째는 '이주의 가속화'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제 이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가 끝난 이후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현상이다. 국가 간의 장벽
은 이미 허물어진지 오래이며, 생산품 거래를 넘어 인력, 자본, 금융, 기술이 이동하며 자
연스럽게 진행되는 현상이다. 셋째는 '이주의 차별화'이다. 국가들이 동시에 이주의 여러
가지 다른 유형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국가 간 외교관계에 따른 이주는 물론 고학력기술
자들의 이주, 다국적기업 임직원들의 이주, 단순생산직 인력의 이주, 가정부 또는 노인수
발자들의 이주, 결혼을 위한 여성의 이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 넷째는 '이주의 여성화'이다. 이는 여성의 이주 참여 증가와 함께 여성 이주의 특수
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성의 이주는 남성의 이주와는 달리
출신지역, 출신국가의 문화를 전도하는 영향력을 지닌다. 또한 결혼을 통한 이주는 유입
국가의 2세를 출산하며 새로운 문화형태를 발생시킨다. 다섯 번째는 '이주의 정치화'이
다. 곧 국제이주는 전 세계 국가들의 국내 문제는 물론 양국간, 지역간 국제 정치 관계에
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11)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영향력이 '오바마'를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영향력으로 작용하였다.
11) 정명조(2006), 새로운 탈출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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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다섯 가지 현대 이주의 특징 중에서 '이주의 여성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현상이 바로 혼인 이주이다. 혼인 이주는 아시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국제 결혼 현상의 결
과로 증가하였는데, 노동 이주는 아마도 혼인 이주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왜냐하면 노동 이주는 지역민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
다. 일본, 대만,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일본인 남성
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 중에서 4.7%를 차지한다. 대만은 2004년 현재,
외국인 배우자의 수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대만 전체 외국인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이다. 한국에서 증가하는 국제 결혼은 일본, 대만에 비해 비교적 최근의 현상
이며, 이들과 다른 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의 절반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Asian Migration News, 2005년 7월 15일자)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결
혼의 증가 현상은 그들을 같은 국민으로 인정하는 사회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의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아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전지구적인 이민현상의 한 부분으로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
른 순차적인 발생현상으로도 볼 수 있어 다각적인 접근과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
된다.
가. 결혼이민의 현상
(1) 국제결혼의 세 가지 유형
국제결혼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보면 20세기 초 '사진신부'(picture brides),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신부'(war brides, military brides 또는 GI brides), 그리고
1970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으로의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s)가 있
다.
첫 번째 유형인 사진신부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 중국, 한국
인들이 몇 장의 사진을 보고 고국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초청한 것으로, 고국 땅의 여성도 남편이 될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멀리 하와이로 또
는 미국본토로 태평양을 건너간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인종차별적인 미국
의 법이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서, 유럽으로부터의 이주자를 제
외한 멕시코인이나 아시아인들은 미국 내 백인과 결혼할 수 없었으므로, 고국으로부터 여
성을 불러와 결혼을 하였던 것이다(Schaeffer-Gabriel, 2003: 177-178). 그러므로 이는 국
가를 건너간 국제결혼이기는 하나, 같은 민족 내 결혼이었다. 이러한 사진신부 현상은 역
사적인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해외 이주민 사회에서 주로 남성 이주
민들이 고국에서 신붓감을 찾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Tha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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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인 전쟁신부 또는 미군 아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그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가리킨다. 이
유형은 결혼이주로서의 인종 간 결혼, 국제결혼의 효시이나, 그들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주자가 아니라 가족 재결합을 위해 남편을 '따라가는 자'(동반자)로 이해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한편, 송출국에서도 그들 여성을 기지촌 매춘여성의 결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세 번째 유형인 우편주문신부란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국가 간 이주를 부추
기는 현상으로 중매기관이 상업화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 규
모에 비해 이 역시 매스컴의 선정적인 또는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주목만 받았지, 학계로
부터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매스컴은 물론 시민단체와 일부 여성주의 학자들은
우편주문신부를 제3세계 여성들이 경제적인 동기에서 또는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
위장 결혼자'로, 또는 상업화된 국제중매기관의 '희생자', 또는 국제적 인신매매의 '희생
자'로 묘사해 왔다(O'Rourke, 2002: Perez, 2003 등).12)
(2) 아시아 국제결혼의 현황
전 지구적인 국제결혼의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결혼의 세 가지 유형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송출국과 유입국이 계층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에서 발전국(developed country)으로의 유입이 정형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아메리카의 경우 남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으로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의 경우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대만
내 외국인 배우자의 인구 분석 현황 상위 6개국이 베트남(약 75,886명), 인도네시아(약
26,202명), 태국(약 9,259명), 필리핀(약 6,111명), 캄보디아(약4,506명), 일본(약 2,482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3)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2005년 기준 총 33,115건의 국제결혼 중
에서 중국인과의 결혼이 35.2%, 필리핀인과의 결혼이 30,9%, 남북한을 포함한 한국인과
의 결혼이 18,3%, 태국인과의 결혼이 4,9%, 그 외 브라질, 미국, 페루, 영국의 순으로 나
타났다.14) 한국의 경우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2009년 5월 기준 법무부 발표 자
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민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한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
자는 총 125,934명으로 이들 중 한국계중국인이 35,126명, 중국인이 33,587명, 베트남
29,163명, 필리핀 6,161명, 일본인 4,991명, 캄보디아 2,790명, 몽골 2,311명, 태국 2,087명이
며 이후로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12)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 미래인력연구원
13) 简慧娟(2007)，臺灣外籍配偶照顧輔導政策和措施 (대만외국인배우자지원정책) 수원 : 경희대학교
14) 小川恭子(2007), 神奈川県の 外國籍県民に 係る 政策に つぃて (가나가와현 외국국적 현민과 관계되
는 시책에 대해) 수원 :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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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왜 이주하는가?
이주는 전형적으로 더 나은 삶의 추구와 결합되어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력의 이주
와 혼인을 통한 이주는 모두 같은 목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이주
는 저개발 국가들에서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1) 경제적 관점
경제적 해석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를 거치며 발전하여, 경제 개발 과정에서 국내 이
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고전적인 경제학에서 노동 이주는 저개발 지역과 개발 지역 사
이에 차이가 나는 상태(예를 들어, 임금 격차)를 “평준화”하는 구조로 이해되었다. 노동력
의 이주는 노동력의 공급과잉이 된 지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로써
출신지역에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임금은 증가한다. 반면 목적지 국가에서 노동공급이
증가하자 임금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저개발 지역과 개발 지역 사이의
노동이 평준화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동 이주는 임금 격차가 사라지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저개발 지역과 개발 지역 사이의 노동이 평준화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
며, 1970년대 신고전주의 관점은 노동이 평준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
적인 노동의 이주를 개인의 행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임금과 생활 수준에 차이가 날
때, 개인 이민들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지역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저개발 지역과 개발 지역 사이의 노동이 평준화되지 않는 현상을 구조
적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2) 구조적 관점
구조적 관점은 신고전주의적 접근법의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람들을 이주하게 만드
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설명한다. 이는 불균형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대신
에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동기 부여나 인적 자본은 이주 실행의 중요
한 요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주하도록 이끌거나 강요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이주를
불균형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으로 여긴다. 구조적 해석에는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다.
곧 이중 노동 시장 이론, 종속이론, 그리고 세계 체계 이론이다. 이중 노동 시장 이론은
산업경제가 이민들을 필요로 하며,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국 내에 자국민을 위한 1
차 노동시장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을 형성시킨다.
종속이론과 세계체계이론으로 이주를 해석하는데, 개발된 중심부와 저개발 주변부 사이
의 불평등 관계에서 저개발 국가들은 개발된 국가들에 원료와 시장과 노동을 제공하여
개발된 국가들의 개발 과정을 떠받쳐준다고 해석한다. 이로써 세계화는 자본주의 사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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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국가의 발전을 위한 저개발국가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구조로 진행되는 과정이
라고 이야기한다.
(3) 사회적 관점
인간은 선택을 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한 경제적 관점과 인간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의 구조적 관점 사이에서 1990년대에 이민
연결망 이론이 등장하여 두 관점을 연결 지었다. 이민 연결망 이론은 중도적인 분석을 제
시하였다. 이 분석은 합리적 선택/경제적 관점이 제시하는 미시적 차원의 분석과 구조적
관점이 제시하는 거시적 차원의 분석 사이에서 한 중간에 자리를 잡는다. 더군다나 이민
연결망 이론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경제적 접근법들이 소홀히 다루었던 새로운 관점(곧
이주를 사회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사회적 자산의 일부로서의 이민은 사회화 과정을 거쳐 이민 연결망을 이루게 되고, “친
척, 친구, 출신 공동체의 유대를 통해 출신 국가와 목적지 국가의 이민들, 이주 경험자들,
비이민자들을 연결하는 인간 유대의 집합들”로서 작용한다. 시간이 흘러 더 많은 이민들
이 똑같은 자취를 따라 같은 목적지에 이르면, 이민들과 출신 공동체의 잠재적 이민들 사
이에 더 많은 연결이 생겨난다. 이러한 연결망을 통해 이민들은 정보와 자원을 확장하고,
잠재 이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주의 위험은 줄어들고, 이주 문화가 발전하게 된
다.15)
혼인을 통한 이주는 초기에는 경제적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 관점을 통한 이주로 이어지게 된다. 일례를 들면, 초기에 혼인을 통하여 이
주해 온 결혼이민자들이 국가별로 집단을 이루고, 집단 내 연결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나면 출신국가로부터 자매, 친구, 부모와 형제를 초청하여 공동체를 확
장하는 사회화를 진행시킨다.

Ⅱ

.

결혼이민자 및 국제결혼 가정 현황

1. 결혼이민자 가정 실태
가.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1) 국내 결혼이민의 역사
15) 정명조(2006), 새로운 탈출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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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의 국제결혼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국제결혼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로부터 여러 민족의 침략을 받으며, 그
럴 때마다 여러 민족과 정략적이든 자발적이든 국제결혼을 해왔음을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몽고의 침략과 일본의 수탈로 인해 원치 않는 결혼과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
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해방 이후 민족사적 관점에서 국가의 전략적인 경
제개발을 위한 동원체제의 구축을 위해 단일민족주의, 순혈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적 통합
을 꾀하였던 사실에 비추면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래에 들어 단일민족주의와 순
혈주의를 포기하며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에 그의 포기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는 사실이다.
일본의 수탈 이후로는 주로 미군 주둔시기의 전쟁신부를 통한 미군과의 결혼이 있었으
나 대부분의 미군남편의 귀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는 극소수에 불구하였
고, 본격적인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90년대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부터
이다. 통일교는 이미 70년대부터 국제합동축복결혼이라는 행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주도
하였으며 현재 국내 체류 대다수의 일본인처가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으로 유입되었다.
1990년대 여행자유화와 함께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외국에 대한 시선이
개방되었으며, 그리고 19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동포의 입국이 시작됨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진 농어촌 지역에서는 국내에서 신부감을 찾지 못한 농촌 총
각들이 중국동포와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IMF 구제금융 도입 이
후 심각해진 소득격차로 인해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남성들마저
도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업체가 생기면서 국제결혼의 수는 더욱 증가하
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아시아에서의 한국
의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한류열풍으로 인한 각종 드라마와 영화가 동남아시아로 전파됨
으로 인해 2002년 이후의 결혼이민자는 더욱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유입되기 시
작하였다.
그러던 증가세는 2007년 3월, 중국동포를 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제16)의 실시로 인
해 중국동포들의 입국이 개방되자 국제결혼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들과
의 혼인율이 감소함에 따라 국제결혼의 비율을 감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의 국제결혼 비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결혼의 최대인원이 중국
동포인 것이 현실이다.
16) 방문취업제(H-2비자)는 중국과 구소련 등 해외동포들에게 취업 기회와 한국 왕래 문호를 넓혀주기
위한 제도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련 법률"의 실질적 시행정책으로써 국내 친족․호
적이 있는 동포는 자유로운 한구 입국 및 취업이 가능하며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에게도 제한적으
로 한국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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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아래의 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로 2009년 5월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은
121,168명이며, 국내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거주비자(F-2)를 소지하고
있는 인원만이 통계 인원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제결혼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이 통계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인원이 국내에 국제결혼을 통해 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국제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2009년 5월말 현재 (단위:명))
출신국가
전체 체류자
한 국 계
중 국 인
중
국
베
트
남
필
리
핀
일
본
캄
보
디
아
몽
골
태
국
미
국
우 즈 베 키 스 탄
러
시
아
기
타

인원수
125,934
35,126
33,587
29,163
6,161
4,991
2,790
2,311
2,087
1,563
1,439
940
5,776

여자
110,645
28,654
30,374
29,011
5,993
4,486
2,780
2,268
2,046
494
1,391
896
2,252

남자
15,289
6,472
3,213
152
168
505
10
43
41
1,069
48
44
3,524

아래의 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총 국제결혼 건수 및
구성비율의 자료로 각 연도별 국제결혼의 건수를 알 수 있다. 〈표 1〉과〈표 2〉를 통해
보면 국제결혼자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국제결혼 총 건수와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의 누
락분이 국제결혼 이후 국내체류를 하지 않고 있는 인원과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인원을
포함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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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전망

(단위: 건, %)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9,266 2.4
3,182 0.8
8,054 2.1
4,134 1.1
5,775 1.6
4,795 1.3
7,304 2.2
5,015 1.5
10,006 3.1
5,228 1.6
11,017 3.6
4,896 1.6
19,214 6.3
6,444 2.1
25,594 8.2
9,853 3.2
31,180 9.9 11,941 3.8
30,208 9.1
9,482 2.8
29,140 8.4
9,351 2,7
186,758 5.1 74,321 2.0

국제결혼
연도 총 결혼건수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7 388,591 12,448 3.2
1998 375,616 12,188 3.2
1999 362,673 10,570 2.9
2000 334,030 12,319 3.7
2001 320,063 15,234 4.8
2002 306,573 15,913 5.2
2003 304,932 25,658 8.4
2004 310,944 35,447 11.4
2005 316,375 43,121 13.6
2006 332,752 39,690 11.9
2007 345,592 38,491 11.1
1997 3,698,141 261,079 7.1
∼200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표 3〉은 연도별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의 증가추세를 알 수 있는 표로 2007년 방문취
업제 실시 이후 결혼이민자의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3〉연도별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 현황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원 25,182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2,173
증감률
- 37.8% 27.9% 28.5% 31.4% 25.0% 17.7% 10.7%
(3)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현황
국제결혼의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데 총 이혼건수가 별반 차이 없이 유지되는데 비해 외국인과의 총 이혼 건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 이혼 대비 구성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율이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율에 비해 높은 것
은 잘못된 정보와 결혼중개업의 상업화로 인한 국제결혼이 증가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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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 혼 건 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인과의 총 이혼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3
1.3
2.4
3.3
5.0
7.1
증
감
298 1,236
878 2,002 2,548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감 률
7.9 13.2
2.5 23.8 33.7
(4)경기도 결혼이민자 현황
경기도 지역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증가세와 국적별 현황에서 전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
이며, 전국과 비교했을 때 국제결혼 건수나 총 혼인건수 대비 구성비 모두에서 전국에 비
해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다. 또한 전국의 국제결혼 현황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
가 발생하는데 경기도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공단과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
어 전국 현황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다.
경기도 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의 국적별․지역별 현황을 보면 아래〈표 5〉와 같이 나타
나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부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공단 지역인 안산이었다.
안산을 제외하고는 대바분 대도시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의 순으로 거주 외국인 부인의 수가 많았다. 외국인 남편의 경우 역시 외국인 부인의 현
황과 같이 공단 지역인 안산을 필두로 주로 대도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표 5〉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의 국적별․지역별 현황(2006)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중국 동포 성남(845) 안산(736) 수원(668) 부천(555) 고양(504)
외국인 중국 한족 안산(668) 수원(550) 부천(455) 고양(303) 시흥(255)
부인 베트남 안산(166) 수원(128) 성남(117) 시흥(106) 용인(100)
일본
고양(142) 성남(139) 남양주(110) 이천(102) 부천(94)
17) 정기선(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수원 : (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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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몽골
태국
전체
중국 동포
중국 한족
외국인 방글라데시
남편 파키스탄
전체

부천(57)
부천(53)
화성(65)
안산(1,879)
성남(148)
수원(108)
시흥(24)
부천(28)
안산(327)

안산(41)
안산(41)
부천(48)
수원(1,606)
안산(141)
안산(108)
안산(18)
안산(18)
수원(309)

남양주(38)
성남(30)
포천(30)
성남(1,483)
수원(109)
부천(73)
남양주(17)
성남(16)
성남(272)

성남(36)
의정부(30)
수원(25)
부천(1,438)
부천(85)
평택(40)
부천(17)
파주(13)
부천(264)

평택(35)
고양(29)
안산(22)
고양(1,209)
안양(70)
고양(37)
수원(15)
의정부(13)
고양(205)

이러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생황의 어려움
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부인들이 느끼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거주기간에 따라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6〉을 보면 '언어문제'의 경우 거주기간이 짧은 집단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나서 2년 이하 거주자의 경우 48.0%가 언어문제를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
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표6 > 거주기간별 외국인 부인이 느끼는 한국생활의 어려움
24개월 25∼60 61∼120 121개월 전체
이하
개월
개월
이상
언어문제
48.0
33.1
26.3
15.5
34.3
한국(문화)이해
14.9
10.6
13.1
11.6
경제적 어려움
7.4
17.1
19.4
31.0
16.0
외국인에 대한 차별
5.4
11.4
6.9
8.6
8.2
취업 관련 어려움
7.4
3.7
6.9
5.3
비자 및 국적취득
5.9
6.9
7.4
1.7
6.3
남편, 시댁과의 갈등
4.0
6.1
3.4
1.7
4.4
자녀양육(교육)문제
4.5
7.8
14.3
27.6
10.1
기타
2.5
3.3
2.3
13.8
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02
245
175
58
680
즉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부인들의 7.4%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국생활의 어려움으
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의 31.0%가 '경제적 어려움'을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18) 이러한 결과는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18) 정기선(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수원 : (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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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다기보다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거주기간이 긴 사람들이 비해 상
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또 있다. 현재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
로서 등록된 외국인배우자 중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국민의
배우자(F-2-1비자 소지자)가 2009년 3월 현재 총 8,732명이라는 점이다. 이 숫자는 국민
의 배우자 총 인원 대비 7.0%에 이른다.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미등
록,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미등록이 되는데, 이들의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결혼이민자들의 체류와 관련된 법률적
인 정보의 부족과 다른 하나는 결혼의 진실성을 포함하지 못한 국제결혼이라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 만난 대부분의 미등록 결혼이민자들의 상당수가 가정폭력 또는 성격차이 등
결혼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비자의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가출
을 통하여 결혼생활의 장애를 피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의 진실
성과 관련하여 몇몇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사회에 대한 단순한 경제활동의 기회 획득
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종종 목격된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해
미등록이 된 결혼이민자들은 단순히 미등록 상태라는 불리함을 넘어 이주여성의 인권침
해에 상당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 또
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가출이라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의 안
전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이는 미등록이라는 이중의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
은 것이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유업으로써 신고제로 운영되던
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시민단체와 이주여성지원 단체들이 자
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영업
이 가능하도록 한 허가제를 제안해왔으나 2008년 6월 15일부로 국회에서 국제결혼중개업
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되어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등
록제란 기존 자유업으로써 신고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지만 엄격한 자격을 규정
하는 허가제와는 달리 이미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등록하여, 교육
을 이수하기만하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어 국제결혼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5) 국제결혼 관련 제도의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한 제도의 변화 이외에도 현재 결혼이민
자들과 관련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2008년 9월 22일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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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
정한데는 그 수적인 증가와 함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써 점차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시
작한 사회분위기도 한 몫을 했다. 기존 결혼이민자들을 이주 여성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지원한 수준을 넘어 이들을 다문화가족으로써 결혼이민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이들
과 결혼한 한국인남성은 물론 그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옮겨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2008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156개 국가 중 155위이며, 일본의 출산율 1.27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
율은 대한민국을 고령화국가에서 고령국가로 넘어가는데 큰 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회분
위기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과 추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수를 파악하는 일보다 더욱 어렵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겨우, 대부분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
로 별도의 통계자료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결혼의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자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51.6%가 국내에서 출산하여 자녀를 약육
하고 있으며, 48.1%는 향후 출산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
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내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810명을 대상으로 한 2006년의 조사「경기도내 국제
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자녀의 16.6%가
1세 이하의 영아, 29.6%가 2∼5세의 유아, 12.5%가 6∼7세의 미취학아동, 15.2%가 8∼13
세의 초등생, 4.9%가 14∼19세의 중고생, 3.8%가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의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취학하는
시기인 2010년 이르면 취학아동의 10%에 이르는 아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일 것으로 추
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설동훈의 연구에 따르면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다.19) 이러한 원인은 국제결혼 가정의 경제적 계층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19)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 미래인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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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국제결혼 가정
의 절반이 넘는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국제
결혼 가정이 저소득 빈곤층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를 양육
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높은 양육비용과 사교육비를 들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교육 중도 탈락률도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과 다른 아동들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년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미진학 또는 중도 탈락률은 9.4%이고, 중학교 미진학 또한 중도 탈락률은 17.5%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닌 학생의 중학교 미진학 또는 중도 탈
락률 1.1%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은 수치이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설동훈, 2005)와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한 조사(오성배, 2005)의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가정의 경제
적 어려움 보다는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뿐만 아
니라 취학 전 가정교육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
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다보니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 상태가 늦고,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 취학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었다 (오성배, 2005). 가정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른 아동들보다도 공교육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공교육으로의 접근 기회를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이 자녀 교육의 상당 부분
을 담당함으로써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 발달 정체와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유
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교육의 출발점에서부터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20)

Ⅲ

.

맺는 말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와 전 세계적 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이주현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도 2007년 8월 외국인 백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인종사회로 진입하
는 기준인 인구의 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우리 인구의 2.5%가 소수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현황이다. 결국 우리 사회도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사회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은 여전
히 긍정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왜곡된, 뿌리깊은 '단
20) 오성배(2007),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의 성장실태와 개선방안탐색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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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는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시켜 그들이 주
유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며, '사대주의'로 인한 왜곡이 출신국가가 다른 다
문화가정에 대한 이중 잣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등은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소외계층의 형성은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 시켜 소외계층을
인종집단으로 묶어 더욱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초기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사
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미국, 호주, 유럽 등의 다인종사회가 겪었던 인종간의
갈등, 사회의 양극화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들의 강점을 살려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로
인해 폐쇄된 우리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내어 다문화주의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바탕
으로 평화적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강승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16-360-8851, xavier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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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박 관 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담당목사)

Ⅰ. 다문화사회 한국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 변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다문화, 다민족’일 것이
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된 외국인노동자들과 1990년대 들어 증가추
세인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들과 그 가정의 자녀 등 한국사회 인구구성의 변화를 지칭
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한국사회 인구구성의 변화는 관련 법과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2004년 9월
출입국관리국 산하에 이민행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5월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로 지위를 격상, 개편하는 등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적, 기구적 변모
를 꾀한 바 있다. 2006년 5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노
동자,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배우자 등 외국인정책(이민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
획을 수립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법](2007년 7월 시행)과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9
월 시행) 등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이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듯 한국사회도 우리가 미
처 의식하지 못했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에 대해 근본적인 의식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
점이다. 아무리 다문화 사회라고 주장하고 인식해도 한국어가 유창한 몽골아이가 친구들
이 싫어할까봐 몽골사람임을 감추는 한 우리의 다문화는 생색내기 구호일 뿐이다.
지금은 우리의 의식과 제도상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점검할 때이다. 이주민에게 우리 사
회 각 분야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고, 또 이를 당연시 여기는 사회여야 진정한 다문
화, 다민족 사회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 오마바의 대통령 당선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어
바인 시장에 당선된 한국인 이민1세대 강석희 씨를 주목하는 이유도 이것을 가능케 하는
미국사회의 단면을 보기 때문이다. 한국이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의 의식
이 단순히 구호에 머물지 않고 이처럼 모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을 때 진정한
출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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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
1. 이주민 체류현황

가. 국적별 체류자 비율
구 분
총 계
중국21)
한국계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인도
러시아
호주
영국
미얀마
독일
기타

총체류자
1,150,755
567,421
391,810
121,109
88,428
47,146
40,158
33,276
31,089
28,158
25,987
21,417
18,913
15,778
11,862
10,211
8,302
7,528
6,724
8,812
5,734
5,017
3,713
3,449
40,523

<표1>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960,908
189,847
479,421
88,000
365,745
26,065
117,256
3,853
73,273
15,155
34,668
12,478
26,906
13,252
32,685
591
17,840
13,249
23,054
5,104
25,095
892
13,385
8,032
18,384
529
13,416
2,362
4,506
7,356
7,003
3,208
7,496
806
5,393
2,135
4,920
1,804
7,082
1,730
5,623
111
4,971
46
2,239
1,474
3,401
48
32,891
7,63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2009.5.31)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①중국, ②미국, ③베트남, ④필리핀, ⑤태국, ⑥일본, ⑦몽골, ⑧인
도네시아, ⑨타이완, ⑩우즈베키스탄, ⑪캐나다, ⑫스리랑카 등의 순으로 중국은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인 방문취업제 및 결혼이민자, 미국은 재외동포 및 주한미군, 베트남과 필
리핀 그리고 태국 등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의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1) 한국계 중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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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류외국인 증감추세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8년 2월
‘09년 2월
증감률(%)

총계
381,116
491,324
566,835
629,006
678,687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40,701
1,150,755
0.9

다.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표2>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168,950
211,151
210,249
271,362
229,648
322,451
252,457
357,340
437,954
218,426
468,875
259,464
485,144
236,958
631,219
249,542
765,746
266,011
854,007
263,402
840,714
263,009
879,573
226,708
4.6
-13.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2009.5.31)

[그림1]

51~60세

61세이상

20세이하

152,611명
13%

83,251명
7%

58,955명
5%

21~30세
318,924명
28%

41~50세
231,058명
20%

31~40세
307,796명
27%

라.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표3>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265,967 31,983 266,060 12,863 22,779 36,220 19,405 21,027
879,573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35,776 52,942 5,089 15,188 19,507 48,507 11,913 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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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력 도입제도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한국은 사회전반의 걸쳐 민주화
진전과 함께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도시의 대공장을 중심으로 노동조건의 개선과 함께 노
동자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대기업과 영
세기업 간 노동조건의 악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영세기업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
식변화가 더해지게 되었고, 영세제조업, 건설업 등은 3D업종으로 분류되어 취업을 기피하
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내 중소영세업체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해
중국, 동남아시아의 나라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가. 고용허가제
2004년 8월 17일부터 시자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 (노동부)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근로자 신
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 문제에 있어서 사업장 변경에 대한 것은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다. 사업장 변동 문제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관련 사항들을 고용주 중심으로 만들
어 놓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해 사업장을 먼저 나올 경우22) 고용주의
이탈신고만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현재의
고용허가제의 체계이다.
나. 방문취업제
방문취업제(H-2)의 기본 내용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내취업을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5
년간 취업을 보장하되 업종의 선택권을 크게 넓힌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 연고나 호적
이 존재하지 않는 동포들의 경우 쿼터가 설정되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송출비리나 송출
사기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방문취업제가 가진 가장 민감한 사안은 동포들의 건설분야 취업이 늘 경우 국내 건설
분야 노동자들과의 마찰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는 4월 1일 이후 입국한 중국동포
들은 건설업 취업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동포와
비동포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
1991년 11월 도입,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기술·기능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겪게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기업이 고용한 현지인들의 기능향상과 개발도상국에 대
한 기술이전 등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내
업체에서 기술·기능을 연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23)
22) 이는 단순히 사업장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몇몇 송출국가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는
분노의 표현이다.
23)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법무부, 199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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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기술연수생제도(산업연수생) 제도
위에서 설명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해외에 투자한 기업의 현지인 고용 노동자만
이 들어오는 제한적 제도였기 때문에 국내의 중소영세기업의 인력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산
업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을 편법활용, 사업장 무단이탈, 임금체불, 인
권침해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2007년 1월 외국인력 도입을 ‘고용허가제’ 로
일원화 하면서 폐지되었다.

Ⅲ

.

2008년 상담현황

1. 상담유형별 현황
유 형 별 상담통 계(총1863건)
기 타
10 %

산업재해
3%

임금체불
21%

출입 국
12%

법률지원
2%

구직상담
15%

폭행,사망
2%
교육상담
6%
가정상담
6%

의료상담
14%

교통,사기
1%

국제결혼
6%
국적상담
2%

2008년 유형별 상담(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그림2>

2. 국가별 현황
국적별상담내역(총1863건)

중국
62%
기타국가
2%

인도네시아
1%
태국
1%
스리랑카
1%

한국
12%
캄보디아
1%

필리핀
3%
러시아
베트남
1%
2%

우즈베키스탄
1%

몽골
4%
방글라데시
7%
파키스탄
1%
인도
1%

2008년 국가별 상담현황(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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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형별로 본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1.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이나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 있다. 임금체불
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격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일부 사업주들은 돈을 받으
러 온 외국인이나 상담소의 직원들에게 ‘법대로 하라!’, ‘경찰서에서 만나자’는 등의 반협
박으로 일관하거나 실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체포시키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많은 수가 불법으로 체류하
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구두상으로 약속할
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의 근로
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근로의 대가만큼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례1]
중국동포로 불법체류 중인 김계숙(66세)씨는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에서 무와 배추를
수확하여 가락시장으로 보내는 일을 하였다. 2006년 6월~2007년 2월까지 8개월 10일간을
일하면서 임금은 127만원만을 받았다. 현재 603만원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실정이다.
김계숙씨는 아주 마음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본 센터에서도 인정하는 사람이
다.
그러나 일한 농장의 사업주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
려는 의지가 없었다. 김계숙씨는 할 수 없이 고소장을 나주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장은 오히려 업무방해의 혐의로 김계숙씨를 맞고소한 상태이
고 피해금액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할 당시에는 없었던 절도죄
(50만원과 구두)로 고소하였다.
현재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합법체류자인 조카를 대리
인으로 보냈지만, 오히려 찾아간 조카를 폭행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김계숙씨에 대
한 맞고소는 나주경찰서에서 무협의라는 당연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노동부 근로감독
관도 김계숙씨의 주장을 믿어줘 ‘603만원 체불금품확인서’를 보내주었다.
[사례2]
중국동포 김은남(39)씨는 열 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와 누이를 잃었다. 고아라는 손가락
질을 받으며 살아 왔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고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답
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김은남씨의 ‘코리안 드림’은 농장주의 발길질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김씨는 2001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밀항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메
추리 농장에서 매월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03년부터 일했지만 대가는 참담했다.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지만 5년간 받은 돈은 고작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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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농장 주인의 폭행이었다. “불법 체류자라는 처지여서 마땅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추방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 했습니다. 주인은 이웃 사람들
앞에서 잘해 주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벌레 취급했습니다.”
이런 김씨의 주장에 농장 주인 A씨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손사래를 쳤다. A씨는
“월급도 넉넉히 주고, 동생처럼 챙겼다.”면서 “지난 1월 딱 한 번 때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가리봉동의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에 누워 있는 김씨는 누가 봐도 한 번 폭행당
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핼쑥한 얼굴에는 영양실조를 앓는 그의 몸상태가 그대로 묻
어났고, 빈혈 탓에 손톱이 다 빠져 나갔다.
현재 김은남씨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쉼터에서 사건처리와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2. 산업재해

한국어와 한국의 물정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그 누구보다도 높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
이 영세업체, 3D업체, 공해유발업체라는 점이 이들이 재해를 당할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이들을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없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경우도 없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일정 시간을 교육받고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은 업무상 필요한 한국어를 숙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도 충분히 교육
받지 못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발생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안전장치 미
비- 대부분의 산재사고의 원인이었다. 2) 안전교육 미흡-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이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취업 1시간 만에 산재가 발
생하기도 했다. 3)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1일 평균 10~12시간 노동, 13시간 이
상 노동도 비일비재하고 야간작업만 전담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적지 않은 근로조건은 이
들의 산재발생을 부추기도 한다. 4) 한국어교육미비- 언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안전수칙이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사례1]
외국인노동자들 중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의 이슬람국가에서는 지금도 형법에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했을 경우 지금도 작두로 손가락 등
을 자르는 형벌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팔이나 손가락이 잘리면 그는
평생을 처벌받은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살아가야만 한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네팔 등의 대부분의 나라가 수저나 포크 등을 사용하지 않
고 깨끗하다고 하는 오른 손으로 식사를 한다. 한편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고 물 한컵을
준비해 들어가 뿌려가며 더러운 손이라고 하는 왼손으로 밑을 닦는다. 손이 잘린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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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한손으로 밥도 먹고, 또 그 손으로 밑도 닦아야 하는지 생
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걱정을 접하게 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회사측에서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꺼린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합의를 본다 할지라도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하곤 했다.

3. 출입국, 국적회복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출입국과 관련된 일들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외국
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출입국 직원들에게 단속이 안되도록 일을 하고 있고, 단속의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업주들은 여권 압류가 문제되고 있는데, 외국
인노동자들이 그 직장을 이탈해 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압류하는 것이다. 중국동포의 경우
는 국내 입국의 문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비해 많이 열려있다.

4. 사기와 횡령

한 해 동안 사기와 횡령에 관한 상담도 적지 않았다. 사기와 횡령 등의 상담이 증가한
원인의 대부분은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본국에 있는 친척 혹은 가족을 무리하
게 한국으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다. 실무적으로 사기와 횡령의 개념을 구분하
기가 쉽지 않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사례1]
중국동포 박정옥(64년생)씨는 1998년 밀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2008년 4월 18일 처
음으로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다. 박정옥씨는 3년간 가락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4,300만원의 돈을 모았다. 그러던 어느날 사장이 비싼 이자를 줄테니 돈을 꿔달라고 해서,
차용증없이 1,000만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후 두달은 이자를 잘 주었고, 돈을 더 빌려달라는 요구에 나머지 전재산 3,3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기한이 다되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돌려줄 수 없다는 화답뿐
이었다. 현재 법원에 민사재판 중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그 사장은 중국동포 L씨
뿐만아니라 여러사람에게 총 1억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5. 성문제

사업장내에서의 성희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
위,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사례는 많지 않으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는 교육과 더불어 주거를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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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소규모의 일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불법체
류자의 경우 단속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사례1]
2006년 3월 8일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천안, 아산지역
일부 농장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한국인 업주나
동료들의 성노리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가 발표가 ‘랑칸’씨의 사례는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33세의 랑칸
씨는 태국 여성으로 임신 7개월의 만삭을 앞 둔 여성이었다. 랑칸 씨는 1년 전 천안시 성
환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했다. 일하는 초창기부터 사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성폭
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장은 성상납을 요구했다. 때로는 하혈을 하는
데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 임신이 되었는데 사업주는 계속 성폭행을 했고 임신 7개월로 배가 눈에 띠게
불러 오자 50만원을 주며 낙태하라고 강요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한 랑칸 씨는 여
러 차례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안 동료들은 미혼모 시설을 가든지 차라리 귀
국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랑칸은 눈믈을 흘리면서 원망에 가득 차 한국을 떠났다.(대한
변호사협회 2007 인권보고서 내용 중)

6. 사망

외국인노동자들이 작업장 내에서나 혹은 그 외의 경우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업무수행으로 사고(과로사 포함), 상해로 인한 사고, 병사, 자살, 교통사고 등이
있다.
이런 우려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 중국동포는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못에 발이 찔렸지만 병원에 갈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소독도 한번 받지 못한 채 파상풍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외국인노동자는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면서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현재 시신송환의 경우 이슬람권 노동자들의 요청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권 노동자들이 시신을 송환하는 이유는 이슬람문화로서는 신자가 사망하면 화장할
수 없고 반드시 땅에 묻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1]
프라스틱 사출공장의 천정 지붕 속에 창문도 하나없이 만들어진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화재와 유독가스를 피하지 못하고 세명이 온통 숯덩이처럼 타버린 방글라데시
인 세명 모타레브, 굴짜르, 화룩의 처참한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루에 3구의 장례를
치루어 시신을 방글라데시로 보내고자 비행기를 기다리며 김포공항 화물청사에서 세찬
눈발 속에서 허무하게 허공을 응시하던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공사 바타차야씨와 그 직원
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무엇일까? 과연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
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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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권, 폭행과 사고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는 그들의 불안한 법률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불법외국인노
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존재한
다는 사실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미등록 불법외국인노동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져 강제출국 당하게 되는 것을 두
려워해서 신고를 못하고 있다.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작업장내에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폭행은 외국인노동
자들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사업주, 관리
자, 한국인동료 등에 의한 폭행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폭언과 비속어 사용 등
은 많은 공장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거친 현장 문화에서 기인한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폭언과 비속어를
듣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받는 심리적 상처는 결코 작지 않다.
폭언에 대한 통제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한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의 경우 욕설을 매우 싫어하는 점을 널리 교육, 홍보하여 그렇지 않
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1]
나의 이름은 라흐만.
1999년 이후로 이곳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지하에 있는 한 평 남짓한
창고에서 지내고 있다. 퀴퀴한 지하실 특유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함께 지
내는 이들과 먼지 낀 조화 몇 송이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 내 정확한 거처는 지하 창고
벽면의 나무 받침 위다. 나는 7년전 한국인에 의해 살해당하고 유골함에 넣어진 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라흐만이다.
내가 한국땅에 온 것은 세상 누구도 부러워할 나이 스물일곱. 그 좋은 나이에 홀로 타
국에 부천에 있는 한 정밀공장에 취직했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다른 외국인노동자들
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1개월 월급 90만원을 받은
후 나는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내가 나가는 것을 막았다. 그
때 나를 만류하던 한국인 회사 동료가 나를 마구 폭행했고, 바닥에 쓰러진 나는 그 후로
다신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한국인 동료는 이미 사망한 나의 손과 발, 그리
고 머리를 무자비하게 토막내고, 나의 몸을 드럼통에 넣은 다른 휘발유를 뿌려 불에 태웠
다. 그것도 모자라 충청북도 진천의 한 야산에 토막난 내 몸을 파묻었다.
나의 고향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라 화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슬람권 사람
들이 타국에서 사망한 경우, 모든 시신은 화장을 하지 않고 방부처리를 한 다음 항공편으
로 수송하게 된다. 그러나 나의 조각나 불타버린 몸은 이미 너무나 참혹했고, 또한 방부
처리도 어려운 상태라 부득이하게 화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가족과 방글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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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사관 측의 반대, 그리고 나의 종교적 믿음과는 상관없이 한 줌의 재로 남게 되었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화장한 시신은 받지 않겠다”고 해서 1999년5월 이후
부터 이곳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지하 창고에 머물게 된 것이다.
나의 죽음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
졌다. 유골함을 들고 이곳을 찾는 유족들은 3개월 이내에 유골함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한
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유족들은 그리 많지 않다.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들(한국 사람들은 이들을 중국동포 혹은 조선족이라 부른다) 유골 30여구도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다. 이곳에 있는 유골함은 사망후 2년에서 5년 정도지난 경우
가 대부분이다. 가끔 유족들이 귀국할 때 유골함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올
지 모르니까 그냥 둘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모양이다. 이상린 소장은 나의 유골함 앞
에서 혼잣말처럼 말한다. “라흐만도 땅에 묻어줘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묻어야 할
지.....” 죽어서도 편히 묻힐 땅 한평 없는 우리 같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이 작은 지하
계단 창고가 유일한 안식처일지 모른다.
흰 상자 안에 한 줌의 재로 남겨진 우리가 고향 땅을 밟을 날은 언제쯤인지... 나의 육
신은 나를 살해한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지하계단 창고를 벗어나 나
와 같은 말을 쓰고, 나와 같은 옷을 입고, 나 라흐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내 고
향 산천 방글라데시로 날아간다.(월간 인권 06. 10월호 발췌)
라흐만의 유골은 현재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지하계단 창고에 보관 중이다.
[사례2]
중국동포 김인성(48세)씨가 지난 98년 3월 3일 부천의 한 공장에서 분신 자살하였다.
그는 근무했던 공장 복도 벽에 스프레이로 사장을 지칭하여 ‘나쁜 놈 김** 천벌을 받는
다. 내 영혼이 영원히 너를 괴롭힌다. 한국이 슬프다. -金寅星-’이라고 마지막 유서를 써
놓았다.
무슨 한이 그렇게도 쌓였는지 사장을 저주하며 죽어갔는데 경찰조사에서 사장은 아니
라고 발뺌을 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5개월이 되어서야 보상 한푼 없이 간신히 장례
를 치루고 부인은 “‘한국이 슬프다’는 남편의 마지막 글이 마음에 걸린다”며 “왜 고국인
한국이 우리에게 슬픈 나라가 되었는가?”라며 울음을 터트린다.

8. 의료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건강검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질병이 발
생되고 악화되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
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젊기 때문에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이 큰 병 일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질병의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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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는 무료진료소 혹은 의보수가로 진료해 주는 병원이나 위원이 있어 간단
한 질병 정도를 진료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상을 입거나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자선병
원 등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막대한 진료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1]
몽골인 바트센트씨가 급성맹장염이었는데 진통제 몇 알을 먹고 참고 참다가 결국은 혼
절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수술을 했지만 맹장이 파열되고 복막염이 되어 결국 패혈증으
로 하루만에 사망을 하였다.
[사례2]
스리랑카인 서짓 쿠마라씨는 작업 중 발등에 부상을 당하였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은 무릎 밑을 절단하였다. 서짓 쿠라마씨는 절단하여 없어진 부위가 ‘아프다’, ‘가렵
다’며 호소를 해 오는데 의사에게 물었더니 <환각통>이라는 설명이다.

9. 언어와 생활과 문화

사업장내의 문제는 대부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국문화와 한국문화 사이의 다름으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장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들의 경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의사소
통과 문화의 차이라고 말한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는 게으르다’, ‘고용주는 무조건 빨리 빨
리 하라고 재촉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시작으로 폭언과 폭력 등의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
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제도와 협조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식생활의 문제도 있는데, 종교나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금기시 하는 음식(예: 이슬람교
돼지고기, 힌두교 소고기 등)이 문화적 갈등을 낳기도 한다. 언어의 문제도 있는데, 외국
인노동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부재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글
반 운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외국인노동자로서 한국문화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가에 대하여 물어보면, 문화적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다. 지역주민과 외국인노동자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시급히 마련하여 외국인노동자가 한국문화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례1]
인도네시아 여성근로자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중소기업에 일을 하는데, 회식 때면
동료들이 돼지고기를 권하곤 한다. 대부분 상대방이 상사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고,
종교적 금기인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 매우 곤혹스럽다.
[사례2]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어연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작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
자들에게 “이리 오세요”라는 존대말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리 와”만 통용이
되고 “come here”, “이리 와”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사장이나 부장에게도 “이리 와”라고
할 때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 가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디에다 반말을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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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면서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편 몽골어로 <이리와>는 ‘미친 놈’이라는 뜻인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욕을 하느
냐며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일어난다. 또 중국어로 “쉬팔루마”(식사하셨습니까?)라는
인사를 하자마자 아침부터 욕설한다며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3]
문래동에 있는 플래스틱 사출공장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2층 한켠의 구석에서
방글라데시 사람 화룩, 모타레브, 라흐만 3인은 아래층에서 외쳐대는 “불이야!” 소리를 알
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숯덩이로 변해 버렸다.
공장에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니 진통제 <펜잘>을 사먹도록 안내를 했고, 약국에서
<벤졸>을 사다 들이키고 혼수상태에서 후송하여 위세척을 하여 살려낸 적도 있다.
최소한도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생활에의 적응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
방하는 지름길이며, 이들이 돌아가서 무역을 할 때에도 무역상대국은 한국이 되어 한국의
세계화와 국가이익에도 부합이 된다. 민간 상담소들이 진행하는 한국어교육을 정부가 적
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10. 사업장 변경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고용허
가법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관련법을 전면 적용하여 외국인노동자
들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형식적으로는 노동3권도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고용허가제도하의 사업장 이동의 엄격한 제한에 두고 있
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관련지침에 의하면 이탈 이후 1개월 이내에는 복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때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도하에서 사업장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 인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기
본적인 노동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간과할 경우
사업장이탈로 이어져 미등록신분으로 전락될 우려가 가중될 것이다.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한 배경 중의 하나가 산업연수제도하에서의 미등록외국인노동자의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현행 고용허가제도가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
라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의 외국노동력대체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사업장변경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업장의 엄격한 이동의 자유를 규제함으로 인하
여 미등록자로 전락하여 산업연수제도의 문제를 재현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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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

1. 한국사회와 문화적응교육과 교류가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문화교육이나 문화체험 등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을 도와야 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한국어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본국 전통문화의 교류와 행사 등을 통해 타국
의 문화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2. 노동력제공의 수준이 아닌 인간존중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 내 산업현장에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인식
해 왔다. 외국인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인간존중
차원 수준으로 가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본권리를 지
켜주고, 국적이 다르지만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보장하자.

고용허가제의 문제인인 사업장 이동의 엄격한 제한은 국내 노동시장에 합법체류 노동
자를 불법체류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노동시장의 통제는 불가능하
게 되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합법적으로 사업장을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이주민정책으로서의 노동정책을 수입하자.

한국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증가
로 외국인 체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체류에 대한 전반적인 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통합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정책방향은 대상인 외국인의 체류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결혼이주민, 혼혈인, 재외동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국적취득을 용이
하게 하거나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하는 등의 포용적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기본적 수준의 지원인 문화행사
지원이거나 한국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한국어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노동
자 정책의 중요한 문제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해결은 강제단속에 유지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경제에 어느 정도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민을 위한 지원을 체
계적으로 수입하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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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록(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의 합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하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강력한 강체추방 정책으로 그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다. 그 동안의
강제추방의 정책은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오히려 무분별한 단속은 사회
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지금은 강제추방이라는 실효성없는 정책보다는 전향적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현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단
체에서 요구하는 방안은 현재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허
가제로 편입시켜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재입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 방안 중에 동포들에 한정한
자진귀국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출국 유도 정책의 성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6.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이 이뤄질 경우 양계혈통주의와 한쪽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
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구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끼리의 결혼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한국인들의 선처가 아니면 해결되기가 어렵다. 자녀의 경우 진료
의 문제, 교육의 문제, 양육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따라 다닌다. 이들에 대한 시설
과 교육지원 등이 시급하다.

Ⅵ

.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

1.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현실

이주민의 자녀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는 3D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로서 부모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시기
에 입국한 미등록 자녀들이다. 둘째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이다. 셋째
는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다. 넷째는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배우자가
결혼 후 입국시킨 자녀들이다.
많은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한국사회 속에서 여러 애로사항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자녀와는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데 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입학을 해도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많은 소외감과 편
견, 좋지 않은 시선 속에서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며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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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서의 생활

가. 한국에서의 생활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에 오게 되고,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한 이유가 가장 크다. 그러나
부모의 직장 근무로 혼자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
은 그 나이에 받아야 하는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입국하였더라도 한국에서 부모와 함
께 지낸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함을 느낀다. 이주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 불만족을 나타내
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은 학교 취학과 관련한 문제들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차별과 언
어의 문제, 교육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로 어려움과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대부분이 주택 지하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습기가 많고 좋지
않은 여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주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방 한 칸에 3~4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끼니
를 걱정하기도 한다.
나. 부모님과의 생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대화시간은 적은 편에 속한다. 그렇다고 외국인노동
자의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현실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의 부
족은 외국인노동자 자녀 스스로 한국생활의 적응을 터득해야 한다. 특히 사춘기의 청소년
들은 작은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녀들은 입국 후 1년 정도가 경과하면 부모보다 한국어를 잘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아이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들은 직장에 매여서 자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지도하기 힘들어지고 불량한 자녀로 자라나
는 것을 보기도 한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불만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부모들은 일터의 일 때문에 바빠서 학교 모임에 참여를 못하고 있
고,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피부색이나 언어의 문제로 학교에 가기를 꺼린다.
다. 학교생활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막 입국한 상태라면, 자녀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두
려움과 압박감이 있게 된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 가장 우선시되
는 것이 바로 한국어 능력일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한국어 실력이 곧 자녀들의 한국
어 실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더라도 혼자 일어나 아침을 챙겨먹고 등교
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고 동생이 있는 경우에는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결석이 잦기
도 하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의 적응이 어려워져서 결국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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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큰 마찰을 피하려 노력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늦은 귀가로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관여하지 못한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학교선생님과 학교친구가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
고, 한국어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낀다. 또한 성적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한국 친구들과 비교해 성적이 낮은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입학할
때 학년을 낮추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본 센터에서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2살이 적은
아이들과 학교 교육을 하는 몽골여자가 있다.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었다. 학
교생활 중에 성적이 안 좋을 경우 성적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학
교 안에서 이주 자녀를 위한 특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민 자녀들은 불안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일을 함으로서 노동현장에 들어가게 된다.
라. 한국어교육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의 한국어교육은 부모님과 외국인노동자센터의 한국어교실 등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외국인노동자 부모님들은 본인들도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한국어교육은 간단한 표현에 머무른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은 TV
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스스로 익히게 된다. 기본적인 한국어교육을 이루어지지 않
은 학교에 입학하게 될 경우, 학교에서는 거의 한국어교육을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어린 나이에 한
국에 온 상황도 같다. 이들은 부모가 계속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모국어 능력은
점점 떨어지지만 한국어 능력은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
란을 느끼기도 하고,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정착하고 싶어한다.
마. 친구관계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특히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다. 입국 초기에는 각나라별 공동체를 통해 같은
국가 출신의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인 친구들과 사귀게
된다.
방글라데시의 11세 여자아이는 “우리는 공기,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홀라
후프 이런 거 하고 놀아요. 우리나라 놀이는 잘 안해요. 한국 애들은 모르잖아요”라고 말
한다. 실제 한국에서의 놀이문화는 한국 아동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놀이문화는 일방적으
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인권위원회 보고서 중에서)
한국에서의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는 거주지 근처의 가게주인, 교회, 지원단체나 어린이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빈부의 차에 대한 현실을 알면서부터는 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적인 태도를 접하기
도 한다. 거주지역에 외국인노동자가 아주 많은 지역은 주변 환경이 안 좋다고 여겨 부정
적으로 대하는 한국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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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료와 기타
외국인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은 불법체류일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감기
와 같은 질병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거나 외국인무료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고 있다. 물
론 예방접종의 문제도 지원받지 못한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
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또 다른 어려움은 부모가 합법적 신분이 아닐 때, 부모가 단속을 피해 지방이나 외진
곳으로 일자리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자녀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기도 하고 혹은 이리저
리 옮겨 다니며 학교를 다니게 된다. 또한 15세 이상의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신분적 이
유로 일을 못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져 부모로부터 노동권유로 받고 노동현장에 발을
들여놓기도 한다.
3.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가.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에게 나타난 모습
1) 입국 후 바로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이 많아서 외국인노동자
자녀 혼자 몇 달씩 집에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보고에 의하면 한 아이는 새벽 6시 정도에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 밤늦게 돌아 올 때까지 계속 혼자 있었다. 아마 4개월 정도를 방에서만 지낸 것 같
다. 숨이 막혀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고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2) 한국어를 잘 못하는 부모님을 따라 학교에 가더라도 입학절차에 정보가 없어서 어려
워하고 난감해 한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제가 아동을 데리고 학교에 입학시키
러 갔을 때,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던 개정된 시행령 등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득해야 했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감선생님이 현관까지 나오시더
니, 주변에 다른 학교도 많으니까 다음에는 제발 다른 학교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시더군
요.”
3)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입학을 하더라도 부모가 직장에 일찍 출근해 일해야 하기 때문
에 외국인노동자 자녀 혼자 일어나 알아서 아침을 챙겨 먹고 등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동생이 있는 경우 동생
을 돌봐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결석을 하기도 한다.
외국인노동자 자녀 중 부모의 퇴근이 늦은 경우도 자녀들이 직접 저녁을 준비해서 먹
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주말에 부모들이 일주일 양의 음식을 미리 해 놓는다.
4) 부모가 바쁘게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집안 일에 대한 가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가사도움이 없을 경우 혼자 빨래, 청소 등 가사의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가사노동
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다.
14세가 된 몽골 여자 아이는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집안을 한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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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고 설거지를 한다고 말한다. 이 아이는 11세에 한국에 입국한 아이다.
5) 학교생활 과정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움과 압박감을
느낀다. 이주민의 자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누구나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특히 한국인과 인종적 특성이 다른 이주만 자녀들의 경우 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해, 피
부색이 다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는다. 피부가 검은 아이는 ‘깜둥이’, ‘아프리카’라고 놀림
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저희 센터의 다문화가정(한국인 남편과 스리랑카 엄마)의 여자아이(8세)도 초등
학교 초기에는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아프리카’로 가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다. 또 다문화
가정(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엄마)의 자녀(10세)는 매학년 초마다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아왔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엄마와 아빠는 같이 운적도 있다. 한 방글라데
시 가정의 남자아이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놀릴 때는 ‘아프리카 땡까땡까’라고 놀린다.
어떤 때는 귀를 심하게 잡아당겨서 귀에 손톱자국이 남아있기도 했다고 엄마가 말한다.
이렇게 이주민 자녀들을 이런 놀림을 받고 있다.
6) 이주민 자녀들은 한국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성적이 낮기 때문에 심한 학업에 대한 열
등감을 시달리고 있다. 이주민 자녀들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사교육을 위해 많
은 학원들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경우 교육학습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욕구의 미비하다.
한국어 의사소통과 피부색에 대한 편견, 성적부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외감 때문
에 학교생활에서의 교우관계에 어려움도 있다. 몇몇 아이들은 부모 몰래 등교하지 않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기도 한다.
서울지역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말에 의하면 비교적 학교에 잘 적응하던 아이였는데,
결석을 자주하기 시작했다. 물어보면 집에서 아기를 돌봤다고 하고, 친구말로는 놀이터에
서 봤다고 하고, 이마트에서 봤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 밖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7) 학습에 대한 열등감으로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때
로는 불량청소년들에게 이용되기도 한다. 신분이 불법체류인 경우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
다. 불법체류 익명으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 범죄자로 둔감하는 경우가 있다.
한 몽골 청소년이 있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성남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은 안되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에서 받아주는 곳은 없
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아이는 불량한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고, 끝내는 조폭의 모
임에 가입을 한다. 현재 경찰의 조폭 일제단속에 걸려 성동구치소에 있는 상태이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에서는 이 아이를 위한 탄원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8) 부모가 불법체류 노동자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부모는 본국으로 떠나고 외국인노동자
자녀 혼자 생활해야 한다. 부모의 부재는 식사문제, 학업문제, 자녀들의 안전문제, 의료문
제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때로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중단은 사회성결여와 더불
어 노동아동 증가로 이어진다.
- 211 -

9) 이주민 자녀는 학교 과제 수행의 어려움과 교사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이
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학교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토로할 대
상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온다.
나. 미등록이주아동 교육권 확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초
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교
에 진학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언어소통의 문제나 학교 친구들과
의 문제,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 등의 이유로 교육의 기회와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은 그 부모의 양육지원 보장 없이는 사실상의 교육권
의 박탈이다. 부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는 시선과 단속의 공포로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에 갈 수가 없다.
2006년 4월 불법체류 상태의 엄마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등교시키다가 단속되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이고,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였다. 엄마가 단속 되자 아이는
학교 수업을 중단 할 수밖에 없었다. UN이 정한 아동의 교육권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이
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주 아동의 권리를 국제법에 맞게 국내에서도 보장해 주는 관련 법
및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 또한 이주아동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식과 진정성 있는 접근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방안
1)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대책은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지금은 국제화 시대로서 지구촌 한 가족임을 인식해야 한다.
3)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한국 내 문화적응을 돕고,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예방 및 방지해야한다.
4)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의 이중언어를 기초적으로 어릴 때부
터 습득하게 되는 바 전문적으로 언어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5)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내 적응을 돕고, 학교생활에서 문
제점을 인식하고 예방 및 해결해야 한다.
6) 자녀의 보호 및 교육을 통해 건전한 정서적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7)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해야한다.
8) 학습, 취미, 성교육 등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이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자녀의 교육권, 사회권, 문화권, 발달권, 보호권, 생명권을 지
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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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례들
[사례1]
스리랑카 출신의 P씨는 초등학생 자녀 둘을 데리고 관광으로 입국을 하였다. 한국의
비자기간을 넘겨 머물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사글세방에 자녀들을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외국인의 자녀들도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소식들 듣게 되었다.
상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근처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 갔
지만 한국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측은하게 여긴 아이들이 말
을 걸어왔지만 긴장을 하고 있는 아이는 입도 열지 못하였다.
그때 개구쟁이 아이들 몇이 다가와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자 울음을 터트
리게 되었다. 아이들은 이를 즐기기라도 하듯이 지속적으로 장난을 치게 되었고 결국 스
리랑카 아이는 왕따가 되고 동물원 원숭이처럼 움추린 채 말도 하지 못하는 자폐증세로
발전하였다.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어도 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면서 피가 마르는 고통
으로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며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고문이다. 이후 눈물을 머
금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부모와 헤어져 스리랑카로 귀국을 하게 되었다.
[사례2]
성남◯◯초등학교 4학년 남◯◯(홀랑, 몽골)이 직접 쓴 편지

- 213 -

[사례3]
외국인노동자 가정 쥴리의 가족의 이야기
저희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8살 지산과 이제 태어난 소아입니다.
지산이는 이제 3월이면 초등학교 1학년에 다녀야 합니다. 지산을 유치원 보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친구들이 잘 때리고 지산을 놀린다는 것입니다. 놀릴 때는 ‘아프리카 땡까땡까’
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귀를 심하게 잡아당겨서 귀에 손톱자국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외국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너내 나라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아이들은 숙제
를 내주는데 지산은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다. 숙제를 내달라고 하면 깜빡 잊었다고 합니
다.
또 한 번은 친구들이 장난감을 눈에 던져서 흰자가 빨개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치료
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산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
끔은 유치원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유치원은 보냈지만 지산이 잘 글을 모르는데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선생님들께 공
부를 하면서부터는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이 잘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따돌리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또 한번은
유치원에서 선생님 부주의로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야단을 치지 않는데
지산만 등에 자국이 남도록 때린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께 때렸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원
장님은 때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산 담임선생님이 그
만두셨습니다. 그때서야 원장님이 그때 선생님이 때렸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외국인이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른 유치원은 지산을 받아주지 않지만 이곳 유치원에서는 지산을 받아주어서 참 감사
합니다.
한국에 와서 지산이 태어난지 6개월이 지나서 감기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 일주일간
입원비가 12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설사를 해서 또 120만원이 나왔습니
다. 그래서 계속 치료하다보니 1000만원이나 입원비가 나왔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기
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잘 돌보지도 못하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노동자의 집도 모
르고 한국말도 잘 몰랐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특히 지산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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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이주민 가정의 교육적 지원 방향

1. 이주민 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주민 가정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한다. 이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살아왔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한국생활의 정보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존의 일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계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
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결혼으로 들어올 때, 한국에 와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지원센터 등을 소개해야 한다.

2.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이민자들의 요구 중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한국어교육이다. 현재 한국어교육은 대부분
초급과 중급의 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민들은 한국어 언어소통의 문제를 많
이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접근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
국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교재의 개발도 필요하다. 생활한국어 교재개발과 한국어교사 자원봉사자들
을 위한 교육지원 등이 빨리 체계화되어져야 한다.

3.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은 이주 초기에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전반에 대한 생활이해를 위해 정보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각나라의 문화적 자긍심을 인정하고 소통과
상생, 화합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이주민들은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한국문화 체험 및 교육, 한국생
활 안내, 한국요리 강습, 컴퓨터 정보화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따
라서 이민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교육과 체험 등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4. 이주민 가정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문화가정들을 많이 접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부간의 갈등이다. 외국인배우자와
한국인배우자간의 문화적, 가지관의 차이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결혼 전이나 후
에도 기본적인 문화차이에 대한 교육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방법
과 기본적인 이해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상담을 통해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홍보를 통해 문화적 충돌을 해소해
왔다. 상담은 지금까지 민간단체, 시민단체의 외국인지원 활동의 핵심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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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언어교육과 독서지도를 통해 성공적인 발달을 이룰
수가 있다.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의 이중언어를 기초적으로 어릴 때부터
습득하게 해서 전문적으로 언어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상당수의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많은 이주민 가정의 부모들이
맞벌이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해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짧고 도와주는 못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면에서 저희와 같은 지원단체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이주민 자녀들을 위탁 교육하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검
토해 볼만한 방법이다.
이러한 이주민 자녀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내 적응을 돕고, 학교생활에서 문
제점을 인식하고 예방 및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의 보호 및 교육을 통해 건전한 정
서적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6.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있는 문화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사회 통합
을 이루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문제와 갈등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
듯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교육을 해야 한다.

7.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별 공동체 모임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다문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그
리고 다문화 공동체를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외국문화와 풍속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 인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주민 지원단체의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국가별 공동체 모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각 출신 국가별로 함께 모여 이국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한국 사람과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모임에서 결혼이주자들 중심으로 하는 모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공동체 모임을 이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이주민과 지역주민과
의 상호 이해를 돕고 다문화 체험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는 차별문화 극복과 편견을 극복하는 평화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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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

‘한국의 따뜻함’을 보여주자!

방글라데시 아기 수하의 이야기도 하고 싶다. 한국에 온지 12년 된 방글라데시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수하는 한국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1학년 오빠도 있다.
사무실에 놀러오면 할아버지 소장님도 계시고, 큰아빠 목사님도 계시고, 할머니, 이모들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며 즐거움을 선물한다. 눈을 마주하고 얼러주면 옹알이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한다.
수하는 2009년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의 귀염둥이이다. 가족 모두가 불법체류의 신분
이어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아빠는 쉬고 있기도 하지만, 수하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
다.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하를 보면서 봄을 기쁘게 맞이하고 싶
다.(2009년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소식지 원고)
2005년 가을 프랑스에서 이민2세들의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2007년 봄 재미교포인 1.5
세대인 젊은이가 미국에서 총기난사사건을 일으켰다. 무고하게 스러져간 서른둘의 안타까
운 생명,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은 자들의 슬픔, 광란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면서 치뤄내야 할 고통에,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무겁다.
사건을 대하며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주민들이 이런 큰 사건을 일으켰다면? 차별과 무
시와 단절 속에서 기댈 곳 없이 떠돌며 살던 이주민들이 이 땅에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도 많지만, 불교와 회교권 등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
다. 우리가 이들에게 따뜻한 사람을 베풀고 도와준다고 하면 거의가 다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박관삼, 현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담당목사
016-358-6641, pksjes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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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이 지니는 존재의 다양한 의미
마 석 훈 (새터민 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 대표)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틱 낫한)

최근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 탈북 청소년이 겪은 아픔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아주 추
상적이고 철학적인 주제인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을 단지 폭압적이고
가난한 나라에서 도망쳐온 ‘불쌍한 동포’ 정도로 여기고 만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
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겪은 고통을 통해 우리 민족이 더욱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묻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난 7년간 이들과 함께 살면서 얼핏 스치는 낯선 깨우침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늘상 도저히 참기 힘들어 내뱉게 되는 “이 상종 못할 몹쓸 것들”이란
저주의 말끝에 얻게 되는 쓰디쓴 체험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미운 ‘그들’이었지만, 그
럴수록 더욱 깊어지는 인연(因緣)을 받아들이고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울음 많은 ‘그들’
의 눈물이 저의 작은 서러움을 넉넉히 감싸줬고, 사람이 산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뭔
지를 알려주는 ‘하늘’이었습니다.
해서 그러한 기억들을 ‘존재의 다양한 의미’라는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주 개
인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감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
면 하는 바램입니다.24)
통일을 위해 미리 온 손님

먼저 탈북 청소년들이 향후 남북의 통합 과정에서 감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역
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다시 말해 ‘탈북 청소년25)’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미리
24) 혹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메모 남겨 주시면 해당 글을 파일로 보
내드리겠습니다. 복사와 전제를 하고자 할 때는 저자와 일체 상의하지 마시고 언제든 하시길 바랍니
다.
* ‘탈북 청소년’의 특성과 남한 사회의 편견 (2005 한양대 문화인류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탈북청소년의 특성과 남한 사회의 대응 방식
(2005,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도서출판 우양)
* 발표자 연락처 : 새터민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예전 다리공동체)
031-408-6317 atats789@hanmail.net

25)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자유이주민 등 ‘북조선 출신 남한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남한
사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약 3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조선을 떠난 ‘난민’ 전체
를 지칭하는 경우는 ‘탈북자’로 하고, 이들 중 남한에 들어온 경우(2009.7 현재 약 1만 오천명)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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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통일 상황’으로 볼 수 있기에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방면의 체계적인 준비가 가
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준비 과정 없이 정치적 통합부터 이룬 남북 예멘(Yemen)이 결국은 내
전으로 치달은 사례나, 상당한 기간의 준비를 하고서도 동서독 국민 사이의 갈등조정 비
용만으로도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고 있는 통일 독일(Germany)의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통일을 위해 사전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의 존재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들로 인해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와 같이 새터민의 상당수가 사회 적응에 실패해 남한 사
회의 사회경제적 약자(하층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통일을 반대하는 목
소리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남한 사회에 부적응하는 ‘새터민 집단’에 대
한 남한 사회 내의 부정적인 여론도 문제가 되지만,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천오백만
북조선 주민들조차 남한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주요한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통일과 경제적인 통일의 바탕에는 남북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통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좋은 일 보다는 어려움을 함께할 때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좋을 땐 굳이 나누지 않아도
그 자체로 좋은 것 아닙니까?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통일은 ‘마음의 통일’이며 ‘고통의
통일(나눔)’입니다.
평화교육의 모델

남북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거치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체로 60
년이 넘은 기간 동안 적대국으로 대치한 분단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남북의 청소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은 갈등 상황에서의
‘평화교육 모델’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모델’을 만들고 다듬어서 팔레스타인지역, 코소보, 르완다, 이라크
등 전 세계의 분쟁과 갈등지역에 전할 수 있다면, 수천억을 들이고도 테러위협을 받게 되
는 ‘이라크 파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존재

‘탈북 청소년’이란 존재는 한국 현대사의 모든 아픔이 집약된 중층적 모순 덩어리입니
다. 이들은 북조선 사회의 극심한 대량기근을 피해 정든 고향과 친지를 떠나 중국 등 제
터민’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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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에서 강제북송의 위협 속에서 모진 고통을 겪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60년 남북 분단으
로 인한 민족 갈등과 좌우 이념 대립의 희생양이고, 남북간 체제 경쟁과 자존심 싸움의
수단이었으며, 북조선 당국의 인권문제를 공격할 때 외교적 압박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
다. 또한 고도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정치적․경제적 난민(diaspora)이며, 이질적인
사회에서 문화충격과 편견으로 고통 받는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minority group)26)이며,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능한 경제적 약자이며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문제 집단’으로
낙인(stigma) 찍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이보다 더 비극적인 존재는 찾아보
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이 있었음을 일깨우는 존재

1997년을 전후한 북조선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참으로 많은 북조선 동포들이 굶어 죽
었습니다. 어떤 민간단체의 통계로 아사자가 3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굶어
죽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의 영양결핍과 그로 인한 각종 질병과 서러움이 있었겠는지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운데, 열 명도 백 명도 아니라 생때같은 목숨 300만 명이나 굶어서
죽는 비극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2009년 7월 현재 남한에 들어온 새터민들이 약 일만 오천명 정도 됩니다만, 이
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중국 등 제 3국을 떠돌면서 체포와 강제송환의 두려움 속에서 불
안한 신분으로 살아야했던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남한에 온 이후에도 아물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굶주림의 상처, 병을 얻거나 다치고, 도망자 신세로 학대받던 기억, 가족 친지
와 생이별한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몸과 마음에 깊이 남아, 남한에 온 후에도 지속
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근의 후유증은 남한에 와서 ‘잘’ 먹는다고 일
시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27). 위장병, 피부병, 척추손상, 탈모, 여성 질환, 비만, 신경증 등
기아와 탈북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는 상당기간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
입니다.
두만강 건너다가 머리를 다친(뇌진탕) 여자 아이는 공부가 하고 싶은데도 자꾸 잠이
와서 한동안 수업을 못하고 잠만 자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극심한 영양실조로 눈이 멀어
(안구 돌출증)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동상으로 발가락이 잘린 아이는 오래
서있지 못해 앉아서 생활하고, 심한 성병을 앓았던 여자아이는 탈모 증상으로 한동안 외
출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안(경찰)을 피해 3년 내내 골방에만 숨어
생활했던 아이는 책 보고 그림 그리기만 할 뿐 누구와도 얘기하려 하지 않았고, 눈앞에서
온 가족이 북송되는 모습을 목격한 아이는 남한에 와서 1년 만에 알콜 중독자가 되어 밤
에만 집밖에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을 겪은 한 아이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
26) 한 사회 내에서 그들의 물리적인 혹은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집단
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Giddens, 1994)
27) “기근은 하나의 과정이고, 사건이 아니다(Famine is a process, not an event)."(Potti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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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다가 숨을 헐떡이며 깨고, 또 한 아이는 가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 거
립니다. 이처럼 ‘탈북 청소년’들의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아
픔의 기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불편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

처음 하나원에 온 탈북자 분들 중에 식당 뒤켠에 잔반 버리는 곳에 서서 흐느껴 우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 공무원, 전투경찰, 자원봉사자 들이 먹고 남긴 음식찌꺼
기가 한통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것입니다. 어찌 같은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냐고,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는데 여기는 어떻게 음식이 쓰레기가 되냐고, 굶어 죽은 가족들 생
각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한해 음식물 쓰레기가 10조원이나 버려진답니다. 그 돈이면 300만명 정도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시기 남한 사회는 같은 민족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식량
을 주면 그것이 군량미로 쓰이고, 핵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는 논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러한 논쟁은 아직도 별로 나아진 게 없나 봅니다. ‘대북 퍼주기’, ‘구호물자의 군수품 전
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한에 ‘귀순’한 새터민들의 상당수는 낯선 남한 살이에 힘겨워합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싫어 도망쳤지만, 그들은 남한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대적인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밥(쌀밥)’ 한번 실컷 먹고 싶어 왔는데, 남한사회의 엄청난 노동 강도와 경쟁체
계 속에서 정작 먹을 시간이 없어 굶주려야 하는 황당한 일도 겪습니다. 또 ‘이밥’이라면
다 맛있는 줄 알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받아먹는 ‘정부미 맛’은 북조선에서 먹던 ‘강
냉이 죽’ 만큼이나 비참하단 사실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혼이나 가출로 가정이 해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 있습니다. ‘남조선 보다야 낫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미국, 영국,
호주, 케나다 등지로 또다시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 새터민의 존재는 남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끄럽고 불편하
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그들이 삶의 근원적인 딜레마
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양심과 현재의 삶의 질에 성찰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바란다면서 과연 뭘 했나, 북한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 너머에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인식이 그것입니다.
이들의 존재와 삶이 제기하는 근원적 문제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고 봅니다. 부끄러움이란 ‘자아에 집중하고 자존감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소중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움과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숙하게 만
드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운 존재

유태인 강제 처형으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의 95%는 도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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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내에 가스실에서 처형되었습니다(약400만명).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극심한 공포 속에
서 엄청난 행운과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살아남은 5%의 사람들 중 90%는 자기 경멸로
인한 정신적 황폐화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은 알콜이나 약물중독 혹은 자폐증으로 고생하
다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28).
90년 후반에 북조선 동포들과 탈북자들이 겪은 고통 또한 그에 못지않습니다. 대량기근
속에서 300만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30만명 정도는 북조선을 떠나 중국 등 제 3국에서 헤
매야 했습니다. 용케 목숨을 부지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을 10만명 정도로 추정하
고, 아직 중국 등 제 3국에서 오매불망 남한 행을 기다리는 5만명 정도로 추정해 볼 때
적어도 나머지 10만명 정도는 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 중 상
당수는 강제 북송되었거나 두만강, 메콩강, 고비사막을 건너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한에 들어온 일만오천명 정도는 그야말로 행운아이며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비록 대다수가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와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왜냐면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
듬을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이들과 그 아픔을 애써 무관심했던 이들과 아무
것도 못하고 지켜봐야했던 이들의 마음에 남겨진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만회할 기회를 주
기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
의(禮義)나마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통일이 가장 절실한 존재

남한 사회에서 통일은 더 이상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닙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란
당위적 가치는 점차 그 설득력를 잃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어느 언론사의 설문조
사에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통일에 부정적이었단 통계와, “남한 경제의 최대 위협은 통
일(엘빈 토플러)”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膾炙)되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 사
회에서 통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경제 발전에 부담을 주
지 않는 선에서만,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전제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반면에 탈북청소년에게 통일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통일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과 헤어
진 친지들과 다시 만나는 절실한 문제이기에 결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두고서
라도 기다리고 만들어야만 하는 생존의 이유가 됩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통일을 가장 절실히 바라는
존재들을 통해 힘을 받고 추진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역사적 사건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질리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가장 절실한 존재
가 바로 탈북 청소년들입니다.
28) <사람 vs 사람>(정혜신, 2005,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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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인’적 존재의 특성

고향인 북조선을 떠나와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탈북 청소
년’은 남북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않는 소위 ‘경계인’ 입니다. ‘난민’이며, '소수민족
(minority)'이자 ‘비주류(非主流)’인 이들의 처지(position)에서 보이는 남한 사회의 모습은
오랜 기간 남한 사회에서 익숙하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게 만
듭니다. 물론 남한 사회가 다져온 장점도 발견하겠지만, 대부분은 남한 사회의 구조적 모
순(矛盾)에 대한 본능적 통찰일 것입니다.
전통사회의 급속한 해체 과정과 고속 경제 성장을 경험한 남한 사회는 각종 부조리와
불합리성을 남겨 둔 채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구조적
모순은 암덩어리처럼 한국 사회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 구조는 이미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한국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남
겨 두고 달성하는 ‘선진국’은 그 자체로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계인’적 특성을 지닌 ‘탈북자’들의 시각을 통해 남한 사람들이 미처 볼 수 없
었던 모순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입장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은 남한 사회를 더 성숙하고 높은 통합능력을 지닌 사회로 만드는 값진 계기가 될 수 있
으리라 기대합니다.
새로운 민족 개념 형성의 계기가 되는 존재

최근 ‘다문화’가 유행입니다. 노동 현장은 물론 교육계나 종교계에도 ‘다문화, 다민족,
무지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타문화와 소수자에게 관심을 가졌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극성들입니다. 전국 각처에 수백억 예산으로 외국인노동자센터, 다문
화센터가 지어지고, 학교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이란 이름으로 국적불명의 교육 프로그램
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다문화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초국적 거대 자
본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민족’이란 틀조차 자본의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에 해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 속에 ‘탈북청소년’도 ‘다문화청소년’ 그룹 속에 도매금으로 넘겨진
다는데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존재적 특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같이 잠재적인 저임금 노동인력의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
다.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틀 속에 같이 두고 ‘관리’ 해야 할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입
니다.
한국사회에서 ‘단일 민족’의 신화(myth)가 깨어져 ‘다민족 사회’로 가는 흐름은 일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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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바람직하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개별 민족의 전통
문화와 가치, 특성이 시장의 논리대로 일방적으로 해체되는 방식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
다. 왜냐하면 ‘민족’이란 가치가 근대에 생성된 ‘상상의 공동체29)’ 인 측면이 있지만, 분
단된 한민족에게는 그 ‘민족’이란 가치가 ‘현실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든든한 정신적
토양이 되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열린’ 다민족 사회로 여러 소수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민족의 개념이
수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족’은 ‘혈통’이나 ‘문화’, ‘민족성’과 같은 실체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배타적인 집단이라기보다, 고통과 고뇌를 공유하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지향함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집단30)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멀리 있
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라는 속담처럼 아픔을 함께 하고 고난 극복에 동참
하는 이들이 바로 같은 ‘민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31) 따라서 민족의 새로의 개념은
‘고통의 동참과 극복의 연대’라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 사회는 북조선의 현실적 고통에 동참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재외
동포(까레이스키, 라이따이한, 재일조선인 등)의 고난에 동참하는 노력으로 함께 할 수 있
습니다. 편견과 부조리를 없애고 그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 속에
서 새로운 민족의 개념이 형성될 것이면, 그러한 포용력이 한국민족의 강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희망의 근거가 되는 존재

가끔 탈북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눈매 서글한 님과의 애절한 사랑도 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도 명예도 의리도
개인의 출세와 영달 앞에서는 다 부질없음을, 그렇기에 어떻게든 부동산을 구입하고 적립
식 펀드에 가입해 우량주를 잘 찍는 것만이 현명한 처신임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는 것
이 너무도 당연한 사회에 살지만, 그래도 삶에는 다른 것도 있음을 이들을 통해 깨우치곤
합니다.
하나원 텃밭에서 강냉이밭을 가꾸는데, 영호(가명)가 옆에 오더니, 묻지도 않는데 자
기 얘기를 꺼낸다. 호미로 밭을 갈면서 조용조용 말한다.
몇 해 전 가족들과 두만강을 건널 때 물살이 셌다 한다. 수영을 잘하는 영호가 차디
찬 강물은 헤엄치고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목을 잡더란다. 순간 영호와 엄마는
같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때 다급해진 영호가 “옴니, 나 죽소” 하니, 영호 엄마가
잡았던 손을 스르륵 놓고는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더란다. 그게 마지막 본 엄마 모습이었

29) 상상의 공동체-배네딕트 앤더슨의 저서 제목
30) <난민과 국민사이>(서경식, 2006, 돌배개)
31) ‘민족’이 ‘민족’만이 아니고 ‘민족-탈민족’인 것이 시대정신이다. <예감>(김지하 , 2007,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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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울 오마이 곱기로 소문 났슴다”하며 은근히 자랑하더니만, 다시 말없이 풀을 뽑는
다.“그랬구나”나도 그냥 풀을 뽑는다.
본능보다, 상식(常識)보다 큰 소리를 들으니 할 말이 없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
기라도

잡는다는데,

살고자

하는

본능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만은

못한가보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 수희(가명)가 웅크리고 있다. 가까이 가보니 울고 있다.
“수희야, 와 우노?” “쌤, 내 아들래 보고 싶슴다. 뭐 하고 사는지.”
“가자, 가시나야. 수업해야지. 오늘 영화나 보자. <엽기적인 그녀> 빌리 놨다.”
수희는 중국에서 한족에게 팔렸다. 같이 탈북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한족에게 스스
로 팔려가 사내아이 두 명을 낳았다. 심청이랑 똑 같다. 한족 아바이가 하도 못살게 굴기
에 혼자만 도망쳐 남한으로 왔다. 수희는 이제 겨우 스물 한 살이다.
수희를 이럴 땐 혼자 두면 끝도 없이 운다. 때문에 좋아하는 에쵸티(H.O.T) 시디 듣고,
영화 보자고 꼬셔야 한다. 그러면 금방 울음 멈추고‘강타’사진 사달라, 무슨무슨 비디오
도 빌려 달라고 떼쓴다. 커다란게 아직 애 같다.
애가 애를 둘이나 낳았으니….
-2001 하나둘학교 교육일지 중에서-

앞의 이야기처럼 한 번씩 아이들이 실실거리며 전해주는 예전 일들을 듣고 있노라면
감동에 벅차 어쩔 줄을 모르게 됩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도 있구나, 낯선 사회에서
헤매는 모습들 속에 ‘하늘’의 기억을 지키고 살았구나하는 감동에 몰래 눈물을 훔치곤 합
니다. 사람만이 희망인 이유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알고
그것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32). 삶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따뜻한 연탄재 한 장’ 되어주는 것33)이라고 하는데, 교육의 근
본 목표가 타인을 위해, 가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인격’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 다 하고서 지쳐서 허접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탈북 청소년’이 아니가하는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하늘님’의 이야기들을 삭막한 남한 사회에 전하는 것이 이들을 모시
고 섬기며(侍) 함께 살아가는 일꾼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줍은 글을 마칩니다.

32)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1999, 갈라파고스)
33) 안도현의 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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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들은 그간 새터민 청소년과 함께 살면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즐 !!

-------------------------------------------------------아이들이 보고 있다
아이들은 날 본다. 무슨 일을 해도, 어딜 가도 날 본다. 그냥 보여서 보는 게 아니라 유
심히 지켜본다. 어느 쪽으로 고갤 돌려도 항상 아이들 눈길과 마주친다. 영화를 볼 때도
내가 웃는 걸 힐끔힐끔 보면서 따라 웃는다. 내가 흥분하면 다들 같이 열 낸다. 아마 지
들에게는 내가 첫 남한 사람이라 그런 것 같다. 낯선 삶의 ‘기준’같은 것이리라. 물론 외
무부 공무원도, 비행기 스튜어디스도, 대성공사와 국정원 직원도 봤겠지만,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보기는 처음일 것이다. 그 눈길들이 길게 느껴진다.
내가 뭔 옷을 입어도 화제가 된다. 항상 주목한다. 맨날 입는 허름한 면바지에 긴 팔
남방인데도, 팔이라도 한번 걷어붙이면 난리가 난다. 어쩌다 쟈켓이라도 걸치면 다들 ‘우
와’ 한다. 수업 중에도 내내 옷만 본다. 머리라도 깍을라치면 다들 한 번씩 와서 때리며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무슨 말만해도 ‘와아’하고 웃는다. 내 경상도 사투리가 이곳 하나원 와서 더 억
세졌다. 목소리도 커지고 오버액션도 심해졌다. 남한 사람이라면 다들 서울말만 쓰는 줄
알았는데, 함경도 말만큼이나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당당하게’ 쓰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
면서도 자신감이 생기는가 보다.
“와카노 뭐라케산노 쥑이뿐데이 문디야 가시나야 찌라 시껍다 치아뿌라” 하면
다들 낄낄거리며 한마디씩 따라한다.
“마쌤아, 시껍다” “수업 치아뿌자” “까불믄 중는데이” “투돌이(내 별명) 와카노, 삐쪘는
갑다”
아이들은 뭐든 자꾸 묻는다. 월급이 얼마냐, 왜 서른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갔냐, 여
긴(하나원) 왜 왔냐, 언제까지 있을거냐, 숨겨둔 색시 있냐, 집에 돈 많냐, 무슨 대학 나왔
냐, 화장품 뭐 쓰냐, 쌈 잘하냐, 깠냐(포경수술 했냐), 핸드폰 얼마짜리냐, 전지현이 고우
냐 고소영이 곱냐 등등. 끝도 없는 질문들이 이어진다. 수업 내내 질문만 받아도 한 시간
이 뚝딱이다. 교재도 수업준비도 별 소용없다.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등 무슨 수업도 결국
은 질문시간이 되곤 한다. 내가 걸어 다니는 교과서다. 게다가 무슨 대답을 해줘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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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뜨겁다.
그래서 이곳 교사들은 다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있다. 뭐든 다 알고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존재로 극진히 대접받는데 당연한 것 아닌가! 사실 이곳에 자원교사로 오는 사람들
은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한 소위 ‘떨거지’들이다. 나부터 가진 것 쥐뿔도 없는 ‘하류인생’
이 아닌가. 그런데도 아이들은 엄청 사랑하고 존경해준다. 평생 못 받던 관심과 인정을
여기서 다 맛본다. 처음이란 게 이토록 엄청날 줄이야! 뿌듯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진다.
(2001.11 하나원 교육일지 중에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면 지네 배가 고프다.
이틀은 일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눈에 불이 난다
생것, 날것도 다 들어간다.
서럽고 슬프다.
그냥 막 신경이 난다.
맥이 없다.
오마니도 동무도 귀찮다.
밤에 잠이 아이 온다.
담배 태우면 좀 낫다.
발이 붓는다.
얼굴에 마름버짐이 핀다.
올챙이처럼 배만 뽈록 튀어나온다.
남이 뭐 먹는 거 보면 눈물이 난다.
앉았다 일어설 때면 핑 돈다. 깜깜하다.
똥이 아니 나온다.
감각이 둔해진다. 파리약 먹은 것 같이 머저리가 된다.
서있기 힘들다. 비틀거린다.
물 ‘먹으면’ 좀 낫다.
먹을 거만 보인다.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어디든 들어가 덮쳐먹고 훔쳐 먹는다.
훔쳐 먹다 잡히면, 썩어지게 맞으면서도 웅크리고 먹는다.
하수구에 떠다니는 강냉이 국수 가락도 건져 먹는다.
앓는다. 피똥도 싸고 열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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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덤성덤성 빠진다.
살가죽이 이상하다. 눌러도 한참 지나야 도로 나온다.
눈알이 튀어 나오다가 앞이 안 보인다.
주위가 조용해진다.
슬프지도 서럽지도 않다.
누워서 옴짝달짝 못하는데, 깜박깜박 자부럽다.
먼저 간 오마니가 보인다.
그리고는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
* 북조선 사투리: 지네(매우, 많이) 신경이(짜증이, 화가) 맥이(기운이)
썩어지게(심하게) 머저리(바보)
남한은 음식물 쓰레기가 한해 10조원씩이나 나온다는데, 북조선에선 먹을 게 없어 300
만 명의 생떼같은 목숨이 굶어 죽었다. 한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의 비극이다. 우리 민족이
이토록 아파도 되는 것일까, 그 아픔 외면해놓고도 통일을 꿈꿔도 되는 것일까! 아픈 민
족이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니 더더욱 비극이다.
꽃제비로 삼사년씩 떠돌았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대부분의 ‘북조선 출신 청소
년(탈북 청소년)’들이 '중간단계'까지는 가봤고, 거의 '끝'까지 간 아이들도 있었다. 별 일
아닌 듯 담담하게 얘기하는 아이들 앞에서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단지 영양실조로
눈이 멀어버린(안구돌출증) 여자아이 앞에서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내가 느껴보지 못
한 종류의 아픔이라, 듣는데도 너무 미안했다. 튀어나온 똥배가 한없이 부끄러워 허리띠
를 바짝 당겨 매었다.
(2002. 4. 일기 중에서)
나무늘보
민중(民衆)이 왜 위대할까?
소위 ‘있는 집’ 사람들은 교양 있고 차분하다. 항상 긍정적이고 개방적이고 좋은 냄새도
폴폴 나고 귀티도 쫄쫄 난다.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품위 있어지는 것 같아 절로 차분
해지고 기가 폭 죽어 얌전해진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가진 사람들이 베풀 줄도 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 키 크고 늘씬하고 얼굴 예쁜 여자가 마음씨도 곱다는 통계도 있
다.
반면 ‘민중’은 제 잇속만 차리고 거칠고 싸가지 졸라 없고 대책 없이 사고나 치고 구질
구질하다. 한 마디로 이가 갈린다. 그런데 민중이 뭐가 위대하단 말인가, 어찌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민중이 역사의 물줄기에서는 항상 옳단 말인가. 대학 다닐 때부터 민중이 역
사의 주인이라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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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요사이 한번씩 낯선 깨우침이 스친다. 내 스스로 마냥 별 볼일 없어지고, 한민
족 대표 민중인 ‘꽃제비’ 아이들과 맨날 ‘스타’(PC게임)나 하면서 살다보니, 이제야 선뜻선
뜻 알 것도 같은 것도 같기도 하면서 모르기도 하는 것이 좀 거시기 해진다.
민중이 위대한 건 가진 것이 없어서리라. 가진 것이 없기에 ‘사고’를 치지 않는다. 사고
를 쳐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정도만 친다. ‘박통’이나 ‘전통’처럼 나라를 훔친다거나,
‘장영자’처럼 경제를 거덜 내는 큰 도적질은 하지 않는다.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한다. 단순
무식하기에 오히려 ‘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 항상 아쉽기에 작은 것만 받아도 입이 헤벌
레하니 만족할 줄 안다. 의리가 있다. 사람 사는 정을 낼 줄 안다. 그악스럽지만 잔인하지
는 않는다. 이게 다 쥐뿔도 없어서이다. 없기에 가능한 것이다.
‘탈북 청소년’ 문제로 껍죽거리고 살다보니, 소위 ‘있는 것들’ 사고치는 모습을 자주 본
다. 참 가관이다. 북조선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니 구호식량을 보내야 한다니까 안 된단다.
군량미로 쓰일 수 있고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키는 결과란다.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에는
보내도 ‘북한’은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발생’될까? 남한에 남는 ‘쌀’ 어차피 통일하고
같이 ‘살’ 동포에게 좀 퍼주면, 그게 설사 군량미로 가더라도, 그러면 원래 군량미로 갈
쌀이 주민들에게 가지 않겠는가 말이다. 인민군 이래봤자 다 북조선 주민들의 아들이고
형이고 오빤데 그게 어디로 간단 말일까. 부모형제 굶어 죽어가는데도 군량미로 쌓아 놓
을라고? 진짜 그러면 나 같아도 폭동 일으켜 김정일이 목을 따버리겠다. 체제 전복이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말이다.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주고 설교 하셨다는데, 굶겨 죽여 놓고 어찌 통일을 꿈
꾼단 말인가. 영화 <쉬리>에 인민군 장교로 나오는 최민식의 절규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하다. 그 배신감과 한(恨)을 나중에 어찌 감당하려고 그럴까싶다. 우리 애들도 쌈질할 때
보면, 한창 열나게 패다가도 밥 때 되면 밥 먹고 싸우자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물론
그러다가는 안 싸우지만) 어찌 그 단순한 논리를 모를까. 부귀․권력․명예․사명감이든
뭐라도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눈이 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가보다.
우리 아이들 취재하러 오는 기자새끼나 논문 쓴다고 현장조사(fieldwork)하러 나온 교
수나 연구원 같은 ‘먹물’들 봐도 똑같다. 순진한 애들 살살 꼬들겨 가지고 기어이 꼭 ‘한
멘트’ 따고야 만다.
“너 진짜 사람 고기 먹어봤니?”
“한족에게 팔려가서 어떻게 됐어?”
“낙태도 했어?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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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잡혀가서 죽었겠네. 안됐다 얘, 불쌍해서 어쩌니!”
“남한에 오니 뭐가 제일 좋아? 에버랜드 가봤니, 조오치?”
멀리서 가만 듣고 있노라면 속에 불이 난다. 나는 같이 살아도 차마 묻기는커녕 얼핏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화제를 돌리는데, 스트레이트로 물어 재낀다. 아픔이 궁금할까? 그
아픔 듣고 뒷감당이 되는가? 정말 이상한 족속들이 많다. 지네들은 그렇게 휑하니 와서
필요한 것 챙겨 가지만, 애들은 그때부터 감당이 안 된다. 얼굴에 맛이 간다. 화려한 남한
문화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던 고향산천 부모형제 다 떠오른다. 굶어죽은 동생이랑 중국
에 두고 온 자식새끼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런 날이면 항상 저녁도 안 먹고 혼자서 궁
싯거리다가 어디서 술 처먹고 들어와 칼 휘두르고 죽겠다고 난리 친다. 엉엉 울고 토하고
병 깨고 엉켜 싸우고 테레비선 죄다 뽑아놓고… 밖에서 좀 다 하고 오지, 꼭 집까지 기어
들어와서는 그 난리를 피운다. 징그럽다.
애새끼들이 평소에는 절대 사진 못 찍네, 인터뷰 안 하네 해도 막상 누가 찾아와 이런
저런 일 물어보면 술술 분다. 한번 발동이 걸리면 자기 얘기에 취해 겪지도 않은 일까지
잔뜩 부풀려 그야말로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情)이 그리운지 자기에게 관심(?) 가지
는 사람에게는 금새 흐물흐물해진다. 그렇게 죄다 불어 놓고는 또 앞으로 형․누나 하자
며 나한텐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살가운 표정으로 ‘배시시’ 웃으며 사진도 찍어놓고는, 나
중에 신문이나 TV에 얼굴 나오면 나보고 생 지랄발광이다. 남조선 방송에 얼굴 나왔으
니 보위부에서 보고 북조선에 남아있는 가족들 다 죽이게 생겼는데 선생이란 게 말리지
도 않았단다. 내가 사주했단다. 그러더니 나보고 “섭달보지 개간나”란다. 가만 듣고 있자
면 끓는다. 진짜로 머리 꼭대기에서 증기가 나는데 축축해진다. 이럴 때 방법은 하나, 제
풀에 지쳐 잘 때까지 참아야한다. 상종을 안 해주면 잠시 뒤 퍼질러 잔다.
북한산에서 또 ‘나무늘보’34)하며 <강아지똥>을 쓰신 권정생 선생님 글을 봤다. 예수님
이 만약 다시 오신다면,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주택에 살면서 고급승용차에 경호원을 데
리고 나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몇백만원씩 나눠주지는 않을” 거라 하신다. 자선가도 혁
명가도 예언자도 아니라 가장 소박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서 그냥 함께 가난하게 살아주
실 거라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난한 자 곁에서 함께 가난해지는 것뿐
이라 하신다. 그게 위로란다. 마음이 벅차올라 소리 내어 잉잉 울었다. 우니까 목마른 경
험도 처음으로 해봤다. 눈물도 역시 물이었다. 여지껏 그걸 모르고 살았다.
34) ‘나무늘보’는 인적이 드문 산중에 안길만큼 품이 넉넉한 나무를 찾아 올라가서 나무늘보나 곰처럼
기대고는 두어 시간 축 처져 있는 행동으로 필자의 오랜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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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위대하다. 위대한 게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 하나도 없기에 위대하
다. 사고 못 쳐서 위대하다. 성경말씀 어딘가에 가진 것 있는 사람이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던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나도 꽤나 많이 가졌다. 나
같이 좀 가진 놈은 어떻게 할까 고민해본다. ‘가짐’을 의식적으로 거부할 수만 있다면, 가
난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설사 가졌더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민중이 아닐까. 원래
없는 민중과 함께 낙타 몰고 바늘귀 통과하는 기적도 생기리라. ‘나무늘보’하다보니 별별
잡생각이 다 든다. 오늘 오른 나무가 필시 예전에 서낭신(神) 나무였는가 보다. 영빨 오
른다. (2003. 7. <일기> 늘푸른학교에서)
꿈★은 이루어질까?
장길수의 본명은 장영수35)(가명, 남21세)다. 탈북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형(장영길)의 이
름에서 ‘길’을, 동생(장영수)의 이름에서 ‘수’를 따와서 만든 가명이 바로 장길수다. ‘장길
수’는 2001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베이찡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망명사건
(2001.6.26)’의 주인공이다. 당시 모든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했기에 ‘장길수’라는 이름은
남한 내 탈북자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후로 영수는 자신의 본명보다
‘장길수’라는 가명으로 더 많이 불렸고, 한동안 본인도 ‘장길수’로 행세하고 다녔다.
2003년 여름, 영수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열힌 6․25 기념행사때의 일이다. 기념식 중
간에 영수가 남한 청소년 대표와 함께 통일메시지를 읽는 순서에서 사회를 보는 교사가,
“다음은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탈북 청소년 장길수군이 고향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영수를 잘 아는 학교 선생이 ‘장길수’
로 소개하는 것이다. 학교에 설치된 ‘장길수군 자료실’을 보고 짐작은 했지만, 이 학교에
서 영수는 ‘장길수’로 살면서 학교의 ‘얼굴마담’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천 관중 앞에서 편지를 다 읽고 난 영수가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다. “통일되
는 그 날까지 잘 지내렴. 탈북 학생 장길수 씀”이라는 것이다. 영수 본인도 ‘장길수’로 소
개했다. 이후로도 영수는 자주 ‘장길수’ 행세를 했다. 교회 부흥회에서, 반공 강연회장에
서,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36)…. 참 잘나갔다. 완전히 ‘스타’였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장길수’를 알아봤고, 언제나 환영하고 대접하였다.
꿈★은 이루어졌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간 영수는 학교에서 적잖은 사고를 쳐서 퇴학
당하기 직전까지 갔고, 당연히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일류대’ 특례입학에서 떨어지고 말
35) 이 글에 나오는 모든 북조선 출신 청소년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36) ‘장길수’는 2002년 9월 6일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북한의 참상에 대한 그림전시회”를 가지고, 미의
회 의원과 미국 언론을 상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증언을 했다. (2002. 9. 6. SBS 8시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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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당황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개교 이래 최초의 일류대 입
학생을 배출하고픈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2004년 2월 영수가 졸업식장에서 ‘공로
상(?)’을 받는데, 사회를 맡은 교사는 “다음은 공로상 수상자 장영수, 앞으로 나오세요”한
다. 드디어 본명을 호명하는 것이다.
요즘 ‘장길수’나 ‘장영수’를 찾는 기자는 거의 없다. 강연 요청도 없다. 영수 는 PC
방에서 지겹도록 온라인 게임 “뮤(MU)”을 하며 줄담배를 피워대고 있다. 하지만 장래계
획을 물어보면, 연고대 아니면 ‘쪽팔려’ 못 다닌다던 예전과는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 “마
쌤, 나 동국대 북한학과 감다(갈 겁니다). 내 잘 하는 거이 공부해야지…”.
영수에게 남한 생활은 이제부터란 생각이 든다. 그간 3년간의 시간은 거품 이었
다. 환상 속 ‘장길수’에서 아무것도 아닌 ‘장영수’로 돌아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
해 치룬 값비싼 ‘대가’였던 것이다.
-2004 교육일지 중에서앞의 이야기는 ‘탈북 청소년’이 남한에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과 방황의 모습을 보
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자연인 장영수’가 ‘탈북스타 장길수’로 변했다가 다시 아무것
도 아닌 ‘탈북 청소년’으로 변해버리는 과정은, 비단 ‘영수’ 개인만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
다. 이것은 남한에서 생활하는 ‘탈북 청소년’ 전체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일이다.
‘탈북 청소년’을 처음 대하는 남한 사람(사회)은 대개 과도한 관심과 호들갑스런 태도를
취한다.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노숙자에게는 무관심하던 사람도 ‘불쌍하고 가엾
은 탈북 청소년’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주고 싶어 사족을 못 쓴다. 남한의 서민들이 오히
려 역차별을 느낄 정도로, 이들을 위한 각종 ‘특별’ 지원제도는 ‘화려한’ 외형을 갖는다.
오랜 탈북 과정에서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후유증과 이질적인 남한 사회에서 경
험하는 문화충격으로 힘들어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도, 이렇듯 자신들에게 관심
을 가져주는 남한 사람(사회)이 고맙기 그지없다. 이제껏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탈북 청소년’들은 마치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다. 이렇게 남한 사람(사회)이 ‘자비롭게’ 베풀고, ‘탈북 청소년’이 ‘고맙게’ 받는 속에서 서
로가 만족을 느끼는 ‘밀월관계’는 한동안 계속된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못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다. ‘탈북 청소년’의 전체 숫자가 많아지고 이들이 ‘저지르는’ 시행착오의 정도가 심해지면
서, 남한 사회의 시선은 점차 차갑게 변화한다. 각종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문제집
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또 ‘특정 목적’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난다.
이처럼 남한 사회의 일시적 환대와 관심, 특정한 역할에 대한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기
대, 편견과 이중적 태도 속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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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타깝게도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이도 있었다. 많은 북조선 출신
청소년들은, 차라리 가난했지만 북조선에 살 때가 좋았다며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미
국에 가면 괜찮을 것 같다며 한국을 떠나는 이들도 생겨난다.
어여쁜 반성문
어제 정말 미안했습니다.
우리들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술을 가지고 왔
습니다.…(중략) 우리들도 앞으로 밖에 나가서 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시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큰 문제는 제기 되지 않을 거에요. 저희들도 고생을 해보아서
선생님들의 마음속을 리해해요. 앞으로 우리들에게…(이하생략)
-2001 하나둘학교 학생들의 반성문 중에서반성문과 건의문

반성문

심영일(가명, 남 21세)
저는 사전 선생님들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문을 연데 대한 저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에 대한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건의문

(중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온 것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훔쳐)
가져가려는 부류와 자기 집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있어, 뭐 자기 집이니까, 열
쇠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열쇠를 따고 들어 갔을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주인의식의 생각을 한 사람의 부류라 말씀드립니다.
어른들이나 많은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집 물건처럼 관리하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원)원장님이나 (공무원)선생님들도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원 하나둘학교의 주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입각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
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나의 행동이 이런 생각에 행해졌음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추후에도 교실문을 개방하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또 따고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내 집이니까요. 누가 문을 안 열어주면 제 집에 못 들어갑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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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범인을 잡는 형사처럼, 걸리기만을 기다리셨고, 눈에 띄자 된통 벌칙 얘기부터 나왔습
니다. 저는…(이하생략)
-2001 하나둘학교 교육일지 중에서잘못을 가리기보다 때린 것만 죄인 나라
○○정보산업고에 다니던 북조선 출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집단 패싸움을 했다며 급
히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 뭔 일인가 싶어 가보니 그야말로 학교가 난장판이었다. 학교
측 얘기와 아이들 얘기를 들어본 사건의 졸가리는 다음과 같다.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던 북조선 청소년 두 명(고2)에게 선도반장이 다가와서는
왜 학생이 왜 담배를 피냐며 주머니 검사를 하려고 했단다. 그 학교에서는 화장실에서 담
배 피는 게 흔한 일이었기에, 왜 그러냐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 와중에 선도반장이 “탈북
자면 학생 아니야, 막 담배 펴도 돼” 하면서 쌍욕을 했고, 이에 격분한 영수(가명, 남 21
세)가 선도반장과 싸움이 붙었는데, 주변의 10여명의 선도반원들이 달려들어 영수와 옆에
있던 종철(가명, 남22세)이를 집단으로 때렸다. 이 때 영수는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었는
데도 계속 맞았단다.
나이도 어린놈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 서럽고 분해, 종철이는 쓰러진 영수를 오토
바이에 태워 집으로 갔다. 주변의 북조선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자, 서울시 전역의 북조선
출신 동무들 10명이 급히 영수네 집으로 모였다. 정신을 차린 영수는 모인 동무들과 함께
학교로 가서 자신들을 때린 선도반원들이 있는 교내 당구장으로 쳐들어가 모조리 패 버
렸단다. 선도반원 중 한명은 이빨 두 개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졌고, 또 한 명은 팔이 부
러졌다. 영수는 뇌진탕 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갔다.
이 일이 있고나서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선생에게
찾아와 얘기해야지, 어떻게 ‘조폭’도 아닌 청소년들이 ‘신성한’ 학교에 쳐들어 와서 쑥대밭
을 만들어 놓냐는 것이다.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란다. 무서워 “선생짓” 못하겠다며
당장 규정대로 처리(퇴학)하고 치료비를 변상하라고 했다. 반면 ‘탈북 청소년’들의 생각은
달랐다. 자신들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다.
아이들은 대체 우리가 뭐 잘못했냐는 것이다. 폭력을 먼저 사용한 것도 그 쪽이고, 10
명이 한 사람을 집단으로 때려 기절시켜놓고도 계속 때리는 것이 사람이냐고 한다. 억울
한 친구를 위해 의리를 지켜 “맞은 값을 하고 왔는데” 뭘 잘못했냐는 것이다. 보상은커녕
다시 쳐들어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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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경이(화가) 난다야. 무스그 나라가 잘못한 놈은 죄 없고 때린 놈만 죄가 되기
요”,“우리 조선은 아이 그렇소. 잘못한 놈은 맞아도 말 못 하요”한다. 남한은 그렇지 않다
고 한참을 설명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종철이가 한마디 한다.
“돈 때문이지요?”
“우리 조선은 나라에서 치료해주니까 잘못한 놈이 죄가 되는데, 남한은 돈때문에 때린
놈만 죄인기야, 우리가 머저리지”
-2003 셋넷교실 교육일지 중에서북침 대 남침
(중략)…행사 중간에 전쟁기념관에서 6․25기념 영화를 보았다.
“(대포 소리 쾅쾅) 6월 25일 04시를 기해, 북한은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영화에서
북한이 남침했다는 얘기를 듣던 현철(가명, 남 19세)이랑 정수(가명, 남 21세)가 “에그, 괴
뢰군 새끼 또 거짓말 하누만, 남조선이 먼저 쳐들어 왔는데…”한다. 그 소리를 듣던 남한
청소년 하나는, “UN에 북한이 쳐들어온 명백한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러네?”하며 끼어든
다. 현철이가 화내면서 “이 간나, 머저리아임, 남조선이 쳐들어오이 장군님이 쓸었지”한
다.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씩씩거린다.
-2003 셋넷교실 교육일지 중에서새리새리한 남조선 시험 문제 <2001년고입 검정고시 사회과목 문제 중에서>
15. 다음과 관계있는 기관은? (
)
․ 헌법 질서를 지키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관
․ 헌법 소원 심판 및 정당 해산 심판 등

① 국회
② 법원
③ 정부
④ 헌법재판소
17. 다음에서 업적(성취) 지위가 아닌 것은? ( )
① 교사
② 여자
③ 사장
④ 간호사
하나둘학교에서 모의 고입 검정고시 사회과목 시험을 치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시험문제에 손도 못 대고 쩔쩔매고 있는 것이다. 해서 개별적으로 지도해 하려고 “시험문
제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용히 손만 들고 있으면, 쌤이 가서 도와 주께” 했더니,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드는 것이다. 하나도 모르겠단다. 뭘 모르냐고 물어보니, 진짜 아이
들 말처럼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우선 ‘사지선다’에 대한 개념부터 없었다. ‘넷 중에 제일 맞는 답을 하나 골라 쓴다’라는
(남한 기준에서)지극히 ‘상식적인’인 사실 하나 설명 하는데만 30분이 걸리니 볼짱 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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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아닌가! 겨우 객관식 시험이란 것을 이해시키고 나니, 이번엔 한국말인데도 ‘용어’를
모르는 것이다. “국회가 뭠까?”라는 것이다. “기본권은요? 소원은요?” 끝도 없이 질문이
쏟아진다. 죄다 설명하려니 점점 짜증이 나는 것이다.
“쌤, 15번에 ‘다음’이 뭐기쇼(뭡니까)?”
“응, 네모 안에 설명된 부분을 말하는 거야.”
“쌤, 17번엔 ‘다음’이 없슴다.”
“야! 그 ‘다음’은 그기 아이고, ①번, ②번, ③번, ④번을 가리키는 거지,
질문 고만하고, 각자 알아서 그냥 풀어라.”

이제

시험을 마치고 채점을 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항의’한다. 17번의 경우 답 이 두
개라는 것이다.‘③사장’의 경우도 답이란다. “지주놈(사장)이 (재산을) 물려” 받았으니까
성취한 게 아니란다.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았다.
- 2001 하나둘학교 교육일지 중에서북조선의 시험 문제
최근 MBC-TV에서 흥미 있는 프로가 신설되었다. 2004년 12월 11일부터 방송에 들어
간 <느낌표!>이다. 이 프로그램 중에 “통일 시리즈 제1탄-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이 있는데, 가상 스튜디오를 꾸며 “남북 어린이들이 실제와 같은 퀴즈경연을 벌이게 함으
로써, 남북 어린이들의 교육현실과 문화차이 등을 이해”하기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민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남북 어린이들을 상대로 북
조선에서 ‘직접’ 출제한 문제가 나왔다. ‘말꼬리 잇기(끝말잇기)’ 문제인데 “학습장이란 말
로 시작해서 총 다섯 단어를 만드는데, 마지막 단어는 다시 학습장으로 끝나야한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접한 남한 어린이들과 (어른)출연자들
은 어쩔 줄을 모르면서 대부분이 ‘손도 못 대보고’ 전부 틀렸다. 반면 북조선 어린이들은
과반수이상이 문제를 풀었으나, 완벽하게 ‘통과’한 학생은 1명이 나왔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참신한 기획의도가 좋았다는
평과 함께 남북의 문화가 그토록 다르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도대체 말이 되는 프로를 내보내야지(시청자의견, 장○○, 2004.12.19)”라며 노골적인 불
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북한에서’ 제출한 문제가 남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낯설기에 당혹스러워 하는 반응이다.
이것은 남한 학생들도 북조선 사회라는 낯선 교육환경을 접한다면, 어쩔 수 없는 ‘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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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인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탈북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학습능력부족’ 현상을 남북 학생들 간의 절대적인 지식수준의 차이로 볼 수 없
는 것이다.
- 2005 한양대 석사논문 중에서하나원개는 머저리개
하나원에 개가 좀 있다. 남한을 대표하는 진도개는 물론 북조선 풍산개도 두 마리고 근
본을 알 수 없는 똥개도 여러 ‘개(犬)’ 있다. 근데 이중에서 진돗개가 영 아니다. 생기기는
풍체 좋게 부리북실한데 하는 짓이 똥개만도 못하다. 오죽했으면 그놈 이름이 ‘머저리개’
다.
머저리개집 바로 옆에 토끼장이 있는데, 이놈이 철망이 있는 줄 알면서도 맨날 새끼토
끼를 덮치다 철망에 걸린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십 번이다. 목줄이나 짧나, 훌
쩍 뛰어 넘으면 대번에 잡아챌 수 있는 거린데도 철망 난간에 앞발만 걸치고 낑낑거린다.
접때 한번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놓고는 지가 더 놀라 오줌을 찔찔 싸기도 했다. 반복학
습이 전혀 안 되는 놈이다. 텔레토비보다 못하다.
또 놈은 ‘주체성’ 없이 아무나보고 꼬리를 흔들어댄다. 애나 어른이나 밥 주는 사람이나
그 수많은 교육생들 아무에게나, 심지어 자기를 때리는 사람에게도 배를 뒤집고 살랑거린
다. 난 처음에 그놈 참 생긴 것만큼 포용력이 넓은 게 도덕(犬性)이 훌륭한 놈이구나 싶
어 내심 존경(?) 했는데, 보면 볼수록 실망이다.
우리 애들이 보더니만 “조선에 이런 머저린 하나도 없소.”한다. 조선개는 낯선 사람이
부르면 꽁지가 빠지게 달아난단다. 아니 잡아먹힐려고.
놈은 암컷인데 힘이 억시 좋아 자주 목줄을 끊어 먹고는, 저 멀리 있는 풍산견 부부에
게 가서 숫놈개랑 ‘그 짓’을 벌인다. 교육상 보기 민망해도 개가 달리 갠가 싶고, 또 대를
이어 하나원을 지키려고 저러는데 싶어 직원들 대부분도 못 본 체 내버려둔다. 하지만 결
과가 있어야지 허구한날 그러면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진돗개랑 풍산개랑 ‘어어-’하는
‘진풍경(景)’을 보면서도, 정작 ‘진풍견(犬)’은 못 본다. 기대에 결코 부응하지 못하고 헛수
고만 벌인다. 역시 머저리다.
그래도 북조선에서 살다 온 교육생들은 그 놈 바라보는 눈길이 늘 즐겁다. ‘에라이, 이
놈아!’ 싶은가보다. 남한에 와서 죄다 잘난 놈들, 화려한 모습에 잔뜩 기죽는 일만 가득했
는데, 남한을 대표한다는 진돗개의 ‘머저리짓’을 보니 큰 위로가 되는가보다. 그러고 보면
머저리개가 꼭 머저리는 아닌 듯하다. 혹 전생에 광대? 아니면 지장보살의 현신(現身)?
우이씨, 다시 존경해야지. 졸라 짱나네!
- 2001 <일기> 하나둘학교에서- 238 -

이주민의 생활문화 읽기
김미화 어욘 오이까와 (결혼이민자 3인)

Ⅰ. 중국 편(김미화)
1. 국명(國名)

중국의 공식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다. 이것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국기(國旗)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五星紅旗)이다. 혁명을 상징하는 붉은 바탕에 황색
으로 된 큰 별 하나와 작은 별 4개가 왼쪽 윗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3. 행정구역

중국의 행정구역은 전국을 성(省)·현(縣)·진(鎭)의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성급(省級)은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특별행정구를 포괄하고 있다. 전국에
는 23개의 성과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다.

4. 역사(歷史)

상고시대부터 황하유역에 도읍을 세운 나라들은 항상 그들이 사는 지역을 "화하(華
夏)"·"중하(中夏)"·"중화(中華)"·"중국(中國)"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으나, 고대국가 시절에
이러한 명칭을 공식적인 국명으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911년 10월 10일 신해
혁명의 성공으로 세워진 "중화민국(中華民國)"에서 그러한 이름을 처음으로 국명에 사용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고대국가들은 한결같이 예악제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당시의 문
화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예악제도에 필요한 아름다운 복
장을 구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
화하(華夏)"는 바로 문화를 가진 대국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中)"은 사방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뜻이므로, "중화(中華)"는 사방의 중앙에 위치한 문화를 가진 민족을
뜻하고, "중하(中夏)"는 사방의 중앙에 위치한 대국이란 의미를 가진다.
산업혁명을 치른 서구의 문화가 명나라 말기, 청(淸)나라 초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켜 청왕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서구 세력들의 물밀듯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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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侵占)으로, 홍콩[香港]을 영국에게, 만주 북방을 러시아에게 할양하고, 안남(安南) 등
조공국에 대한 종주권(宗主權)을 잃었으며, 국내 요소에 외국 조계(租界)가 많이 설치되
어 청왕조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요 속에서도 근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동치중흥(同治中興)을 통해 근대공업이 일기 시작하였으나 청일전
쟁이 일어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5. 중국 인구 & 민족

현재 중국은 한 자녀만 관청에서 호적에 받아준다. 따라서 둘째 등이 태어나게 되면 호
적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공식인구에서 빠지니까 그만큼 호적에 없는 인구들이 늘어나
서 정확한 인구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7억 정도라고 추측한다. 예외로, 쌍둥이의 경우는
호적에 다 받아준다. 그래서 첫 애를 낳고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가 둘째나 셋째가 태어나
면 동시에 올리는 형제관계가 몇 년씩 차이나는 쌍둥이가 있기도 하다.
중국에는 도합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의 여러 민족 간에는 인구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중 한족(漢族)은 인구가 가장 많고 기타 55개 민족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습관
적으로 ‘소수 민족’ 으로 불리 운다.
2005년 전국의 1% 인구를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에 의하면 55개 소수 민족의 인구는
전국 총인구의 9.44%를 차지하는 1억 2,333만 명으로 밝혀졌다. 소수 민족 중 인구가 100
만 이상인 민족은 18개이며 그중 쫭족(壯族)은 인구가 가장 많아 1,617만 8,800명이다. 인
구가 가장 적은 민족은 뤄바족(珞巴族)으로 단지 3,000명에 불과하다. 한족은 전국 도처
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황하黃河ㆍ양쯔강揚子江ㆍ주강珠江 3대 유역과 松遼 평원
에 집중되어 있다. 소수 민족은 인구가 비록 적지만 전국의 60% 이상의 국토에 분포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오랜 기간 한족과 여러 소수 민족 간에는 광범한 정치ㆍ경제 연계와 문화
교류 관계를 수립했으며 상호 의존, 공동 발전의 민족 관계를 형성했다. 중국의 여러 민
족 인민은 모두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창건하고 中華 文明을 창조하며 중국 역사의 발전
과 진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기의 중요한 공헌을 했다.
- 한족(汉族): 인구 근 12억으로 중국의 주체 민족이며 주로 黃河ㆍ揚子江ㆍ珠江 유역에
분포되어 있다. 한어는 한족 및 대다수 소수 민족의 통용어이다.
- 몽고족(蒙古族): 총인구는 581만 3,900명이다. 주로 네이멍구자치구 內蒙古自治區에
거주하는데 도합 399만 5,300명으로 몽고족 총인구의 68.7%를 차지한다.
- 회족(回族): 총인구는 981만 6,800명이다. 주로 닝시아寧夏 회족自治區에 집거하는데
도합 186만 2,500명으로 회족 총인구의 18.9%를 차지한다. 이슬람교 신봉
- 티베트족(藏族): 총인구는 541만 6,000명이며 그중 242만 7,200명이 티베트 自治區에
집거하는데 티베트족 총인구의 52.8%를 차지한다. 티베트 불교 신봉.
- 쫭족(壮族): 중국의 소수 민족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으로 총인구는 1,617만 8,800
명이며 그중 1,420만 7,100명이 광씨廣西 쫭족자치구壮族自治區에 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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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족(滿族): 쫭족 버금가는 두 번째로 큰 소수 민족으로 현재 인구는 1,068만 2,300
명이며 주로 둥베이東北 지구에 분포.
- 조선족(朝鮮族): 총인구는 192만 3,800명으로 주로 지린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에
집거.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한다.
그 외 묘족(苗族) 부이족(布衣族) 뚱족(侗族) 요족(瑤族) 바이족(白族) 투쟈족(土家族)
이족(彝族) 위구르족(維吾爾族) 등이 있어 소수민족은 55개이다.

6. 중국 문화

1) 음식문화의 특징
➀ 재료의 선택이 광범위하고 자유로움
➁ 맛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➂ 조리기구가 간단하고 조리법이 다양하다.
➃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만 합리적이다.
➄ 조미료와 향신료가 다양하다.
➅ 풍요롭고 외양이 화려하다.
2) 자전거 문화
도시나 경제가 발달하여 오토바이가 더 보편화되거나 중경 같이 길이 가파른 일부 도
시를 제외하면 중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자전거로 '중국서민의 발'이 되고 있다.
중국 사람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대중교통 수단의 낙
후성과 중국인들의 경제수준 (차를 구입하기에는 역부족), 자동차산업의 열악함, 그리고
평탄한 지형 등을 들 수 있다.
3) 차문화
중국인은 하루도 차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다. 벌써 4천년의 역사를 가지며 어느 공공
장소에 가더라도 차 잎만 있으면 언제든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끓는 물이 준비되어 있
다. 중국인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찐 사람이 적은 것이 차를 마셔 단
백질과 지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4) 의복문화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은 대부분 전통의상을 입고 생활한다. 지역에 따라 또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소수 민족 여자들은 대부분 민족의 전통의상
을 입고 장식을 단체 생활을 하며 남자들은 평상복을 많이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혁명 이후 서양음악은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었다. 모든 음악작품은 공연이 금
지되었고 정권이 지정하는 공연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개혁의 실행으로 인민들의 음악생
활도 다채롭게 변모하였는데 특히 배우기가 쉽고 이해하기 쉬운 유행음악들이 급속히 퍼
져나갔다.
또한 중국인은 중국 고유의 경극(京劇)을 즐기는데, 이 경극은 극본, 연기, 음악, 노래,
소도구, 분장, 의상 등의 예술적 요소를 다채롭게 결합한 총체적 예술로 사실적이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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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원리에 의해 세련된 예술이다. 이 역시 문화혁명 때에는 소련의 사실주의적 문예
정책과 봉건주의적 잔재를 제거한다는 목표로 많은 부분이 변질되었지만 개혁 이후에는
문화 혁명기에 금지당한 내용들이 다시 상연되고 표현 면에서도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태극권 등 기공수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이 결합된 법륜공은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강한 탄압을
받고 있다. 스포츠 면에서는 축구·육상·체조 등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기량을 나타내고
있다.
5) 명절
- 춘절 : 음력 1월 1일이다. 공식적인 휴일은 7일간이다. 달력에는 3일만 빨갛게 표시되
지만 최소 7일간 쉰다. 춘절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 부녀자의 날 : 양력 3월 28일. 여자만을 위한 날로 여자에 한 해서 휴가가 있다.
- 노동자의 날 : 5월 1일.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3대 명절에 노동자의 날이 포함된다. 공
식적인 휴일은 7일이다.
- 중추절 : 팔월절이라고도 하는 데 중국의 비교적 중요한 전통 명절 중의 하나다.
중국에서는 이날 달을 구경하고 월병을 먹는 풍속이 있다. 고대 황제는 풍년(풍성한 수
확)을 기원하기 위해 항상 팔월의 밤에, 달에게 음악을 연주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후
조금씩 민간에 달구경하는 풍속이 생겼다.
- 국경일(개국기념일) : 10월 1일. 중국 3대 명절 중 하나다. 이날도 노동자의 날과 마찬
가지로 달력에는 3일만 빨갛지만 훈령에 의해 7일간 휴가를 가진다.
기타의 것으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년 24절기에 따라, 경칩, 청명, 한식, 등은 비슷하
다.

7. 중국 교육

1) 유아교육
3~5세의 아동이 유아원에 들어가 받는 교육으로 보육적인 면이 강하다. 취학 전 유아교
육은 한국에 비해 교육적인 면보다 보육적인 면이 훨씬 강한데 이는 사회주의 구조가 강
한 중국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부부가 함께 직업을 갖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 이후 사립유치원이 생기면서 유치원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초등교육
6~12세의 아동을 위한 학교로 대부분 지방정부가 설립한 공립학교이다. 한국의 초등학
교와 비슷하다. 초등학교의 아동은 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립학교에 다니지만 때로 사
립학교나 학군이 좋은 곳으로 학교를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의 수업시간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부터 외국어 수업(영어)이 있고 국어, 영어, 수
학이 중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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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교육
12세~17세의 청소년 교육과정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졸업고사를 치는데 그 졸
업고사와 평소성적을 바탕으로 중학교를 선택해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국
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6년제이다.
4) 고등교육(대학교육)
학원, 고등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이 있다. 전국에는 대략 1200개정도의 보통대학과 70
여 개의 민간대학이 있다. 그 중 한국유학생들의 200여개 이상의 대학에서 유학 중이고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 718개의 성인 대학교가 있고 평생교육의 일환인 성
인 기술훈련학교도 전국에 46만여 개가 있다. 중국대학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립이다.

8. 중국의 사상

중국인의 기본사상은 도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의 기본품성인 노장사상이 있
는 가운데 불교가 유입된다. 불교는 노장사상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이를 격의불교라
고 불리었다.
후에 불교가 좀더 많이 들어오고 이해가 깊어지자 불교가 불교자체로서 홀로 서게 된
다. 한편 불교의 경전 등이 속속 번역되고 대장경으로 완성되어 지는 가운데 중국의 노
장사상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하게 된다.
중국에서 현대에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불교는 여
러 절에서 받아들여지고 신앙되어 지고 있으니 현재 중국의 다수 종교는 불교라고 하겠
다. 다만 도교가 종교적인 형태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
다. 일반인들의 삶속에서 도교적인 사상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서로 오랜 시간 동안 경쟁하고 영향을 미치다보니, 불교 속에도 도교적인 요소들
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에서 불교와 신도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듯이, 한국에
서 불교와 무속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듯이, 중국에서는 불교와 도교가 서로 충돌
하지 않고 공존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다만 중국에서 도교를 종교적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법적으로는 자유다. 그러나 외국인이 세운 교회는 외국인만 다닐
수 있고 중국인이 세운 교회에만 중국이 다닐 수 있다. 교회를 세우려면 정부 허가를 받
아야 하는데 허가받기가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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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몽골 (어용)
1. 국명

- 공식국명: 몽골(Монгол, Mongolia)
몽골(Mongol)이란 용어는 원래 “용감함”이란 뜻을 지닌 부족명이었으나 칭기스칸이
몽골부족을 통일함으로써 민족명(Mongol)으로 변화되었다. 한국인들이 알고 있던 몽고
(蒙古)라는 명칭은 중화사상을 가진 중국인들이 주변민족(몽골)을 몽매한 야만인이라고
경시하면서 청나라 이후 우매할 몽(蒙)과 옛 고(古)를 사용하여 몽고라고 부른데서 비롯
됨.
- 수도: 울란바타르(Ulaanbaatar) “붉은 영웅”이란 뜻.
- 행정구역: 아이막(Aimag : 道) : 21개
아이막 밑에는 348개 솜(Som : 郡)과 박(Bag : 面)이라는 하부단위가 있음.
3개 자치시와 아이막(Aimag)에는 지방의회(Local Hural)가 있음.
- 국화 : 연꽃
- 국기 : 소욤보 기(旗)
직사각형이 3등분 되어있고 중앙은 청색, 양측은 적색, 좌측 적색부분에 황색의 국가상
징인 소욤보가 그려져 있음. 소욤보는 표의문자로 몽골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정통
문장으로서 1924년 제1회 대인민회에서 민족적 문양으로 정해졌다.

2. 몽골의 민족과 인구

- 인구 : 2,800,000명
인구증가율 : 1.2%
인구밀도 : 1.6명/㎢
평균수명 : 65세 (남 62세, 여 68세)
인구구성 : 0-14세(32%), 15-64세(65%), 65세 이상(3%)
- 종족 : 할흐몽골족(79%), 카자흐족(5.9%), 중국계(2%) 등17개 부족
- 언어 : 할흐몽골(Khalkh Mongolia)어를 90% 이상 사용.
- 문자 : 키릴문자 (러시아문자 차용)
- 종교 : 라마불교(90%이상), 이슬람교(5%), 90년이후 개신교 및 카톨릭 전파
- 주요도시 : 울란바토르(100만여명), 다르한(Darhan, 8.8 만명), 에르데넷(Erdenet, 5.4만
명), 초이발산(Choibalsan, 2.7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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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해득율 : 87%
- 시차 : 울란바타르는 한국보다 1시간 늦음
- 공휴일: 신년휴일(1.1), 차강사르(몽골력:1.1-2, 우리의 음력설에 해당), 여성의 날(3.8),
어린이 날(6.1), 나담절(7.11-13), 국가선포일(11.26)

3. 국토

- 위치 :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가(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중국
과 접경하고 있으며, 국경선의 총길이는 8,162km임)
- 면적 : 1,564,116km2 , 세계 27위 (한반도의 7.4배)
- 길이 : 동서 - 2,394 Km, 남북 - 1,259 Km
- 국토이용 : 목축지(80%), 산림(10%), 경작지(1%), 기타(9%)
- 지형 : 고원국가로서 사막이 전국토의 40%이며 북서부의 알타이 산맥으로부터 동남부
의 평원지대로 펼쳐져 있음.
평균고도 : 1,500m

4. 기후

- 건성냉대기후 :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겨울이 길고 추우며, 여름이 매우 짧음
- 연간 강수량: 200-220mm. 여름철에 집중..
- 바람: 전형적인 북풍과 서풍. 특히 4-5월에 부는 봄바람의 위력은 대단한데 풍속은 매
초 평균 2-5m이고 오후 1시 전후가 가장 심하다.

5. 정 치

민주공화제(92.1.13 新민주헌법 발효, 2000.12.14 헌법 개정) 과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의 중간형태인 이원집정부제였으나, 헌번개정으로 의회와 내각의 권력을 대폭 강
화하여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화됨.

6. 경 제(2006년)

- GDP : 약 24억불
- 1인당 GDP : 약 950불
- 실질경제성장율 : 7.5%
- 무역액 : 2,201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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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무역품목 및 교역국
수출품 : 석탄, 동, 금, 형석, 몰리브덴 등 광물 및 캐시미어 등
수입품 : 기계류, 일상소비재 등
주요 무역상대국 :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順
화폐단위 : Tugrik(US$1 = 1,164Tg, 2007년 6월1일)
- 주요자원 : 석탄(코크스), 동, 형석, 몰리브덴, 금, 철, 아연, 우라늄, 석유(개발 중) 등
광물자원 풍부

7.종교

몽골사람은 인구의 90%는 라마불교를 믿고 5%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사람들은 모두
일이 부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믿음이 깊다.

8. 교육

몽골의 학제를 도입해 초등학교 과정은 1~4학년, 중학교 과정은 5~9학년, 고등학교 과
정은10~11학년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과정은 없이 중학교 과정까지만 있다. 몽골은 9학년
을 마친 뒤 시험을 거쳐 대학을 진학할 것인지, 직업을 가질 것인지 결정한다. 직업을 가
질 학생은 전문학교를 들어가 기술교육을 받게 된다. 재한몽골학교도 앞으로는 이 제도를
도입해 9학년을 이수한 뒤 직업을 가질 학생들을 선발해 기술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연계
할 예정이다.
<어용의 한국생횔>
전 몽골에서 온 지 2년 된 29살의 어욘엘데네 라고합니다.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보조강사를 했고, 지금 서울, 경기지역 유치원
아이들에게 몽골문화를 알려주는 다문화 체험 강사를 하며,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 스
스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족감이 들기까진 여러 결혼이민자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저 또한 비켜가지 않고 겪었습니다.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였을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온 1달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고향집 식
구들만 보고 싶고... 매일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밥 먹어라’, ‘
TV 봐라’, ‘시장 가자’는 말만 듣고, 그 말들만 배우며 한국말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
그때는, 시아버님께, ‘밥 먹어’ 라고 하고, 시어머님께는 ‘시장 가자’라고 한 적도 있었습
니다. 남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시간이 없고, 혼자서는 책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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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읽을 수 없고, 정말 답답해서 죽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있
다는 것을 알아냈고, 거기서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생활 ,요리 등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교실에서 듣는 선생님 말씀과 시부모님의 말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됐고 이상하게 생각도 했습니다. ‘먹다’ 라고 말을 ‘진지잡수시다’ ‘밥을 드시
다’ 등의 높음말을 쓰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이상하고, 세상에 이런 복잡한 말도 있나하
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시부
모님께 반말 한 걸 생각하면, 죄송하고 부끄러워집니다.
한국에 2년 정도 살아보니, 한국 문화는 가족 중심의 문화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그것을 느끼지 못한 저는, 저를 5살 아이처럼 여기시는 시어머님이 너무나 불편했습
니다. 19살, 대학에 입학 했을 때부터 결혼 전까지 엄마, 아빠를 떠나 혼자 생활 했던 저
는,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을 빼고, 같이 놀러가자고 영화 보자고 찜질방 가자고 하시
던 남편 가족들이 고마웠지만 너무 불편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도 못하고 아
주 답답했습니다. 제가 살다 온 가족문화와 너무 달라서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문화, 언어, 음식 등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노
력이 있어야만 살아가면서 행복할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Ⅲ. 일본 (오이까와)
1. 일본의 생활문화

일본에서는 초대하지 않으면 집에 놀러 가겠다고 하면 실례이다. 일본인들은 웬만해서
는 자신의 집에 타인을 초대하지 않는다. 만약 일본인에게 초대받았다면 그건 초대받은
사람이 상대에게 꽤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초대받아 갔더라도 현관에 들어설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올 때 편하도록 신발을 돌려놓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 돌려놓지 않으면 집주인이 돌려놓게 되는 무안한 사태가 발생하니 주의해야한다.
일본인들은 매일 목욕한다. 그것은 습기가 많고 무더운 여름 날씨의 탓일 것이다. 목욕
을 안 하고는 못 참게 만드는 끈적끈적한 무더위가 일본의 더위이다. 우리나라는 화장실
과 목욕탕이 붙어있는데 비해 일본은 일반적으로 화장실과 목욕탕이 분리되어있다.
일본식 목욕탕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씻는 것을 욕조 밖에서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씻고 헹군 다음에 욕조 안에 들어가야 한다. 욕조안의 물은 그 다음 사람도 이용하
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인 집에 초대되어 간 사람은 손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목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손님이 목욕탕 속의 물을 지저분하게
하고 나왔다면 그 다음으로 들어간 주인의 심정은 불쾌하여, 바로 앞에서는 여전히 친절
할지 몰라도 다시는 그 손님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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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이러한 일본 가정의 목욕탕 문화가 불결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 많은
사람들이 탕 속을 왔다 갔다하는 우리나라 공중목욕탕을 생각해 본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깨끗이 씻고 들어갔다면 지저분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경제적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목욕탕 문화에서 일본인의 절약정신을 엿볼 수
있다.

2. 일본의 교육
1) 일본교육제도 개관

(1) 의무교육
6～15세 까지는 의무교육이다. 3～4세에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여 6～12세까지는 초등
학교에 다니고, 15세까지는 중학교에 다닌다. 이 중 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18세까
지 고등학교에 다닌다. 이중에서 4분의 3 정도의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편
나머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닌다. 학교 수업은 2002년 4월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실시
되었다.
(2)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22%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전문대학이
나 기술전문대학에 진학하므로 진학률은 50%로 정도이다.
(3) 입학시험
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입학은 입학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각 학교마다 입학 시험을
보며, 동일계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시험
을 거쳐야 한다. 가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동일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
다.
입학시험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규수업 이외에도 주말이나 방과 후에 입시
준비학원(쥬쿠․요비코)에 다닌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입시준비학원에 다
니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2) 일본교육의 문제점
(1) 획일적인 수업과 주입식 교육, 그리고 대입준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수업방식으로 학생들이 수동적이며, 암기력은 좋으나
창의력이 부족하다.
(2) 집단 따돌림, 등교거부, 학원폭력의 심각성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한
때,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현상은 이지메보다도 더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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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이론편)
김 연 권 (경기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한 용 택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HK연구교수)
I.

현대의 교육현장에서의 영화

1. 영화 : 새로운 양식의 이야기

* 현대사회에서 시청각매체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비례하여 나날이 그 지배력이 증가하
고 있으며, 기존의 문자텍스트를 대체해나가고 있다.
*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이야기의 양식도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있다.
* 사실 서사의 양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으며, 지금은 유서 깊은
구텐베르크 제국이 쇠약해진 운명을 신흥세력 할리우드 기사단과의 연합으로 공존을
모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영화는 문자 텍스트를 대체하는 그러나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서사텍스트이다.

2. 교육과 영화

가. 현대사회에서 영화는 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시청각매체이다.
* 영화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일상적이다.
* 하나의 이야기로서 영화는 일단 재미있다.
* 영화는 해석, 설명, 암기가 필요한 또 하나의 학습의 대상이라는 부담감을 경감시킨다.
* 따라서 영화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효율적이고 창의
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매체가 될 수 있다.
나. 영화는 학습에 있어서 기억과 전이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 Heinich 등의 연구(1999)에 따르면,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양은 경험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경험의 종류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는 양
직접 경험한 것
90%
보고 들은 것
50%
보기만 한 것
30%
읽기만 한 것
10%
(김정렬, 1998, pp.223-22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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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청각매체
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다.
다. 새로운 개념의 텍스트로서의 영화
* 영화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오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
한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 담론, 세계와 타자를 바라보는 작가와 집단의 내밀한 시각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 영화는 과거에 신화나 민담이 그러했듯 집단적 정서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서사행위의
결과이다.
* 영화는 공감각적으로 그리고 현실과 매우 흡사하게 상황을 재현한다. 영화텍스트의
수용도 기존의 문자텍스트의 수용과는 다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
울러 이야기되는 내용에 대해 정서적인 접근과 사변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 결국 영화는 자신, 타자, 집단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관계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심
층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있어서 문자텍스트보다도 한층 유리하다.
라. (다)문화교육과 영화
* 근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이해 나아가서는 타자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문화
또는 다문화교육에서 영화의 활용은 매우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 영화는 설명적이고 요약적인 교과서보다 인간의 삶과 행복, 슬픔에 대해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을 제공
- 인간의 자유나 평등, 정의, 인권 등을 삶과 연결시켜 다양한 관점을 학생들에게 제공
하는데 좋은 자료
- 타문화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보다도 정의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다는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매우 적절한 교수매체(이상 한관종, 2006, p.147)
- 문화 교육에 있어서 언어적 설명의 불충분성을 보완
“언어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산물이므로, 우리의 언어로 다른 문화를 설명하는 작
업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영화는 실제로 관찰하고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완법으로 기능”(이상 김은미,
2003,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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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화 텍스트의 다문화교육 활용

1. 영화 선택의 기준

가. 영화로서의 가치
* 영화는 뛰어난 교수매체이기 전에 하나의 자족적인 서사텍스트이다. 한 편의 영화, 특
히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극영화는 복잡한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시청각매체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로 예술성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서사텍
스트이다.
* 영화의 선정은 작품성, 흥행성, 예술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정한 내용의
교수-학습을 위하여 제작된 영화라도 가능하면 작품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원
하는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영화의 내용과 학습주제의 상관성
* 어떠한 세부주제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문
화 사회가 갖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영화는 물론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지만, 모
든 수업에서 항상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문화교육과 특별
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영화들도 다루는 주제에 따라서는 좋은 교재로 활용될 수 있
다. 예컨대 소수민족이나 유색인종 또는 이들의 문화를 시종일관 타자적 시각으로 바
라보는 할리우드의 오락 영화도 문화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인식하게 만드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고, 지방색이 강한 제3세계 영화도 다른 인종, 다른 문화에 대한 진정
한 이해가 학습목표라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다. 학습자의 수준과 연령에 대한 고려
* 다문화라는 주제의 접근 없이도 충분히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영화들이
우선적인 선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애니메이
션 영화,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판타지 영화 가운데서 주제에 맞
게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도 무난한 방안이다.
* 교수자에 따라서 그리고 수업의 성격에 따라서 영상물등급기준은 조금 포괄적으로 적
용될 수 있다. 교수자의 시청 지도가 엄격히 이루어질 경우 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
해서 수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상 학생들의 연령보다 한 등급 위의 영화도 크게 무리
없이 수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치밀한 수업계획 작성

가. 영화 시청방식 결정
* 시청방식의 결정은 시청 단계 및 시청 후 활동과 관련하여 수업의 시나리오에 절대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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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환경, 학습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1) 러닝타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영화 전편을 한 번에 시청하게 하는 방법
(2)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주어진 시간과 주제에 맞게 시청할 기회를 주는 방법
(3) 전편을 시청하되 순차적으로 짧게 끊어서 수차에 걸쳐 시청하게 하는 방법
나. 영화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 준비
* 통합 교육의 지향이라는 전제 아래 감독이나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 외에도 영화 속
배경과 소재에 관한 설명 자료 준비
* 영화는 다문화사회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순한 영상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학습목표에 맞는 통계나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영화 시청 직전이나 시청 후 토론 시
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 특히 외국의 영화의 영화를 통해서 다문화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접근할
때, 영화의 배경이 되는 국가의 문화, 역사,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필수적임
다. 시청 후 활동 시나리오 작성
* 시청후 활동에 대한 목표와 내용을 세분하여 구체적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영화가 정서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영화를 활용한
교육에서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시청 후 활동은 토론과 감상문 작성이다.
* 토론의 경우 토론의 얼개를 될 수 있으면 세밀하게 준비하고, 소감 작성의 경우 구체
적인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선정된 영화에서 적합한 토론의 시나리오나 명확한
주제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영화 선정 자체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3. 시청

시청방식
l

영화
전편을
한 번에
시청

l

l

적합한 영화
장점
재미가 있거나
작품성이 높은 영화에
적합하다.
최근 상영작 혹은
대중적 오락성이
l 영화의 내용 전체에
검증된 영화에
대한 이해를
적합하다.
증진시킬 수 있다.
옴니버스 스타일이나
단편영화처럼
러닝타임의 부담이
없는 영화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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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단점
시청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관심과
긴장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스토리의 이해나
오락적 측면에
함몰되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 있다.

영화 내용의
흐름에
학습의 시간 관리가 전체적인
대한 이해가 어려울
용이하다.
주제에 대한 접근이 수 있다.
l 영화에 대한
쉽다.
학교의 수업시간이 전반적인 오해 혹은
일반적으로 40분에서 편협한 이해의
50분 사이임을
가능성이 있다.
감안했을 때 가장 l 적절한 장면의 선택
보편적으로 응용할 과 편집 등, 교수자의
수 있는 방식이다.
사전 준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
l

발췌,
편집 후
일부
시청

비교적 예술성이
높거나 주제 의식이
선명한 영화에
적합하다.
l 할당된 수업시간에
전편을 보여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영화의
시청에 활용될 수
있다.

전편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시청

다문화와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서사장르로서의
영화에 대한 이해를
l 전편 시청의 필요성이
증진시킬 수 있다.
있으나 시간적인
l 작품의 주제가
제한이 있을 경우
형상화되는 구체적인
l 다문화 현실을
과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분석적으로 파악할
영화에 적합하다.
수 있다.
l 반복적인 토론과
지속적인 환기로
인해 주제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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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교수자가 영화서사에
대해 선결적 이해가
필요하다.
식상함과 매너리즘이
교수자로서 경계해야
할 점이다.

4. 시청 후 활동
* 토론이나 소감 작성 등 시청 후 활동은 주제가 영화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시청 후 활동은 준비단계에서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 가장 좋지 않은 경우는 “아무것이나 느낀 점을 말해라”라고 요구하는 것
* 토론 시나리오는 분 단위까지 세분화될 정도로 그리고 토론 주제는 학생들의 답변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토론 주제는 의문문 형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만 제시될 수도 있지만, 객관식으로 여러
개의 답안이 같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떠한 답을 선택했다는 사
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답을 선택한 이유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토론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룹별 토론이 적합하다. 수업시간에 시도해볼 수 있는 그룹별 토론방식의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각 그룹에게 사전에 준비된 토론주제를 제시한다. 처음에는 의문문 형식의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답안을 몇 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토론은 답안의 선
택과 이유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몇 번의 토론을 거쳐 익숙해지면 질문만 제시하며,
질문의 내용도 처음에는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로 확대발전시킨다.
② 각 그룹은 그룹을 대표할 대변인을 선정한다. 같은 그룹으로 토론이 반복해서 이루
어진다면 대변인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③ 적당한 토론의 시간을 정한 후 그룹별로 토론을 시작하게 한다. 이 때 대변인은 자
신이 속한 그룹의 의견을 메모한다. 교수자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각 그룹을 순회하면
서 토론을 지도한다.
④ 주어진 토론시간이 끝나면 각 그룹의 대변인이 자신의 그룹에서 오고간 의견을 정리
하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대변인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룹 전체의 의
견을 말 그대로 대변하도록 한다. 대변인은 그룹의 소수의견도 간략하게 소개한다.
⑤ 한 그룹의 의견 발표가 끝나면, 필요한 경우, 교수자는 그룹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짧
게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 교수자는 각 그룹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보충 질문을 하면
서 학생들의 결론이 정리되게끔 유도한다. 동시에 교수자는 가능하면 그룹의 발표 내
용 가운데 좋은 점을 찾아내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⑥ 대변인들의 발표가 끝나면 전체 학생들에게 상호간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한다.
⑦ 토론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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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나가며

문화 또는 다문화교육에서 영화 텍스트를 활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다채로운 수업방식만
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학습의 본질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수많
은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의 문자 텍스트를 대체해나가는 현대사회의 특성 그리고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정서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타자와 나의 공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
(다)문화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면, 영화의 활용은 최적의 교수-학습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교실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것으로 모든 학습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영화
는 교수자의 설명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대체 자료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의 자족적
인 텍스트이다. 따라서 교실에서 영화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문자 텍스트에 익숙해
진 방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의 텍스트에 걸맞은 새로운 수업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아쉽게도 영화를 새로운 텍스트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자료와
경험은 그다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영화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은 이제 막 시작 단
계이고, 대부분의 경우 교수자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화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현실을 이해시키려면 그만큼 철저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영화의 선정에서부터 시청방식의 선택, 적절한 보충 자료 준비, 세밀한
수업계획, 시청 후 활동지도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각 단계에서 세밀하게 기획되어야 한
다.
아울러 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영화의 종류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
해야 한다. 영화는 1년에도 수십 편씩 제작, 개봉되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영화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다문화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살아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화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봉되는 영화도 현장에서 교육적
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자는 평소에 영화 현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
며,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주제들에 비추어 주목할 만한 영화가 있는지를 끊임
없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다문화 현실의 이해를 위해 언급된 영화
들은 예시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그 자체로 수업에 활용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과거의 작품은 물론이고 현재 개봉되는 영화들에 대한 검토가 상시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은 교수자가 다문화 현실과 영화에 대해 평소에 얼마나 많
은 관심을 기울이냐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실제 수업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축
적된 경험이 원하는 학습목표를 도달하게 만드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영화
텍스트 개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주제별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 가능한 한 세밀하고
철저하게 사전에 작성된 수업 시나리오,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순발력이 있을 경우,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자 텍스트 위주의 설명적이
고 교과서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다문화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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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를 통한 다문화 현실의 이해(초등)
김 연 권 (경기대학교 교수)
I.

혼혈인의 사회적 위상과 비극적 운명: 수취인불명

1. 영화에 대한 일반적 소개

□ 감독: 김기덕 (2001)
□ 배경: 1970년대 가을, 미국기지촌 주변(동두천?)
□ 제 58회 베니스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 양동근 (창국), 방은진 (창국 모), 조재현(개)

2. 영화내용에 대한 이해

1) 창국과 창국 엄마가 사는 곳
- 버려진 미 공군버스 + 마을로부터 떨어진 빈 터
-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에게 버려진 양공주와 혼혈인의 삶
- 움직이지 않음+정착하지 못함 : 이중의 소외
- 양공주와 아들: 마을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척
2) 개장 속에 들어간 창국
- ‘개눈’의 오토바이 뒤 개장 속에 들어간 창국 : 개와 동일시
- 죽음을 기다리는 개와 같은 저주받은 짐승
- 창살로 인해 격리된 존재: 스스로 자폐적 창살에 들어감
- 해방의 꿈: 친구의 개를 놓아줌
3) 편견과 고정관념 속의 냉혹한 현실
- 방앗간에서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어정쩡한 태도: 내부적 타자로서의 혼혈
- 분실사고 범인으로 지목됨: 도둑놈의 튀기라는 말에 분노
- 인부에게 폭행, 해고
- 혼혈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편견
4) 분노의 폭발: 폭행과 살해 및 자살
- 미국인 아비가 어머니 가슴에 새긴 문신을 칼로 도려내는 창국
- 개눈을 개처럼 목매다는 창국
- 논바닥에 거꾸로 박힌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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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혈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의 역사

-환향녀, 호로자식, 튀기, 깜둥이: 영원한 이방인
- 학교와 직장에서 내몰림
- 18세 이상 혼혈인 2/3가 실업상태
- 혼혈인의 미국 송환 사업: 2만에서 6만 중 대부분 떠남, 현재 1000명

4. <수취인불명>을 통한 다문화교육 학습 내용

□ 과거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 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현재는 없어졌는가?
□ 왜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하는가?

II.

외국인 노동자의 고난과 비극: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1. 영화에 대한 일반적 소개

□ 《여섯 개의 시선》 중 하나의 에피소드, 상영시간 28분
□ 한국개봉일: 2003월. 11월. 전국 57개 극장에서 개봉
□ 기획제작: 국가인권위원회
□ 수상내역:
- 2003년제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 국내외 30여개 영화제 초청
-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특별언급상.
- 제13회 한국가톨릭매스컴상 수상.
- 서울 YMCA 건전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2004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작품선정.
- 감독: 박찬욱
- 주인공의 시점으로 처리된 흑백영화

2. 영화내용 소개

1) 이 영화는 6년4개월 동안 한국의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네팔인 찬드라 쿠마리 구룽에
관한 이야기다. 한국에서의 사건을 ‘찬드라의 시점’으로 재현했다. 외모와 행색에 대한
편견, 비서구언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권 감수성의 결여 등을 문제 삼고 있다.
2) 영화의 줄거리
이 영화는 ‘찬드라’라는 네팔 여인이 겪은 실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찬드라는 199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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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섬유공장에서 다른 네팔인
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지갑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분식점에서 음식
을 먹은 후 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식점 주인과 다툼이 일어났다. 급기야 그녀는
파출서로 끌려가게 되는데, 경찰관과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그녀는 정신병자로 취급되
어 정신병원에 보내지게 된다. 정신병원에서 그녀는 줄곧 자신이 네팔 사람이라고 주장하
지만 그녀의 말은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무시된 채 6년4개월 동안이나 감금된다. 우여 곡
절 끝에 그녀는 겨우 정신병원에서 풀려나 네팔로 돌아간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Never Ending Peace And Love 이다. 이 영어 제목의 첫 글자
를 따면 NEPAL이 되는데, 네팔에 사는 찬드라를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진정한 실천자
롤 바라보는 작가의 재치가 돋보인다.
3) 사건 후일담
찬드라는 정신병원을 나온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
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과 청량리정신병원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등은
286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경찰관들이 병원
으로부터 찬드라가 네팔 인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두 차례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종신
고를 접수받은 상황에서 ‘네팔공동체’등 연고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이로 인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국가는 정신
적 위자료 2500만원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찬드라의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
사는“이 판결은 국가에 대해 외국인의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첫 사례
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에서는 찬드라를 위해 성금을 모아 직접 네팔을 방문하여 1천만
원을 전하고 돌아왔다. 단체의 사무처장은 “찬드라가 원망은 커녕 `못 배우고 보잘 것 없
는 사람이 또 다시 한국인에게 갚을 길 없는 신세를 졌습니다. 내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이 받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해 몸둘 바를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를 찍기 위해 찬드라를 만났던 박찬욱 감독은 찬드라에게 원한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이 놀라웠다고 한다. 찬드라는 사건의 진상이 알려진 뒤에 소송을 대행해주고 모
금을 전달해준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3.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를 통한 다문화교육 학습목표

□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오는가? 그들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어
떠한가?
-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산업 현
장의 필수적인 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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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재』중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자녀교육의 문제>를 참조하세요
□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대한 편견이 없는지 생각해본다.
□ 어떻게 해야 찬드라가 정신병원에 6년 이상 감금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4.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를 통한 다문화교육 학습내용

1) 감독은 영화를 왜 찬드라의 시점으로 제작했을까?
감독은 ‘찬드라 시점’ 시점으로 우리의 다문화적 수준을 보여준다. 즉 그녀의 시점에서
경찰관, 정신병원 의사, 동료 노동자 등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다큐멘터리처
럼 재구성되었다. 외모와 행색에 대한 편견, 비서구 언어나 저개발국가에 대한 상식적인
인권감수성의 결여 등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에 영화가 우리에게 반성을 강요하지
는 않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2) 감독은 왜 이 영화를 흑백으로 제작했을까?
카메라의 시선은 매우 불안하고 색조는 흑백으로 처리되어 암담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것은 찬드라의 불안하고 소통되지 않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한다. 그러나 영
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흑백이던 영화가 천연색으로 바뀐다. 그것은 찬드라가 정신병원에
서 나와 자신의 고향인 네팔로 돌아가면서부터인데, 고향에 돌아간 찬드라에게 비로소 세
상의 색깔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 찬드라가 만난 한국 사람들 중 나 자신 혹은 가족, 친지, 이웃 중의 누군가를 보는 듯
한 느낌이 들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언뜻 보기에 찬드라의 눈에 비추어진 한국인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편견 때문이다.
찬드라를 고용한 주인은 찬드라가 실종되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찾으려하지 않는다. 경찰
역시 찬드라의 실종을 알리는 전단지를 보고도 자신이 정신병원에 보낸 찬드라를 떠올리
지 못한다. 정신병원 의사는 찬드라의 호소에 귀기울이지 않은 채 정신지체와 우울증 증
세가 있다고 판단해 버리고 만다. 간호사 역시 네팔 말을 정신병자의 횡설수설로 오해해
버리고 만다.
영화 속에 찬드라를 정신병원 속에 있게 만든 이들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
는 이웃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악의가 있어서거나 한국 사회가 유독 부도덕해서 아
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상식적인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와 닮은 외
모를 한 그녀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4) 의사소통의 중요성
찬드라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언어인 영어, 일본어 혹은 중국어를 말할 줄 알았다
면 찬드라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만큼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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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외국이주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증진은
그들의 한국에서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
다.

5.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물음들

1) 여러분이 공장의 사장, 경찰, 의사, 간호사라면 찬드라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혹은 이
주 노동자의 자녀가 선생님의 교실에 전학을 온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2) 실화를 소재로 한 이 영화에 왜 감독은 ‘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또한
감독은 왜 Never Ending Peace And Love라는 영문 제목을 붙였을까?
3) 찬드라와 같은 불행을 겪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요?
III.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 파이란 (2001)

1. 영화에 대한 일반적 소개

- 감독: 송해성
- 출연: 최민식 (강재), 장백지 (白蘭:파이란)
- 범아시아 프로젝트로 기획
- 조폭 + 로맨스 (위장 결혼)
- 포스터 카피: 고등학교 문법교과서에 게재
“세상은 날 삼류라 하고 이 여자는 날 사랑이라고 한다.”

2. 영화내용에 대한 이해

- 중국인 불법 취업 조장하는 공인 직업소개서
- 양아치 강재 200만원에 위장결혼 해 줌
- ‘거진’이라는 동해안 술집으로 팔려감
- 세탁소 일군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
- 출입국관리국의 조사
과거에는 결혼하면 자동으로 국적취득
현재 국적취득자격기준을 2년으로 연장

3. <파이란> 속의 남녀의 이항대립
강재: 남성, 한국인, 도시, 동적, 문명, 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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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란: 여성, 외국인, 시골, 정적, 자연, 순수
- 동아시아가 출신의 여성이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이라는 팬터지
- 오리엔탈리즘의 한국적 재현

4. <파이란>을 통한 다문화교육 학습 내용

□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이 왜 생겨나는가?
□ 위장결혼 여성의 사회적 위상은 어떤가?
□ 위장결혼을 막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 상황인가?

IV.

시골 노총각의 결혼 문제 : 나의결혼원정기 (2005)

1. 영화에 대한 일반적 소개

- 감독: 황병국
- 배경: 2000년대 경북 예천군
- 출연: 정재영 (만택 수줍은 농촌 노총각 38세),
유준상 (희철 택시 운전사 바람둥이),
수애 (라라: 탈북자 처녀,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통역)
-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노총각 우즈벡 가다’를 모티브

2. 영화내용에 대한 이해

1) 농촌의 혈통주의
□ 이웃집 며느리에 관심 기울이는 할아버지
□ 만택의 순혈주의적 자존심
만택: 쌀도 수입하고 마늘도 수입해서 속이 뒤비지는데 내보고 여자를 수입
하라꼬?
희철: 부족하면 사와지. (…)
만택: 내는 남양 홍씨 장손이다! 니는 노란머리 애 낳고 싶나?
희철: 요새는 우리나라 아들도 다 노래!
2) 결혼정보회사의 상업주의
- 가부장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순종하는 여인상으로 아시아 여성을 상품화
- 원정: 정복과 승리의 기회를 부여 (여러 번에 걸친 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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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의결혼원정기>을 통한 다문화교육 학습 내용

□ 농촌총각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농촌총각의 신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 결혼이주민 여성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V.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문제 : 샤방샤방 샤랄라

1. 영화에 대한 일반적 소개

□ <별별이야기 2: 여섯 빛깔 무지개> 중 하나의 에피소드
□ 장르: 애니매이션 (12세 관람가)
□ 한국개봉일: 2008년 4월 17일 전국 개봉
DVD 출시 (청어람) YES 24 인터넷 구입 가능
□ 기획제작: 국가인권위원회
□ 수상내역
- 2007 부산 국제 영화제 와이드 앵글부분 초청작
- 2008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초청작

2. 영화내용에 대한 이해

상영시간 17분의 이 영화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는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 2세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따
듯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은 은진이라는 초등학생으로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를 두고 있다. 은진은 동네에
서나 학교에서나 똑똑하고 씩씩한 소녀이다. 매사에 당당한 은진이지만 필리핀 엄마를 닮
은 곱슬머리만큼은 감추고 싶어 한다. 은진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엄마가 필리핀
출신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숨기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학부모 회의가 다가옴에 따라 은
진이의 시름은 깊어간다. 은진의 곱슬머리가 학교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꿈 장면은 정체성
의 혼란을 느끼는 아이의 심리를 극대화해서 보여준다. 그렇지만 은진이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은진의 엄마는 “돈 벌려고 시집왔다”는 핀잔과 동정 앞에서도 언제나 묵묵부답이
지만 딸 은진을 위해서는 다른 학부모와 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다. 극중 엄
마의 목소리는 실제 이주여성 펠라 씨가 맡아 느낌이 생생하다. 엄마 역을 한 성우는 실
제 이주 여성인데, 영화 속 그녀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동적이고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엄마와 아내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영화는 국제결혼 여성이나 자녀에게는 현실이 매우 엄혹하지만 그래도 주인공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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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혹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 여성과 한국 남성 사
이에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온기 넘치는 시선과 드
로잉으로 풀어내고 있다.

3. <샤방샤방 샤랄라> 를 통한 다문화교육 학습목표

□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한국 내 국제결혼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생각해본다.
□ 국제결혼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는데 힘든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4. <샤방샤방 샤랄라>를 통한 다문화교육 학습내용

1) 은진이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샤방샤방”이라는 제목이 암
시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똑똑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은진이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언제나 쫑쫑 땋
은 머리를 하는 것은 사실 은진의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기 때문이고, 그건 필리핀에서
온 엄마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친구들에게는 그 사실이 드러
나는 게 은진이는 싫다. 학부모회의 날이 다가오면서 은진은 점점 더 스트레스에 시달린
다. 은진이는 약수터에서 친구를 만나자 엄마를 외면하고 도망쳐버린다. 숲 속으로 도망
치는 장면은 매우 환상적으로 처리되면서 은진이의 꿈으로 변화한다. 꿈속에서 은진이는
곱슬머리는 샤방샤방 샤랄라한 긴 생머리로 변한다. 그러나 은진이는 엄마를 잃어버린다.
악몽을 꾼 것이다.
마침내 학부모회의 날 아침, 엄마에게는 아직 학부모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한
은진은 학교를 가지 않으려 꾀병을 부리다 결국 교실로 들어가는 도중 운동장에서 자신
의 정체를 알아버린 남자 아이의 놀림을 받고 심하게 싸운다.
은진이는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존재를 감추고 싶고 엄마의 유전자의 특
징인 곱슬머리가 고민인 것이다. 또래 친구들과 차이나는 머리털,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
나가는 것으로 은진이는 성숙해지고 자기정체성을 찾게 된다.
2) 국제결혼 여성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은진 엄마는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나 생선가게 주인은
모두 호의적으로 대한다. 생선가게 주인은 호의를 베풀며 비싼 갈치를 사려는 은진 엄마
한테 억지로 싼 갈치를 사가게 한다. 물이 좋지 않은 갈치를 사 들고 오는 은진 엄마를
보고 동네 아주머니는 걱정을 한다. 때로는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 의도가 타자인 외국인
에게는 불편함이나 자존심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한국에 시집온 대부분의 외국 여성은 영화 속 은진엄마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
지 못하고 시집 식구나 남편으로부터 많은 구박과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경우가많다. 그런
데 은진 엄마는 수동적이고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엄마와 아내로 그려지고 있
을까? 그것은 은진 엄마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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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한국인과 싸울 정도로 기죽지 않기 때문이다.

5.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물음들

1) 외모상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
니까?
2) 국제결혼 여성이 학부모 회의에 왔을 때 교사로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IV.

혼혈청소년의 학교생활 : 나도 잘 모르지만

1. 영화에 대한 일반적 소개

□ 감독: 이재동 PD
□ 극본: 고은님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시나리오 작가)
□ 출연진: 이민호, 라임, 최아진, 기주봉, 이두일
□ 주제: 반항아인 민욱기(이민호 분)와 혼혈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이두헌
(라임 분)이 우정과 자아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이야기
□ MBC 특집 단막극 2008년 2월 24일 방송됨, 상영시간: 85분
MBC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볼 수 있음

2. 영화내용에 대한 이해

보호관찰이 풀려 학교로 막 돌아온 욱기(이민호)는 여자친구인 주원(최아진)이 새로 남
자친구가 생겼고 스키장으로 놀러갈 것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녀를 달래보려고 쫓아다
니다 우연히 혼혈아 두헌(라임)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게 되고 학생주임에게 세차를 하라
는 벌을 받는다. 세차를 하던 욱기는 주원이 새 남자친구와 함께 스키장으로 떠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욱기는 그 차를 쫓아가다 우연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두헌을 만나게 되고 둘은 함
께 여행을 떠나게 된다. 여행 과정에서 폭주족을 만나기도 하고, 검문을 피해 도망가고,
빙판 위에서 빙어 낚시도 하고 썰매도 타면서 둘은 점점 화해하게 된다. 그러다 닭을 데
리고 다니는 수행 중인 기인(오광록)을 만나 불교의 심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서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두 소년은 인간의 본성을 나타낸 심우도 속
원(圓)의 형상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혼돈스러운 내면과 마주한다. 그것은 텅 빈 원에 불
과하지만 그만큼 큰 세상을, 많은 의미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다. 욱기도 두헌도 단지 일
탈로써가 아니라 진지한 길 찾기를 통해 그 모호한 공간을 채워가야 함을 깨닫는다. 그
경계 없는 원 앞에서 피부색의 차이를 넘어 ‘우리’가 되는 것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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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훌쩍 성장한 소년들의 여정은 다시 현실로의 귀속으로 마무리된다. ‘하루만 더
결석하면 유급’이라는 교칙의 엄격한 질서는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
은 또한 방법은 잘못됐을지언정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려 애쓰는 선생들
이 있고, 때론 상처가 될지언정 마음의 벽만 없앤다면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구들
이 있는 곳이다. 지금 이 순간 학교는 소년들에게 가장 큰 현실이다. 이처럼 삶이란, 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나도 잘 모르지만…’하고 말끝을 흐리게 되는 모호함
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번 지나온 자리는 과거의 그 자리가 아니며 또한 돌아온 그들은
다른 차원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영화는 암시한다.

3. <나도 잘 모르지만>을 통한 다문화교육 학습 내용

영화 속 주인공인 두헌이는 파키스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이다. 동료 학생이나 선생님은 두헌이를 괴롭힌다. 예컨대 동료 학생은 급식 시
간에 “뒤에서 쳐먹으라고 이 깜둥이 새끼야!”라며 면박을 준다거나, 학생주임 선생님은
“코시안인가 뭔가 하는 놈이 우리 학교에도 있었네!” 하며 무안감을 준다. 사람들이 두헌
이에게 '코시안'이라고 부르면서 괴롭히자 한 사회복지사가 나타나 말한다. "코시안'이라
는 단어는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코시안'을 '온누리안'이라
고 불러주어야 해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줘야해요." 하지만 두헌이는 사회복지사의 말
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너희를 이해한다고?" 라고 말하면
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사람들은 덜 차별한다고 '온누리안'이라고 불르지만 '온누리안
'이라는 말 역시 두헌이에게는 차별적인 호칭이다. 왜냐하면 두헌이는 한국에서 나고 자
란 엄연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혼혈아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보다도 그 의식상에 파고든 '우리'의식에 대
해 경고한다. '우리'가 아니면 일단 다르다고 보고 차이를 규정짓는 것에 대해 말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결혼 자녀를 ‘코시안’이나 ‘온누리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다 중립적인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부르는 것 역시 그들 입장에서는 차별적이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동정심이나 편견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호칭이나 행동을 헤아리는 지
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영화는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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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화를 통한 다문화현실의 이해(중등)
한 용 택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HK연구교수)
I. 외국 영화와 다문화교육

외국 영화를 다문화교육의 텍스트로 사용할 경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한국이 처한 현
실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각 국가의 다문화 현실의 양상은 나라마다 역
사와 사회구성이 다른 만큼 무척 다양하고, 감독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문제나 자신과 가까운 현실에서 소재를 찾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영화 텍
스트를 활용하여 다문화교육을 시도할 때에는 특정 국가의 다문화 현실에 초점을 맞추거
나,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나 시각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의 예를 들자면, ‘편견’, ‘차별’, ‘인종’, ‘문화 상대성’, ‘소수자의 이해’, ‘고정관념’ 등의
주제에 학습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생각보다 많은 영화들, 언뜻 보기에
다문화적 현실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영화들도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해리
포터>를 언급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영화와 책에서는 주인공들의 가문이 자주 화두에
오른다. 주로 순수 혈통의 마법사 가문의 학생들이 헤르미온느나 해리처럼 머글(마법사가
아닌 평범한 인간) 혼혈 학생들을 무시하는 말에서 자주 쓰이는데, 오로지 출신성분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해당 장면들은 ‘편견’, ‘차별’, ‘평등’ 같은 개념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특정 국가나 문화권의 다문화 현실을 다룬 영화를 선택했을 때에도, 시청 후 활동은 가
능한 한 한국의 상황 또는 보편적인 개념의 이해에 자연스럽게 수렴되도록 지도할 필요
가 있다. 많은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좋은 영화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문
화 현실이 끊임없이 유동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교수 방향은 당연하고 또 미래지향적
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주로 소개되는 영화 2편, <사랑해, 파리>에 수록된 단편영화 <센 강변>과
<증오>는 프랑스 영화이다. 모두 프랑스 다문화 현실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 현장
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상이하다. <센 강변>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저학년 수업에 적절한
영화이며, 종교와 문화, 문화의 차이와 차별, 편견과 고정관념 등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주제의 교육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오>는 프랑스의 다문화 현
실을 사실적으로 다룬 장편영화로 고등학교 상급학년의 수업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다
문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을 경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타
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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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랑해, 파리>(Paris, je t'aime) 중 <센 강변>을 통한 다문
화교육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 <사랑해, 파리>에 대하여

* 제작국 : 프랑스, 미국
* 감독 : 올리비에 아사야스 외 19명
* 상영시간 : 121분
* 한국 개봉일 및 관람등급: 2006년 11월 부산영화제에서 상영, ‘15세 이상 관람’
* 특징 : 20명의 세계적인 감독들이 만든 18편의 단편을 묶은 옴니버스 영화. 주제는
‘사랑’과 ‘파리’이다. 파리의 20개 구의 한 장소씩을 골라 상영시간 5분 정도의
영화를 각 감독들이 만들었다. 2편은 최종 편집과정에서 주제의 일관성 때문
에 배제되었다.

2. <센 강변>(Quai de Seine)

<사랑해, 파리>를 구성하는 18편의 단편 가운데 하나로 파리 제5구가 배경이며, 최종
편집판에는 두 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감독은 영화 <슈팅 라이크 베컴>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인도계 영국 감독 거린더
차다(Gurinder Chadha)이다.
평범한 프랑스인 남학생과 히잡을 쓴 아랍계 여학생 사이에 우정과 교감이 싹트는 순
간을 스케치한 단편영화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하다. 친구들과 함께 강변에서
지나가는 여자들을 희롱하던 남자 주인공은 혼자 책을 읽던 아랍계 여학생에게 눈길이
간다. 이 여학생이 돌에 걸려 넘어지자 남학생이 달려가서 도와준다. 이들은 히잡에 대해
서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교감을 느낀다. 여학생이 떠난 후 그녀를 찾아 회교
사원에 간 남자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함께 사원을 나서는 여학생과 만난다. 회교도인 여
학생의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남학생에게 가는 방향이 같으면 함
께 걷자고 권유한다.

3. 영화 <센 강변>과 다문화교육

매우 단순하고 짧은 스토리의 영화지만, <센 강변>은 종교와 문화의 차이와 관용, 선
입견, 편견 같은 프랑스의 다문화 관련 코드들을 여러 가지 함유하고 있으며, 상반되는
시각이 대치되어 제시된다.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히잡 착용이 신념에 의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히잡이 극단
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억압의 기재라는 유럽인의 일반적인 시각이 편견일 수 있음
을 암시한다.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딸의 교제를 용인하지 않
을 것이라는 남학생들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에 불과할 수 있음을 영화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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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통해 보여준다. 아울러 여주인공의 복장과 분위기는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등장하
는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행동과 말투가 자유로운 여자들과 대비
되어 나타난다. 서유럽의 주류 문화라 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는 우월하고, 유럽 안의 이
슬람 문화는 후진적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간접적인 이의제기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영화는 중학교 2, 3학년의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
화교육에 적절하다.
주된 학습 주제는 소수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이질적으로 보이는 타
자와의 공존과 교감의 가능성, 집단의 정체성과 개인적 종교 자유 보장의 범위 등이 될
수 있다.
상영시간이 짧으므로 영화 전편을 한 번에 감상하는데 무리가 없다. 내용 또한 절제되
어 있지만 간결하므로 감상 즉시 토론 학습이 가능하다.

4. <센 강변>을 통한 다문화교육 학습목표

* 주류의 문화집단이 소수 문화와 종교에 대해 갖는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 문화와 종교의 차이와 우정 또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와의 공존과 교감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 프랑스의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 종교적 이유로 설립된 한국의 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적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5. 학습 내용

가.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프랑스 다문화 현실 자료
프랑스 정부는 2004년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베일) 착용을 금하고 기독교의 상징
인 십자가 등 종교상징물을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금
지안은 276 대 20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쟈
크 시라크는 이 정책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방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히잡 착용을 두고 이슬람 여학생들과 교
육 당국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에서도 공적인 장소에서의 히
잡 착용 금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 토론 주제
이 영화는 문화 간 차이와 차별, 타문화의 이해와 오해, 이질적 문화와의 공존 가
능성, 종교와 문화 등 다문화 현실과 관련된 실제적이지만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토론의 주제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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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히잡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이슬람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알려
져 있고,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강제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
에서 여주인공은 이와는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여주인공이 말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
☞ 히잡 착용은 개인적인 이유이며, 정신적으로 자부심을 갖게 해줌
-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이슬람
문화에 대해 영화 (혹은) 감독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노출이 심한 여자들 그리고 이들을 희롱하는 남학생들
의 말투와 태도는 여주인공의 경건하고 조용한 태도와 대조되어 나타난다. 이
는 개방, 자유로 대표되고 우월하다고 인식되는 서구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즉
흥적이고 물질적이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심이 결여된 인간관계를 만들
어나갈 수도 있다는 하나의 비판으로도 읽힌다. 이러한 면은 남자 주인공의 전
공을 물어보는 여주인공의 할아버지의 자상한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진정한 의
미에서 타인의 이해 그리고 교감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학교에서의 히잡 착용이 금지되었고, 이를 따르지 않아
퇴학에 처해지는 학생들도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지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에서도 학교에서의 종교적 강요한 대한 사건이 사회화된 적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프랑스에 이주해 온 무슬림들과 그들의 자손은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고수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은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히잡 착용, 돼지고기 금식, 라마단 준수 등이 실제적인 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컨대 학교에 이슬람 학생들이 있다면 집단 급식 메뉴에서
일 년 내내 돼지고기를 빼는 것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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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마티유 카소비츠의 <증오>(La Haine)와 고등학교 고학년에서
의 다문화교육

1. <증오>에 대하여

가. 개괄적 설명
* 제작국 : 프랑스
* 감독 : 마티유 카소비츠
* 주연 : 뱅상 카셀, 휴버트 콘드, 세이드 카그마오우이
* 상영시간 : 94분
* 한국 개봉일 : 1997년 11월 8일
* 특징 : 파리 근교 빈민지역에서 발생한 경찰과 이민 2세대 젊은이들 간의 마찰과
충돌을 다룬 흑백 화면의 영화. 르포르타쥬를 연상시킴.
나. 마티유 카소비츠(Mathieu Kassovitz) 감독
* 1967년 프랑스 파리 출생으로, 유태계 헝가리 이민 2세이다.
* 1993년 영화 <혼혈아Métisse>로 제13회 파리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베니
스영화제에 초청 및 세자르 최우수 데뷔작품상 후보
* 1995년 <증오La Haine>로 제48회 칸영화제 최우수 감독상 수상, 같은 작품으로
1996년 제21회 세자르 작품상 수상.
* <크림슨 리버>, <바빌론 A.D.>(2008) 등의 작품을 연출했고, <뮌헨>, <아멜리> 등의 영
화에 배우로 출연

다. 영화의 줄거리
파리 교외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경찰과의 충돌에 의해 16세 아랍소년 압델 이샤하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파리 교외에서 아웃사이더로
살던 (아랍계) 이민자 2세대 젊은이들과 총과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은 일촉즉발의 긴장 속
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고 양측 사이의 ‘증오’는 점점 더 커져 간다. 유태계 프랑스인 빈
쯔, 아랍계 소년 사이드, 흑인 위베르는 2000년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절대과제인
거리의 친구들이다.
이들은 경찰과의 격렬한 전투가 있던 다음날, 여느 때처럼 모여 할 일없이 거리를 쏘다
닌다. 빈쯔는 전날 밤 시위도중 경찰이 잃어버린 총 한 자루를 갖고 있다. 총을 쥔 순간
부터, 빈쯔와 사이드는 스스로를 ‘빅맨’이라고 느끼지만, 위베르는 분노에 가득 찬 빈쯔가
위태로워 보인다. 사이드의 친구를 만나러 파리 시내로 간 이들은 소란을 피우다 위베르
와 사이드가 경찰에게 체포된다. 위베르와 사이드는 교외로 가는 전철이 끓기고 나서야
풀려나고, 역에서 빈쯔와 다시 만난다.
전철이 다시 운행되는 새벽까지 밤거리를 헤매 다녀야 하는 세 친구들은 파리의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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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낀다. 이들은 새벽에 텅 빈
역의 TV의 뉴스를 통해 압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위베르는 절망에 빠지고 빈쯔
는 압델이 죽으면 경찰에게 복수할 것이라던 자신의 맹세를 지킬 수 있을지 갈등한다.
아침에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와서 빈쯔는 위베르에게 총을 건넨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빈쯔와 사이드가 순찰 중이던 경찰과 충돌하게 된다. 경찰관이 빈쯔에
게 협박 삼아 들이대던 총이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격발되고 빈쯔는 머리에 총을
맞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위베르는 빈쯔가 건넸던 총을 경찰에게 들이댄다.
라. 영화의 시·공간적 배경
* 시간적 배경은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난 다음날 오전 10시 38분부터 그 이튿날
오전 6시 경까지 약 20 여 시간이다.
* 시간적 배경은 일상성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등장인물들이 겪는 사건 역시
매일 반복되는 일은 아니다. 이야기는 시간대별로 제시되고, 시간은 화면에 분 단
위로 제시된다.
* 반면에 영화의 공간적 배경은 매우 일상적이다.
* 공간과 행위의 일상성은 시간적 배경이 갖는 특별함을 감쇄한다. 결국 영화는 이
야기되는 사건이 매우 구조적임을 암시한다. 영화에서 이야기되는 사건은 비록 특
별한 날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공간의 폐쇄성 : 변화의 가능성이 상실된 공간은 미래가 없는 그들 삶을 암시한다.
* 공간의 대조
파리 교외
주 거주 공간
서민임대아파트
길거리 벽화, 방 안의 오디오
가난함
비주류

파리 시내
타자의 공간
보안장치가 있고 출입통제되는 고급아파트
샴페인과 우아함이 곁들인 갤러리
부유함
주류

마. 영화의 구성
* 오프닝 - 소요사태 개요를 뉴스 형식으로 전달
* 10시 38분 - 사이드, 빈쯔, 위베르 만남 (일상적이지만 전날의 소요 때문에 조금
특별한 하루의 시작, 경찰과 도시 청년들과의 신경전)
* 12시 43분 - 놀이터에서 인터뷰(적대감 노출), 친구의 월마트의 집, 놀이터
* 14시 12분 - (계속) 놀이터에서 잡담, 빈쯔가 경찰이 분실한 총을 갖고 있음을 친
구들에게 알리고 몰래 총을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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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 47분 - 압델 면회 시도, 병원에서 소동, 경찰서에서 방면, 위베르는 집으로
돌아가고, 빈쯔와 사이드는 중국인 가게에서 고추를 사면서 시비, 위
베르는 집에서 마약을 하고, 빈쯔는 집에서 사이드의 머리를 깎아줌
* 17시 04분 - 그들만의 공간에 놀러감, 밖에서 아랍 청년과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남, 빈쯔와 위베르는 쫓던 경찰을 때리고 파리 시내로 감
* 18시 22분 - 압델이 죽으면 복수하겠다는 빈쯔와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는 위베르
의 설전, 화장실에서 만난 러시아인, 사이드의 친구 아스테릭스 집에
감, 아스테릭스와 빈쯔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아파트에서 나오다
사이드, 위베르가 경찰에게 체포당함, 빈쯔는 혼자 배회
* 20시 17분 - 위베르와 사이드가 경찰서에서 강압적 취조 당함
* 22시 08분 - 권투경기 구경을 간 빈쯔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다 총격전을 목격
* 00시 33분 - 석방된 위베르와 사이드는 마지막 기차를 놓치고, 역에서 빈쯔와 다
시 만남, 시내를 배회하다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에 들어가
사람들과 시비가 붙고 쫓겨남, 자동차를 훔치려다 실패함
* 02시 57분 - 여기저기서 시간을 보내다, 대형 TV에서 압델의 사망소식을 알게 됨
* 04시 27분 - 거리에서 스킨헤드들과 싸움,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 06시 00분 - 동네에 도착해서 빈쯔가 위베르에게 총을 넘기고 헤어지는 순간 빈쯔
가 경찰 의 총을 맞고, 돌아선 위베르가 경찰과 서로 총을 겨눔
* 엔딩

2. 영화 <증오>를 통한 프랑스 다문화 현실의 이해 학습목표

가.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고 현재 이민 2세대의 통합문제로 사회적 어려
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충돌을 이
해한다.
나. 복수의 문화가 또 복수의 민족이 한 사회의 구성 요소로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
으로 통합하지 못할 경우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다. 다문화사회로 진행했을 경우 그리고 이민자들의 소외가 물리적 충돌로 점화될 경우
이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라. 사회 통합의 실패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의한 피해자가 어느 한 계층에 국한되는 것인지 또는 그 사회의 구성원 모
두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본다.
마. 한국이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을 경우, 영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사태
를 방지하기 위해 각 개인이 기울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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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내용

가.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프랑스 다문화 현실 자료
* 프랑스는 1789년의 대혁명 이후 현대적인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해 왔다.
* 그러나 1930년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즈음해 이탈리아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력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어 포르
투갈, 스페인 등의 인접국가와 이전의 식민지 국가, 즉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등
에서 대규모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3D 업종에서 일하게 된다. 특히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회교도들은 종교적 이질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와 여러 가지 사소한 문화적 충돌을 일으킬
소지를 갖고 있다.
* 프랑스의 기본적인 정책은 속지주의 원칙에 근간을 둔 통합정책이다. 외국 이민자
들에 대해서 사적 영역에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공화국
의 이념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최근 이들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며, 이 수치는 평균적인 프랑스인들
의 실업률의 2배이다.
* 문화, 종교적인 이질성, 경제적인 차이는 거주구역의 차별화로 이어진다. 이들은 주
로 교외에 지어진 서민용 정부지원 임대아파트에 몰려 살게 되었고, 유서 깊은 도
심과 교외 아파트촌이라는 이분법적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 2005년 파리 교외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아랍계 청년 2명이 감전사하
는 사고로 촉발된 소요사태는 전국으로 번지면서 프랑스식 통합모델에 대한 심각
한 반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소외 계층의 문화, 예술
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 요소를 순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나. 토론 주제
다음은 영화 <증오>의 시청 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토론 주제의 예시이다.
* 영화 <증오>는 유태계인 빈쯔, 아랍계인 사이드, 흑인인 위베르의 일상적이지만
조금은 특별한 하루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사소하거나 때
로는 치명적인 충돌을 야기합니다. 경찰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식료품점
주인, 파리의 사이드 친구, 스킨헤드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행인, 인터뷰를
시도하는 기자, 갤러리에서 만난 여자들, 전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여동생, 친구 여동생에게도 따뜻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
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예상 답안 (혹은 제시할 수 있는 답안) 및 이를 통한 토론 전개 시나리오
① “천성이 나쁘다” 혹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동네의 불량배들이다”, “콤플
렉스가 많다” 등 개인적인 자질이 원인이라는 답이 있을 경우
☞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에게 있을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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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토론의 주제를, 프랑스 주류사회에서 소외되어 미
래가 없는 이민 2세대의 문제로 확대한다. 이 경우 주인공들의 출생 신분(유태계,
아랍계, 흑인)의 의미, 이들이 살고 있는 구역과 파리의 대비, 2005년에 일어난 소
요사태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전날 일어난 소요사태에 따른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신경이 날카롭다”같이 그
원인을 영화의 내용 안에서 찾는 경우
☞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소요사태로 인한 특별한 날이지만 주인공들이 찾아가는
장소 자체가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하루는 일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길거리, 동네 놀이터, 건물의 옥상 등을 전전하는 이들의 모습은 평소의
생활이다.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자리도 없으며, 하루를 공터나 놀이터에서
마약과 함께 보내야 하는 이들의 생활은 소요사태가 없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
이다. 결국 문제는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도 다음번
에는 소요사태의 주인공이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한다.
③ “껄렁껄렁한 젊은이들은 어느 사회에서도 지나치게 반항적이지 않은가?”처럼
청소년의 일반적 문화로 보는 경우
☞ 젊은 세대에서 반항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일 수 있다. 하지만 주
인공들은 반항적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이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영
화의 오프닝을 비롯해 반복해서 나오는 화두, 즉 50층에서 떨어지는 남자가 땅에
부딪힐 때까지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를 반복한다는 에피소드
의 의미를 연결되는 새로운 주제로 제시할 수 있다.
다.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이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관람불가’의 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활용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오>는 에피소드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편집이나 발췌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시청하
기에도 적합하며,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시청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 작품성을 인정
받은 영화이므로, 고등학교 상급 학년일 경우,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장면
을 삭제, 편집한 한 후 전편을 시청하게 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된
다.
다문화사회가 안고 있는 잠재적, 현실적 문제점을 고발하듯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가 그
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증오>는 등급의 문제를 떠나 다문화교육에서 활용도
가 높은 영화이다. 특히 한국이 다가올 다문화사회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할 때
감당해야 할지도 모를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성이 높은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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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문화교육에 유용한 그 밖의 외국 영화

1. 장편 애니메이션 <키리쿠, 키리쿠>와 초등학교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

가. 영화에 대한 기본정보
* 제목: <키리쿠, 키리쿠>(Kirikou et les bêtes sauvages), 장편 애니메이션
* 제작국 및 제작연도 : 프랑스, 2005
* 상영시간 : 74 분
* 감독 : 미쉘 오슬로(Michel Ocelot)
* 한국 개봉일 및 관람등급 : 2006년 5월 4일, ‘전체 관람 가’
나. 영화의 내용 및 다문화교육 활용 가능성
프랑스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쉘 오슬로의 작품으로, 아프리카를 배경
으로 한다. 마녀로부터 위협을 받는 마을을 흑인 꼬마 키리쿠가 구하는 모험이 영
화의 주된 줄거리를 구성한다. 작고 보잘 것 없는 꼬마가 전능한 마녀와의 대결을
그렸다는 점에서 전래동화 ‘막내엄지’를 연상시킨다. 가슴을 가리지 않은 여자들, 고
추를 드러낸 꼬마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지만, 매우 자연스럽다.
이 영화는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문화의 가치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보여준다. 인종과 문화에 대한 서열적 세계관이 침윤
된 디즈니, 드림웍스 등의 미국식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학생들이 시청하는 행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의 전편이라 할 수 있는 <키리쿠와 마녀>(Kirikou et La Sorciere, 1998,
75 분, 2000.12.30 한국개봉)도 오슬로의 다른 애니메이션들과 함께 문화다양성 교
육에 활용되기에 적절한 작품이다.

2. 영화 <크래쉬>와 중·고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가. 영화에 대한 기본정보
* 제목: <크래쉬>(Crash)
* 제작국 및 제작연도 : 미국, 독일, 2004
* 상영시간 : 112 분
* 감독 : 폴 해기스(Paul Haggis)
* 한국 개봉일 및 관람등급 : 2006년 4월 6일, ‘15세 관람 가’
* 주연 및 특징 : 산드라 블록, 브렌든 프레이저, 돈 치들, 맷 딜런 등. 2006년 아카데
미 작품상, 각본상, 편집상 수상
나. 영화의 내용 및 다문화교육 활용 가능성
L.A.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백인 부부인 지방검사 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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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내, 흑인 부부인 방송국 PD 카메론과 그의 아내, 백인 경찰 라이언과 핸슨,
상점을 운영하는 이란인 이민자 파라드 부부와 병원에서 일하는 그들의 딸, 멕시칸
인 열쇠수리공 대니얼, 흑인형사 그레이엄과 라틴 아메리카 출신 부모를 둔 그의
파트너, 차량절도범인 흑인청년 피터와 앤소니, 교통사고를 당하는 한국인 등. 이들
은 36시간 전 근교의 한 도로에서 발견되는 피터의 시체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작중인물들은 인종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으며, 그러한 사고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행동은 늘 예기치 않은 ‘충돌
(crash)’을, 때로는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는 충돌을 불
러일으킨다. 하지만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로막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 섞인 가능성을 암시한다. ‘나’와 구분되는,
그래서 ‘나’와 섞일 수 없는 ‘너’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15세 관람 가’로 개봉되었지만,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감상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영화이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바로 36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시간적 뒤틀림 때문에, 그리고 발단-전개-위기-절정-대단원 식의 단선적 줄거리가
아니라서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생각이나 태도가 타자와의 소통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3. <더 클래스>(Entre les murs)와 프랑스 다문화 교실의 실상

가. 영화에 대한 기본정보
* 제목: <더 클래스>(영:The Class), 원제 <Entre les murs>(벽 사이에)
* 제작국 및 제작연도 : 프랑스, 2008
* 상영시간 : 128 분
* 감독 : 로랑 캉테(Laurent Cantet)
* 주연 및 특징 : 2006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프랑수아 베고도(François Bégaudeau)
의 소설을 영화화. 베고도는 원작의 작가이면서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음. 2008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함. (프랑스가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것은 21년만임)
나. 영화의 내용 및 다문화교육 활용 가능성
소설가이자 전직 불어교사이며 이 영화에서 선생님 역할을 한 프랑수아 베고도의
자전적 영화.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이다. 또한 실제 학생들이 출연했다고 한다.
배경은 프랑스 파리 제20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의 불어교사인 프랑수아와 학생
들의 학교생활이 영화의 내용이다. 프랑수아는 주로 이민자 가정 출신의 다양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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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헌신한다.
영화의 화면은 한 중학교 교실의 모습이지만, 이는 여러 문화가 충돌하고, 제도와
미래에 회의를 품은 프랑스의 모습이기도 하다.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 수업 방
식, 수업 태도 등 한국의 교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다문화 주제 뿐 아니라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이다.

한 용 택,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HK연구교수
019-247-8947, cerf@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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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2)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모경환 서울대 교수
(

)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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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개념과 목표
모 경 환 (서울대학교 교수)
I. 다문화사회와 교육적 과제

1. 다문화 사회의 도래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인종, 다문화사회
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백만 명을 돌파하고, 2009년 6월말
현재 115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제결혼 건수는 2002년 15,202건에서 2008년 36,204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37)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한국 사회 자체의 인구 구성의 변화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하
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2010년 기간 중 1.13명으로 유럽(1.50명)이나 선진국
(1.64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한국 인구 성장률은 2018년부터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2010
년 한국의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1.0%로 2050년 38.2%로 증가(선진국, 26.2%; 개도
국, 14.6%)하게 된다. 유엔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대 수준의 경제활동인구(366만
명)를 유지하려면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총 640만 명, 매해 평균 21만 3천 명의 이민
자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예측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2050년경에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현상은 지속될 것이
며, 다문화가정의 수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United Nations, 2001).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 현장, 각 급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다인종적, 다문화적 공존과
상호 존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및 학교가 새로운 사회
통합의 원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존 단일 문화 혹은
단일 민족의 개념에 기반 해 있던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살색’이 내재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살구색’으로 개
칭되고, 국제결혼 이주자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
록 하는 교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7)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외
국인 노동자 가정, 국제결혼 이주자 가정, 국적 취득자, 유학생, 새터민 등의 가정을 포함한다.

2. 문화적 다양성을 둘러싼 교육적 논쟁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은 이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안은 관점에 따라 다
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보수주의적 관점과 진보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모경환․황혜원, 2007b). 첫째, 문화적 다양성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국민적 일체감이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 역사학자인
Schlesinger(1992)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이 개인주의, 애국심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분열과 분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문화적 다
양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를 해체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서는 주류문화에 기초한 교양교육을 주장하며 주류 문화의 정수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다. Hirsch(1987)나 Bloom(1987)과 같은 미국의 보수 교육가들은 주류 문화를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이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이에 방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수
문화들을 지배 문화 속에 포섭하는 동화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사회적 분열의 원인으로 보는 동화주의적 시민교육은 소
수 문화 집단의 소외를 초래하여 사회적 통합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서 실패하고 있
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소속 집단의 문화, 언어, 인종적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혹
은 부모 혹은 소속 문화집단의 가치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소수 인종이나
서유럽의 무슬림들은 제도적 차별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
거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세계화가 진행 중인 국제 환경에 사회가 적응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되며, 시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 주고, 공적 의사 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의 수를 늘려준다. 따라서 교육 영역에서도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면서도
상이한 문화들간에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수주의적 관점과 달리 진보주의적 관점을 지닌 학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다양한 집단들이 자유, 정의, 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주적
인 국가가 더욱 발전한다는 것이다. 다양성은 사회의 잠재력을 향상시켜주며, 문화적 다
양성에 대처하는 자세야말로 중요한 시민의 자질이라고 주장한다(Banks, 2004; Nieto,
2004; Sleeter & Grant, 2003).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다문화교육은 서구 민주주의의 이상과 차별적
현실과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진보주의 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을 지지
한다. 인종적, 계급적,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
의 존속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고 파악한다. 다양한 문화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인
정하는 가운데 자문화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통합성을 이루어내자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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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과제
문화적 다양성의 심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교육적 과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
응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기존의 다수 집단 학생들을 위한 시민교육도 균형 있게 실시해
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언어 능력의 부족, 기초학습 능력 부진, 정서적 불
안 등과 같은 내적 요인 및 불안정한 학습 환경, 또래의 편견과 놀림, 교사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가 부진한 경우가 많다(조영달 외, 2006).
이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
램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다문화교육의 하나의 방
향은 될 수 있으나,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이들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다문화교육은 소
수 민족 집단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주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측면과 함께
주류 한국인이 소수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교육, 나와 다른 문화에 대
한 편견 극복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과 차별의 해
소를 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차경수․모경환, 2008).
다시 말하면 사회의 다수 주류자들이 소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관용적
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소수 민족집단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요체이다. 다문화교육은 평등과 정의, 반편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세계라는 현실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시민으로 기
능하기 위한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다루어야
한다.
II.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1. 다문화교육의 개념
미국의 다문화교육협회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사회 정의를 촉진함으로써 학교와 사회에
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2007).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개진하며,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문화적 차이를 동화의 대
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서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에 다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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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종차별(racism), 성차별(sexism), 계급차별(classism), 언어차별
(linguicism), 장애인차별(ablism), 연령차별(ageism), 동성애자 차별(heterosexism), 종교
적 불관용(religiouis intolerance), 외국인 혐오(xenophobia)와 관련된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다(모경환․황혜원, 2007).
다문화교육은 다음 네 가지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진다(Bennett, 2001). 첫째, 다문화교
육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토대로 한다. 즉, 각 집단들은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유할 민주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편견 및 차별의 종식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추구한다.
다문화교육은 인종․민족․성․계급과 관련된 구조적 불평등을 일소하고자 한다. 셋째,
교수 학습 과정에서 문화를 강조한다. 교육과정, 수업, 교육 행정, 평가 전반에 걸쳐 사회
의 신념, 가치, 세계관, 행위의 표준 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한다. 넷째, 모든 학생들을 위
한 교육적 평등과 수월성을 지향한다. 모든 학생이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학문적 성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이 국제교육이해교육과 다르지 않다는 오해가 흔히 일어난다. 자신이 속한
문화와 상이한 문화들을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이해교육은 다문화교육과 유사하다.
국제이해교육은 우리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반면, 다문화교육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 문
화를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재발견하
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이해교육은
지구촌이라는 세계 공동체를 기본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세계문제의 해결과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반면, 다문화교육은 한 국가의 다문화, 다인종화의 경향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적 문제의 해결과 공존 원리 모색에 초점을 맞춘다. 즉, 국제이해교육은 우리나라 외부,
다른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쟁점, 세계 평화와 발전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
고 다문화교육은 사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과 이로 인한 문제들을 주로 다룬다.

2.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개념
다문화교육이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차별을 감소시키고 보다 평등한 사회 건설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Banks(2008)는 미국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오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다. 첫째, 다문화교육은 소수 집단만을 위한 교육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반서구적이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사회를 분열시킨다. 차경수․모경환(2008)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입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뱅크스의 지적을 토대로 예상되는 쟁점들을 논의
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이 특정 민족, 인종, 종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즉 다문화교육은 ‘그들’을 위한 교육이지 ‘우리’를 위한 교육이 아니며, 기존의 다수
집단 학생과는 무관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 보조가 다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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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의 심화 현상이 사회 곳곳에 파급되고 있는 만큼,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를 구분할
것 없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가 대두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모든’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
이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며 민주적인 공동체를 창
조하기 위한 교육적 이념인 것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이 반(反)한국 정서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다문화교육에는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나 사회구조적 모순을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것을 한
국 사회와 한국 문화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문화
교육은 자유, 정의,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소수 엘리트 집단에
게만 부여되는 권한과 자유를 모든 시민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수 집단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의 기여와 성취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과정은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초석이 된다.
셋째, 다문화교육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
러나 실상 다문화교육은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수 집단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수 집단의 문화적 소양과 관용
을 증진시킴으로써 문화적 차이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다문화교육의 목표
Banks(2004)는 다양한 인종, 민족, 계층, 문화 집단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적 기회
를 보장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목표이며, 다문화교육의 초점은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호작용, 협상,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 공동체의 건설이라고 말한다. 즉 다
문화교육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며, 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보편적
이고 일반적인 교육 목적에 부합하며,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다.
Banks(2008)는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교육은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화를 조망함으로써 자신을 보다 심도 있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은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총
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사회의 주류 집단들이 자신들의
문화가 가진 특징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다문화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칠 수 있다.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백인의 문화인 주류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현재의 서구 교육과정은 주류 집단의 문화를 위주로 가르치고 있
으며, 소수 민족의 다양한 음악, 문화, 가치관, 생활방식, 관점의 풍부함은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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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러한 백인 중심의 교육과정은 흑인이나 멕시코계 학생 등 유색 인종 학생들
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비서구, 비백인 문화에 대한 교육자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유
색 인종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 때문에, 유색 인종 학생들은 학
교 문화가 적대적이고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국의 여러 학자들에 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유색 인종 학생들은 지식 기반사회에서 성
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미국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현행 초등학교 사회와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박철희(2007)는 단일민족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교
과서가 서술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민족과 문화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그 과정에 타민족과 외래문화가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는 간과하고 있다. 미국 교육과정에
서 소수 집단의 문화를 배제했을 때 나타났던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족 중심
주의적 교육과정이 소수 민족 출신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소수민족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학교와 주류 사회에 동화하고 성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민족적 유산과 정체감, 가족마저 부인하는 사람들을 소수민족
집단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 일부 흑인이나 인디안 원주민은 주류 사회에 동
화하려고 노력한 결과, 백인과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유사하게 행동하는 수준에 도달하
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동화하려고 노력해도 피부색이 지닌 한계
때문에 주류 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다. 또한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
의 민족 문화와 백인 주류 문화로부터 모두 소외됨으로써 주변성을 경험한다. 주류사회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변화를 경험하며, 자
신의 가족과 민족적 언어, 상징, 행동, 신념 등을 거부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생활 속에서 주변화를 경험한 민족집단의 구성원은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위 집단의 구성원이 소속 문화에 대한 애착
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대 다원화된 민주주
의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는 물론, 전지
구적인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읽기, 쓰기,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다. 다문화교육은 세계화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교육인 것이다.

4. 다문화교육의 구성요소
그렇다면 다문화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다문화교육은 복잡하
고 다차원적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다문화교육을 단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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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s(2008)는 다문화교육이 내용 통합, 지식 구성 과정, 편견 감소, 공평한 교수법, 학생
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라는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1)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나 학문 영역에 등장하
는 주요 개념, 원칙, 일반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와 집단의 사례와 내용
을 활용하는 것이다. 2) 지식 구성 과정(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은 특정 학문 영
역에 내재하는 문화적 가정, 관점, 편견 등이 지식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을 학생들이 이
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3) 편견 감소(prejudice reduction)는 학생
들이 보다 긍정적인 인종적․민족적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전략과 관련
되어 있으며, 4) 공평한 교수법(equity pedagogy)은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특징과 이들의
학습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집단 출신의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교수법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마지막으로 5)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empowering school culture)는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사회계층 출신의 학생
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성공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학교의 문화와 구조를
재구조화하려는 것이다.

5. 수업자료의 선정
수업자료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주류 문화의 전통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고정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Banks(2008)는 다문화적
인 학습 자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문화적인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인종, 민족, 그리고 문화
집단들을 포함한다.
둘째, 성, 종교, 이데올로기, 언어 등, 인종, 민족, 문화 집단들 내에 존재하는 폭넓은 차
이를 보여준다.
셋째, 여성들이 맡은 역할, 경험, 그들의 도전 사례와 기여한 점을 보여준다.
넷째, 한국 사회의 방언, 언어적 소수 집단에 대해 살펴보고 언어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에 기여한 바를 설명한다.
다섯째, 역사 과정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집단들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조망하도록
돕는다.
여섯째,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문화접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과정이었
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일곱째, 기회 평등이 아직 불완전함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민주주의적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여덟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지식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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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홉째, 편견, 차별, 제도화된 인종주의, 제도화된 성차별주의, 사회계층화 등과 같이 한
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III. 다문화교육과 교사

1. 교사의 역할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학습 자료, 교수-학습 방법 등이 충분히 개
발,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
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제공하는 표준화된 자료가 없다는 점은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실천 여부가 교사의 인식과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문화교육을 핵심적으로 수
행하는 주체가 교사이므로 다문화교육 정책은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을 살펴보는 데서부
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시민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교사의 이해와 인식이 없이는 다문화교육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즉 교사가
다문화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문화교육은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며, 많은 연
구들이 다문화교육에 교사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Banks & Banks, 2004; Clark
et al., 1996; Nieto, 2004).
따라서 교사교육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급에서 가르치게 될 교사를 육성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다문
화교사교육(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은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헌신하며,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를 육성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Guyton & Wesche, 2005:
21). 미국교원교육인증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는 1978년 이래 다문화적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정을 교사교육
프로그램 평가 기준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NCATE, 2006). 또한 예비교사 및 현직 교
사들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양성과 평등성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적 학급
에서의 현장 경험과 임상 실습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교사는 교실의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교수전략의 ‘레퍼토리’(repertoire)를 활용하
여 선택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사 교육의 주요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학습 습관 등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레퍼토리’(cultural repertoire)를 증
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Clark et al., 1996). 이러한 문화레퍼토리를 발달시켰을 때 교
사는 다문화학급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각 급 학교 교실내의 다문화적 변화가 증가하고
- 308 -

있다. 학생들의 구성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나 각 급 학교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
는 교사들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
며, 교사교육과정에서는 예비교사나 현직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
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5월 ‘다문화가
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 다문화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세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2월 28일 개정·고시된 교육과정에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단일민족주의 관점을 지양하고 교과서에 다문화, 인권 내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다.
다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 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외국 인구의 유입 추세를 볼 때, 앞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학급 지도 능력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
련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은 위와 같은 소양을 길러 줄 수 있는 다문화 강좌를 개설하
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강좌에 포함될 내용은 문화의 개념 및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
주의와 다문화정책,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책무성,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문
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생활지도와 상담, 그리고 한국의 소수집단과 비교문화적 이
해, 다문화적 학급을 위한 수업 전략과 방법 등이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이 과목들을 수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교생실습과 다문화 커뮤
니티에서의 임상실습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교육과 교사 유형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Pang(2005: 232-246)의 분류를
사용하였다. Pang은 학급에서 다문화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신념과 실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교사로 구분하였다.
첫째, 동화주의 교사(Assimilationist Teacher)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보편적인
진리이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교사의 목적은 지식을 전수하여 학생
들이 기존의 사회정치적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종종 학생들이 출신 가정
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주류 사회에서 생존해야 한다
는 관점을 의미한다.
둘째,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교사(Human Relations Teacher)는 모든 학생들이 서로 존
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편견을 극복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할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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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음식, 의상 등을 전시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셋째,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교사(Social Action Teacher)는 학생들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도전하여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을
다문화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학교가 현상유지의 도구라고 파악하며, 교육 내용
으로는 노동자 계층, 유색 인종, 여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집단 의 불평등과 인권 등을
다룬다.
넷째, 배려 중심 교사(Caring-centered Teacher)는 정의, 자유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multicultural society)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학생들이 상호 존경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통하여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데 수업의 초점을 둔다. 수업에서
는 인간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을
다룬다.
Pang은 첫째와 둘째 유형의 교사들을 현상 유지의 관점을 공유한다고 보며, 셋째와 넷째
유형의 교사만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라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Pang의 관점에 기초하여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진술하는 문장을 위 네 목
표에서 각 두 문장씩 추출하여 총 여덟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지도상의 유의점
Banks & Banks(2004)가 제시하는 다음 가이드라인은 다문화적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실행하며, 다문화적 환경에서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침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시사점
을 준다.
가. 다문화적 내용을 가르치는데 교사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나. 교사가 다양한 민족 집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사회의 다양한 인종
적, 문화적 형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다. 교사 자신의 인종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인식하고 반성해보아야 한다.
라. 학생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교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비롯한 학습 자료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는
지 파악해서 가려내야 한다.
사. 소수 민족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수기, 책, 면담 자료, 영화, 비디
오테이프 등-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여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 다문화교육과정의 구성과 실행에 있어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개념, 내용,
수업활동을 결정해야 한다. 저학년에서는 보다 구체적 접근을, 고학년에서는 추상적
인 개념과 예, 그리고 활동을 활용한다.
자. 소수 민족의 자녀들이 학업 성취를 보일 때 교사가 이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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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교사의 기대는 학생들의 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차. 소수 민족의 학부모들이, 비록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학교와 멀어져 있지만, 자녀들
의 학업 성취에 대단히 대단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타. 협동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 시간에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의 학생들이 어울
려 학습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협동학습은 인종 간 교류와 통합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카. 학급, 학교 행사나 활동에 있어서 소수 집단의 학생들이 꼭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초
기에 능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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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과 학교 교육과정

38)

조 난 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I. 서론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논의의 필요성

‘발등의 불’이 된 다문화교육
1995년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의 주도로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때에 가
장 중요한 화두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지식
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된 사회에서 ‘세계로 열린 교육’,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
는 교육’을 표방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 교육과 함께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영어를 도입하
고, 제2외국어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외국어 교육 강화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5.31 교육개혁안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추진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 교
육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이해교육’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도화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곧 국제이해교육을 하나의 교과로 가르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범교과
(cross-curricular) 영역의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하여 학교에서 지도하게 하였고, 특
히,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시대 변화를 교육 분야에서
적극 수용하여 세계 시민에 걸 맞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변화를 추구해 온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내실 있게 지도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교육자들에게 국제이해교육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려는 거시적
인 변화 정도로 인식되었고,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못했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교육1)의 문제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긴밀히 연관된 ‘발등의 불’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적 조건 때문이었다. 첫째, 많은 농촌의 남성들이 국내에서 결혼 상
대자를 구하지 못하여 외국(주로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들과 결혼함으로써 문화 차이로 인한
* 본 원고는 최충옥 외(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제6장 참조.

1) 이 글에서는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과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을 구분하지 않고 쓸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는 경향이 있다.
국제이해교육은 “모든 인간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 문화와 생활 습관 등을 바르게 이해하며, 민주
의의와 인권, 사회정의와 평등의 가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세계를 일구어 내는 세계시민 의식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문화, 민족, 성, 사회적 계층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
도하는 총제적인 노력이며 또한 인종, 윤리, 언어, 종교, 정치, 고용, 사회계층, 경험, 정신적·육체적 능력. 성, 기호, 연령 등에 의해 다르게 나
타나는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문화나 사고방식이 존재함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로 다른 문화로 인
한 행동의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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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교육이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
료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 인구와 국제 결혼자 수가 최근 들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2007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 등록 인구는 총 765,429명이고, 국제결혼자수는 345,592명에 이
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 교육문제도 등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농촌이나 공장 지역의 교실에는 한국어에 서투른 혼혈인 자녀나 이주 노동자
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나 교사들은 그들을 적절하게 지도할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둘째, 한국계 미식 축구 영웅인 하인즈 워드(Hines Ward)가 2006년 4월 초 한국
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인들은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맞았다. 혼혈인을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일원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각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한국에서의 혼혈인에 대한 사회
적, 교육적 차별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단일민족’ 으로서의 순수성을 한민족의 자부심
으로 가르쳤던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대면하면서 교육당국(교과부나 교육청 등)
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참여 정부에
서는 이 문제를 중요한 교육정책의 하나로 다룸으로써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
다. 그러나 학교를 비롯한 다문화교육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또한 사
실이다. 김이선(2008)은 다문화교육의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견 과정에서 급조된 관심과 집단적 일반화가 문제라는 것이
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 사회 일반의 인식이나
개인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온 학생이나 혼혈인 학생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일반화
시켜 다루려고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준비되지 않은 실천을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학
교 현장의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낯선 존재이다. 이제까지 교사들은
직전 교육이나 직무연수 등을 통해서도 다문화교육에 대해 공부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최근에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위한 연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
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사들은 다문
화가정의 자녀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교육적 배려를 제공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
의 자녀들은 대체로 생활 부적응의 문제와 학습 결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
근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 개개인이 갖는 교과 적성이나 생활상의 애로 등 좀 더 세심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차원의 지원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혼란의 경험과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자신들이 베푼 ‘선의’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보
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교사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은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 이상의 좀 더 교육적인 세련된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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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근의 문제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교육자들은 이제 다문화교육의 문제가 피
상적인 인류애적인 구호가 아니라 사회발전과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임을 인
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문제들이 활발하게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국제이해교육학회, 교육사회학회, 교육과정학회
등에서 학술대회의 주제로 다문화교육을 내걸고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제 우리 교육계에서 다문화교육을 하나의 새로운 주제로서 삼아 논의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다문화교육 내용을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한국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한계점들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적 감
수성의 결여, 문화적 우위를 기준으로 한 편향된 내용 선정과 왜곡된 서술, 유럽과 중국 중
심의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시각, 한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민족 중심주의적 접근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다양화, 다원화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한계가 있
지 않은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새롭게 접
목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해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영역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
안 문제의 하나로서 응급 처치적인 수준에서 대응해 온 면이 없지 않다. 학교교육에서 다문
화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과정과의 접목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다음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살펴보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과제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위
해 먼저, 우리 학교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지향에 대해 검토해 본다.
II. 학교 다문화교육의 방향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이 문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
문화교육을 범교과 영역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었고, 현재
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직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에 이를 먼저 살펴본다.

1. 외국의 다문화교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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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의 지향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크게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나
뉜다(이민경, 2008). 동화주의란 문화적 소수자 혹은 새롭게 국가에 편입된 구성원들을 문화적
다수자들의 문화, 혹은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 편입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
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 구성원의 단위는 시민일 뿐 한 국가 내에서 특수한 민족적 집단
의 정체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과 습득이나 각 문화권에 적합한 교수법의 개발 등 다양한 민족과 인종, 문화적 배경에
대한 배려나 지원보다는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시민의식에 기반을 둔 반차별,
반편견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자국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조치를
취하려는 입장을 말한다. 다문화주의를 국가 통치 사상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한 국가 내
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 민족, 사회 계층, 성별 등 모든 문화 집단에 대한 이해와 수
용을 촉진함으로써 차별이나 편견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와 문화적 선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시행하는 다문화교육을 살펴보
면, 각각 다른 문화 집단의 학습 양식에 적합한 교수법의 개발, 다양한 문화 집단의 관점에
서 교육 내용의 재편성, 교사를 포함한 학교 직원들을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하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인종 쿼터제 등을 포함한다.
다문화교육의 지향을 위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에 전자인 사회통합에 기초한 동
화주의는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 국가들은 근대의 제국주의
시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일정 부분 식민지인들의 유입이 있었
고, 1960～70년대의 산업 확장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노동인력의 유입이 있
었다. 결과적으로 자국 내에 상당한 수의 이민족들이 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에서 이 국가들은 동화주의의 입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곧 이주민들이 자국의
문화에 적응․동화되어 자국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수자인 주류 문화 집단의 학생들에게도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
화 소수자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동화주의 입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유럽의 국가들, 곧 프랑스, 영국, 독일
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민교육 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시민교
육 과목으로 공민(Education Civique)과를 설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9.11사태
이후 프랑스에서는 북아프리카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당시의 반 이
슬람 분위기는 학교와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경우에 프랑스 학교에서
는 수업 시간에 이러한 쟁점을 토론 주제로 삼아서 논의함으로써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
를 통해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공화정에 대한 신념이 강한 프랑스에
서는 공화국 시민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소수자를 포함하는 시민교육이 실시되며, ‘똘레랑
스(tolerance)’라는 독특한 가치를 발전시켜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
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이후 영구 정착하는 외국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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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가족 재결합으로 이들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의 난민과 이주민의 증가, 동독일 귀환자들의 급증 등으
로 독일은 사회통합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가 되었다. 독일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화를 기반
으로 하는 통합정책을 실시해 왔다. 독일에서는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이라는 이
름으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언어의 상이함을 바탕으
로 삶과 세계관적 차이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반교육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정영근, 2006).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은 1) 넓은 의미의 사회 학습에 속하
는 것으로 감정 이입 능력, 갈등 해결 능력, 협동심, 연대성 등이 해당된다. 2) 문화적 차이
의 이해와 극복, 3) 역사와 사회적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하려는 목표를 가
지고 있으며, 4) 인종과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교육이 포함된다.
한편, 다문화교육의 지향으로서 후자에 속하는 차이와 다양성의 공존에 기초한 다문화주
의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
의 도입은 1960년대 흑인들의 인권 운동, 이주자들의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기존의 용광로(melting pot)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다문
화주의의 논리적 귀결은 그 동안 지속된 백인 남성의 지배를 종결짓고, 이제까지 소외당하
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집단의 정체성, 특히 유색 인종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여 캐나
다의 인종적, 민족적 다원성을 현실로 인정하고 과거의 이주민 정책의 기조였던 동화정책을
폐지하였다. 캐나다의 다문화교육을 살펴보면, 다양한 교육과정에 다문화주의 이념을 녹여
내서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과 핵심 주제에는 ‘국가 정체성’ 및 ‘시민성 교육’과 함
께 다문화주의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반 교육과정에서 일상적인 교과 학습
을 통해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철학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적인 접근은 다문화교육의 가장 완숙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미 널리 알려진 다문화교육 연구자인 Banks(2001)는 다문화교육의 지향으로 다음의 5가지
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 교사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사용하여 문화적 다양성
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둘째, 지식 구성 과정(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 학생들이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적 틀을 이해하게 한다.
셋째, 편견 감소(prejudice reduction):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넷째, 공평한 교수법(equity pedagogy): 다양한 아이들의 배움에 적합한 교수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평등한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개발한다.
다섯째,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문화와 조직(empowering schoo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적 그룹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균등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
교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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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다문화교육의 두 가지 지향-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과 그 사례는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의 경험을 한 서구 제국의 교육적 대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많
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사례가 우리의 다문화사회의 현실 및 교육적
상황과 잘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에게 적합한 다문화교육의 지향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경석(2007)은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유형을 유럽 제국주의형, 미
국형 혹은 신제국주의형, 그리고 아시아형 3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유럽 제국주
의형은 민족 국가 체제의 안정성,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시민사회의 성숙도에서 가장 선진
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적 경험으로 인해 다문화사
회의 다문화 주체들은 거의 식민지의 신민들이었고 그들을 향한 개방주의적 포용 정책은
제국의 국민과 식민지의 신민들 사이의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형 또는 신제국주의형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소위 새로운 주류 이주국가들이 여기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적인 전략에 의해 도구적으로 다문
화주의가 동원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럽과 같은 제국주의적 경험은 없으나 정복 국
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서 주류 민족이었던 토착민들이 내부의 이주자 소수집
단으로 전락한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다문화주의란 실질적으로는 정
복자들의 정체성을 표준적인 것으로 공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정치적인 과제와 분
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형 혹은 탈식민주의형은 식민통치를 경험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와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분류한다. 이 국가들은 식민지 이전에 다인종, 다민족
적 환경이 이미 조성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분류도 우리에게 다문화교육에 대한 나름의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중 어떤 유형도 우리의 다문화적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이상과 같은 다양한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시사점을 얻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적 조건을 검토해 보고 그에 알맞은 다문화교육의 지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미 관련 학자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해 본다.

2.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수성과 다문화교육의 모색

이상으로 살펴본 서구 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다문화사회의 특성과 그에 대응하는 다문
화교육의 지향과 유형들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우리의 상황과 정
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다문화교육의 독특한 문제로서 지적되는 것은 혈연중심의 단일민족주의와 서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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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문제이다(박철희, 2008). 첫째, 혈연중심의 단일민족주의는 오늘날 다문화 된 우리사회
의 현실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앞에서 살펴 본
서구 제국이나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인종적, 민족적 단일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 구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으
로서 작용해 왔다. 다음 표에 제시되듯이, 이제까지 우리 교육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
에게 한 핏줄 한 겨레임을 강조해 왔다.
<표-1> 혈연중심의 단일민족주의를 제시한 기존의 학교 교과서 내용

학 학
교 년 과목
급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교과서 원문 내용

2

생활의 길잡이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

도덕

우리는 본디 하나 땅도 하나 민족도 하나 말도 하나였습니다.

6

사회

우리는 생김새가 같고,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단일민족입니다.

1

도덕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서 오랜 세월 ~

2

도덕

~ 바로 우리가 같은 핏줄을 이어 받은 한 민족이라는 ~

3

사회

민족, 언어, 문화가 같은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는

1

도덕

본래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가진 단일 민족으로서 ~

1

국사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로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

정치

우리 민족은 ~ 단일 민족 국가를 형성해 왔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 2006. 4.]

이러한 혈연중심의 단일 민족주의는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으며, 그
것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과 통합성을 교육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혈연중심의 단일민족주의
가 최근 우리 사회가 다문화화 현상을 보이면서 크게 도전을 받고 있다. 곧 결혼이나 이주
등을 통해서 엄연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주
장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혈연을 강조하게 됨으로 해서 다른 민족 출신인 이
주민 등은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들을 검
토해보면 혈연 중심의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史實)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
장한다. 곧 고대 국가 시기에 우리 민족과 오늘날 중국에 속하는 다른 민족들과의 연합이
가능했을 것이고, 고려나 조선 시기의 귀화인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주
의는 역사적 사실로서도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철희(2008)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에 제시된 한국사 부분 서술이 단일
민족주의라는 사관(史觀)에 따라 선택과 배제에 의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함으로써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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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내면화한다고 지적한다. 곧 고구
려나 발해의 경우에는 다민족이 모여 구성한 다종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고려 시대의 경우에는 상당수에 이른 귀화인에 대한 언급이
없이 기술됨으로써 같은 핏줄의 우리 민족이 정치 공동체인 국가 단위의 분열과 통합만을
거듭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고, 결과
적으로 단일민족주의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면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강조해왔던 단일민족주의를 버려야 할 것인
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이
상으로 중요한 다른 교육적 현안들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우리의 단일 민족주의는 우리
근대사의 아픈 역사적 경험과 맞물려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에 동화정책을 시행하여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이에 우리의 역사학자들은 우리는 뿌리가 같은 한
민족임을 부각시켜 민족의 독립을 되찾으려는 저항적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이러
한 민족적 정체성은 오늘날 한․중․일간의 역사 논쟁에서도 중요한 관점으로 등장하고 있
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위해 단일민족주의를 간단하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국가이며,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근본
적인 원동력을 바로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단일 민족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 또한, 오백
만 재와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바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접근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다문화주의적인 틀만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는 단일민족주의를
다문화주의로 대체하기보다는 혈연중심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적 소수
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열린 민족주의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혈연을 강조
하는 민족주의의 지나치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하며, 한국사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소수자의 존재를 발굴하고 역사 속에서 이들의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문화적
으로 좀 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서술 내용으로 교과서 내용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박철희,
2008: 25)”. 이와 같은 관점에서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기준안으
로 국가․민족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간에 조화2)를 이룰 수 있도록 교과서
2) ① 국민의 개념과 민족의 개념 사용에 관한 문제 : 한국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 단일민족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과 민족이라
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인적 교류와 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해외 동포, 귀화 외
국인, 혼혈인, 탈북자 등의 새로운 범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가치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7차 교과서의 일부에서는
‘열린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개념규정과 기준 제시가 없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국가와 민족의 우선순위를 국가에 둘 경우에는 귀화한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이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 해외 동포나 탈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아닌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교류와 협조를 강조해야지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나 책임, 국민으로서 의무를 강조하는 방식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민족을 우선순위에 둘 경우에는 혼혈인이나 귀화 외국인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강조하거나 우리 민족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해외동포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와 지원 및 해외동포에게도 한국 민족으로서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서술되
어야 한다. 그리고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민족인 탈북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아니면 단일민족국가로서 민족과 국민을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할 경우 민족의 의미를 서술할 때 객관적 조건에서 혈연이라는 조건의 무게
를 약화시키고 민족의식과 국민의식을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혼혈인이나 귀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의식에서 연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해외 동포와 탈북자에 대해서는 비록 법적으로 국가의 국민은 아닐지라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에서 연유하는 공동
체 의식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② 민족주의와 세계화 이념의 상충 :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시각 차이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세계평화와 민족주의 관계를 서술함에 있
어 세계 보편윤리로서 세계화를 강조할 것인가, 국가 윤리로서 민족주의를 강조할 것인가에 관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세계화와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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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조난심 외, 2007).
다음으로 우리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에 중요한 문제는 바
로 서구문화 편향성의 문제이다. 초등학교 미술, 음악, 체육 교과서를 분석한 박철희(2008)는
서구 문화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 비서구문화에 대해 다루는 내용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술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소개된 작품이 한국과
서구의 것 외에 비서구지역의 작품은 전혀 없고, 음악 교과서의 경우에도 서구의 곡이 22편
소개되는 반면에 비서구의 곡은 겨우 3편이 소개되는데 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우리 교과서 내용의 구성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소수자 구성과도 맞지 않고, 세계
적인 시각에서 교육을 접근한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구성이다. 곧 우리 사회에 유입
된 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 출신들이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어
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세계화된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소개되는
외국 문화의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학교 예체능 교과서가 서구문화 편향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은 비단 교과서만의 문제
는 아닐 것이다. 그러한 교과서를 편찬하는 관련 학계나 예술계가 실제로 서구문화 편향적
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경향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예
술과 스포츠 등이 초국가적 산업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
다. 따라서 예체능 교과의 교육 내용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
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과서가 변화되기 위해
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문화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축적될 필
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교육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부족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문
제 중의 하나는 바로 다문화교육의 지향점 문제이다. 앞에서 우리는 동화주의이던 다문화주
의이던 간에 각국은 나름의 독특성에 바탕을 두고 자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알맞은 다문화교육의 지향은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
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 단계이므로 섣부르게 결론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새롭게 부각된 다문화화 현상에 대해 이제까지 주로 ‘주류문화에의 통합’이라는 방향에서
대응적인 처방을 해 온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에 대한 분명한 서술과 비교가 전제되지 않으면 민족문제와 통일 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와 세계화 시각이 조화될 수 있도록 내용이 집필되어야 하지만,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두 시각을 비교하거나 객관적으로 다루
며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두 가지 시각이 조화된 내용들만 다룰 경우에는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 모두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 한국 전쟁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서술함에 있어서 이러한 혼란이 큰 차이를 낳게 된다. 민족주의적 시각을 강조하면 이
념으로 인한 민족 내부의 갈등, 민족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정체성 훼손 등의 내용을 다루어야 하지만,
세계화 시각에 초점을 맞추면 한반도 분단 과정에서 세계의 이념적 대립의 위험성과 한국 전쟁의 피해로 인한 세계 평화의 위험 등에 초
점을 맞추어 서술해야 한다.
민족주의적 시각이냐 세계화의 시각이냐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윤리적 당위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통일이 궁극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평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냐에 따라 당위성 논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시각에서는 민족의 통합과 민족정체성의 회복에 초점
을 맞추고, 세계화의 시각에서는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전쟁 예방과 주변국가와의 평화적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두 시
각에 따라 통일의 방법이나 과정, 윤리적 의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적 시각과 세계화의 시각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분
명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적 시각과 세계화의 시각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비교하여 조화될 수 있는 방향
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내용이 일관성 있게 집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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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향후 관련 학계와 교육자들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다문화교
육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음과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고려해 볼 것이 요구된다.
첫째, 우리 사회가 ‘문화다원주의’를 추구하는지의 문제이다. 다문화교육은 단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인종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 문제를 해
결한다는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전되는가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다. 우리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활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주위에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다양성
을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화다원
주의를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의 진전이 바로 진정한 다문화교육의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
다.
둘째, 우리의 국가나 민족의 문제를 ‘세계화된 시각, 객관화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국가나 민족의 문제를 주로 우리 자신만의 문제로 보아온 경향이 있
다. 곧 우리 국가나 민족의 문제를 주변국이나 세계정세와의 관련성 속성에 객관적으로 인
식하기보다는 세계의 흐름과는 무관한 독립된 실체인 것처럼 다루어온 것 같다. 이러한 시
각은 현실을 오도(誤導)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자민족중심주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
에 교정될 필요가 있다. 곧 우리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되 그것이 자민족중심주의
적인 시각이 아니라, 세계화된 시각, 객관화된 관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행히, 이번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반영되어 역사과나 도덕과 등에서
일부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세계화된, 객관화된 시각은 다문화교육의 기
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다문화교육과정의 실제

이 절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살펴본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아직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가 우리 교육에
서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당시에는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용어로 새로운 교육이 시도되었다.
논자에 따라서는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구분하여 다루지만, 다음에서는 국제이해교
육과 다문화교육은 내용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함께 다룬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기의
다문화교육 시범학교에서 실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를 검토해 본다.

1. 제 7 차 교육과정기의 국제이해교육

가.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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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된 사회의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논의는 이러한 새로
운 내용들을 이미 포화 상태인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미 국제이해교육을 제안했던 사람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J. Hallak & M.
Poisson(2000)은 국제이해교육을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위한 방식으로 1) ‘구 교과들’의 범위
를 새롭게 설정하기, 2) 새로운 교과들－적극적 시민 정신, 환경 등과 같은－을 도입하기,
3) 공통적인 핵심 가치들－다양성의 수용, 공정, 관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증진시키
기를 제안하고 있다. C. M. Baker(2000)는 교육과정에 국제이해교육을 도입하는 방식들로서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제안하고 있다. 1) 국제적, 지구적 관점을 교육과정에 통합시킨다. 예
컨대, 초․중등학교 교과에 반영하고, 대학에서의 인문교양 교육의 재검토와 재구성을 통해
직전(pre-service)교육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고, 문화간 의사소통과 국
제이해를 발달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설정한다. 2) 외국 연수나 해외에서의 교육기
회를 통해 체험을 통한 학습 기회를 증진시킨다. 또한, 국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로부터
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3) 교수학습 활동에서 인터넷 등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테크놀로지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4) 세계화된 시각을 갖고 국제 지식을 갖춘
교사들이 국제이해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되도록 한다. 5) 교육
과정에 세계적 관점의 교육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교육 성취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standards)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한명희(1997)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국제이해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
들을 제안한 바 있다.
1) 독립 프로그램의 도입
2) 기존 교과/프로그램에 융합
① 교과 내용 자체가 세계지리나 세계역사와 같이 다른 나라의 문화나 환경을 다루는 경
우에, 이것이 보다 세계화된 교육이 되도록 세계적 시각을 강화한다.
② 우리 자신이 일상적인 주제도 세계적 시각,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교
육 내용을 조직한다.
③ 세계 질서와 체제 내에서 일상의 문제와 상황을 접근해가도록 돕는 내용의 조직이다.
예를 들어, WTO 체제 속의 농촌 경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그것이다.
④ 교과의 기본 목표는 직접적인 국제이해나 세계화 시각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도 학습
자료의 성격을 세계화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⑤ 특별활동과 같은 교과의 교육과정의 목표가 열린 형태로 있을 경우, 거기에 세계화 교
육의 목표를 접목시키는 접근을 할 수 있다.
김현덕(2003)은 국제이해교육을 교육과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1) 주제학습방법, 2) 여러 교
과의 학제적 프로그램 개발, 3) 특별 교과를 개설하는 방법, 4) 특별활동에서 실시하는 방
법, 5) 사회과에서의 국제이해교육, 6) 전 교과에 융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안들은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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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의 우리 교육에서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려면, 우선,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제이해교육이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제7차 교육과정과 국제이해교육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새롭게 재량 활동 시간을 도입함으로써 학교에서
의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제공한 바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단위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학생의 교육 내용 선
택권 확대, 인간 교육의 강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이상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재량 활
동을 도입하였고, 재량 활동 시간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는 교과 및 특별활동을 보충 심화하
는 활동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활동, 국가 수준에서 인정가능한 창의적인
교육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학교 재량 활동 편성 운영 예시에 따르면, 재량 활동은 크
게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교과 재량 활동에서는 필수 교과
로 편성되어 있는 기본 교과를 심화 보충하는 활동을 전개하거나, 선택 교과로 편성되어 있
는 교과를 학교나 학생이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크게 ‘범
교과 학습(cross-curricular activities)’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이해교육은 국가 수준에서 제안하는 창의적 재량 활동의 범교과 학습 중 한
가지 활동으로 예시되었다.
이와 같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위상으로 인해, 국제이해교육은 비록 정규 교과로 지도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1995년 5.31 교육 개혁 발표 이래로 세계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
이 부각되었으나 실질적인 교육적 실천에 이르지는 못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종래와는 달리, 학교의 의지나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에
서 국제이해교육을 하나의 활동 영역으로 혹은 선택 교과화 하여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된 것이다.
<표-2> 제7차 교육과정기 재량 활동의 내용 영역

영 활동
역
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 량
활 동

기본교과의
심화 보충 학습

․

선택 과목 학습

범교과 학습

활동 내용(예시)

∙국민 공통 기본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영어)의 심화․보충학습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 과목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
학교, 지역,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범교과 학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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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적
학습

※ 교육과정에 제시된 예시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함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주제 탐구 활동
－교과와 연계한 탐구주제, 생활과 연계된 주제
∙자유 연구, ∙소집단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학습, ∙체험 학습,
∙학교행사 관련 활동, ∙학교 특수 시책 구현 활동, ∙특정 영역 학습, ∙지역 행사 관련 활동, ∙학교장, 교사,
학생이 만든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 ∙기타 자율적 교육활동

[자료 : 교육부, 특별 활동․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000, p.95.]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국제이해교육은 창의적 재량 활동 중 ‘범교과(cross-curricular) 학습 영
역’에 속해 있다. 재량 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나누어지고,
창의적 재량 활동은 다시,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교과 영
역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영역들이 제안되어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편성 운영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 국제이해교육의 편성(교육인적자원부)
오늘날 국제적 무한 경쟁, 세계 속의 자국 문화의 위상 정립 문제, 세계 환경 문제의 어려
움 등과 같은 변화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면서 국제 사회
의 공동 이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과 국제성을 동시에 갖춘 인력의 양성
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 교육, 즉 국제 사회 이해를 통해 국제적 태도를
기르고 우리나라를 국제 사회에 올바르게 이해시키며 국제 사회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기
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국제이해교육의 지도 영역과 제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국제이해교육의 지도 영역과 제재 예시 표

대 영 역 중 영 역 제재(예시)
세계는 하나

세계와 우리

다양한 문화

세계인으로서의
예절

환경 문제
세계의 공동
문제와
그 해결 노력
국제기구의 활동

∙교통․통신의 발달과 좁아지는 세계
∙국제적 교류와 협력 확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의식주 생활
∙다양한 종족과 문화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의 생활
∙다양한 언어와 역사
∙아름다운 지구촌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타국인에 대한 예절
∙타국의 국가 상징에 대한 예절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식량난과 인구 문제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
∙유엔(UN)의 활동
∙유니세프의 구제 활동
∙한국 선명회 활동
∙유네스코의 교육, 문화, 과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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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세계 속의 찬란한
우리 문화

세계 속의
우리의 역사

우리 문화의
계속적인
창조와 발전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세계인의 협력
∙우리의 세계 문화유산
∙우리의 민속놀이
∙우리의 전통 음식
∙우리나라 바로 알리기
∙우리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 자세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
∙우리 문화의 창조적 발전과 세계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활동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한 세계 속의 한국인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라. 국제이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APCEIU)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에 의해 재량 활동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한 바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국제이해교육
과정의 성격과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국가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간 이
해에 바탕을 둔 국제협력 및 국제경쟁관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계 시민교육의 추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교육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국제사회의 양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평화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람의 양
성에 초점을 둔다.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은 문화 간 이해영역, 인권영역, 평화영역, 지속가
능한 발전영역과 세계화 영역으로 구성된다. 초․중․고등학교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표-4>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내용 체계

내 용 초등학교 내용 요 중학교 내용 요소 고등학교 내용 요
영역 소
소
(1) 타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
(2) 타문화의 이해와 수용
(3) 소중한 우리 문화

(1)
(2)
(3)
(4)

다양한 문화의 이해
문화간 장벽 허물기
문화의 공통성
문화 교류와 체험

(1)
(2)
(3)
(4)
(5)

문화의 총체적 이해
문화의 생성과 변화
다문화 이해와 공존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문화 교류와 문화정체성

(1) 지구촌 우리 마을
(2) 세계화의 두 얼굴
(3) 세계화와 우리

(1)
(2)
(3)
(4)

일상생활
세계화의
세계화와
세계화와

(1)
(2)
(3)
(4)

세계화와 우리의 삶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 시대의 도전
세계화 반대 움직임

다문화 이해

세계화
문제

속의 세계화
빛과 그림자
한국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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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는 나의 무대

인권
존중

(1) 소중한 인권
(2)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
(3)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1)
(2)
(3)
(4)

인간의 존엄성
가난한 나라 친구들의 고통
사회적 차별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1)
(2)
(3)
(4)
(5)

민주주의와 인권
생활 속의 인권
지구촌 인권 상황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연대

(1) 생활 속의 갈등
(2) 전쟁 분쟁이 주는 고통
(3)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2)
(3)
(4)

세계의 갈등과 분쟁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
평화의 문화 확산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1)
(2)
(3)
(4)
(5)

평화의 이해
끝나지 않는 전쟁
평화적 질서는 가능할까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한반도의 평화

(1) 자연과 우리생활
(2) 개발과 지구
(3) 지구와 더불어 사는 우리

(1)
(2)
(3)
(4)

경제발전과 환경오염
몸살을 앓는 지구
지구를 살리는 운동
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

(1)
(2)
(3)
(4)

․

평화로운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

국경 없는 환경문제
자원고갈과 인류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갈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적
노력
(5)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료 : APCEIU, 2003].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방향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년 2월 28일). 새 교육과정
개정안에도 이러한 세계화 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요소들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도덕과 교육에서는 세계화와 윤리문제, 다문화교육, 인권 등을 다루고 있고, 음악과에서는
한국 음악과 함께 세계 음악 문화의 이해력 증진을 다루고 있으며, 영어과에서는 영어를 地
球語(global language)의 개념으로 보고 세계인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반영은 다음 표에 제시하였듯이, 초․
중․고교의 국어, 도덕,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5> 개정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실태(종합)3)

3) 다음에 제시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보고서 96쪽에 제시된 국가·사회적 요
구 반영 여부를 정리한 표의 일부분임. 2006년도의 개정 시안 수정·보완과 교육부의 심의 과정에서 교과별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
으나 전체적인 틀은 큰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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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방안
국가․
사회적 교
육 교
요 구
과
사항 과 서
정
국제이해
교육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미술
영어

국어
도덕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반영 학교급 또는 학년
반영 정도
초등학교
학 고등 강함 보통
저 중학 고학 중
학 년 년 교 학교
년
음악

도덕
음악
영어

사회
음악
영어

국어
도덕
사회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국어
사회
실과
음악
미술
영어

도덕
사회
체육
영어

국어
실과
음악
미술

* 표에서 ‘교과서’란에 있는 교과는 해당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에 대해 교육과정상에는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교과서에 반영될 가능성을 전망하는 교과를 가리킨다.

도덕과, 사회과의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
도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과]
<5학년>
㈎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정서적 통합에 의해 완성될 수 있음을 알고, 북한 동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
로 북한 동포와 교류, 협력해 나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 동포나 새터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북한 동포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려는 방법과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본다.
북한 동포의 생활상 및 문화적 차이 알아보기
북한 동포와의 인간적 교류 및 협력 방안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

①
②
③

<6학년>
㈎ 편견 극복과 관용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문화 차이 때문에 상대를 차별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본다.
예절, 관습 등을 포함한 다른 문화에 대한 우리의 편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와 공존의 장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①
②
③

<9학년>
㈎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편견 극복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며, 문화 교류와 체험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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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타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 분석하고, 타문화와 교류 체험할 때에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하여 토론한다.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상대주의적 태도
다른 나라 풍습 중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견이나 오해(혼혈아, 해외입양아,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 등)
타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체험, 문화교류

①
②
③
④

위의 도덕과 내용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소수자를 이루고 있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내용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 편견 극복 및 관용을 다루는 내용들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과에서도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데 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학년의 ‘⑹
다양한 삶의 모습들’에서는 지역이나 국가가 서로 다른 학생들의 문화를 알아보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조사해 보도록 하는 내용, 6학년의 ‘⑸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서 변화하
는 세계 속에서 국제 협력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내용, 7학년의
‘⑷ 지역마다 다른 문화’에서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과 상호관련성을 설명하게 하는 내
용 등이 그것이다.
교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도 다문화교육(국제이해교육)을 반
영하여 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
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 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 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 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 보훈 교
육, 효도 경로 전통 윤리 교육, 아동 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 농촌 이해 교
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 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
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년 2월.

․ ․

․

․

․

․

․

․

․

위의 개정 교육과정 지침을 보면,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나
열되어 있으며, 35개에 이르는 많은 범교과적 학습 주제 중의 일부로서 다문화교육이 제안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학교의 교육 활동에서 다문
화교육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침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문화교육의 전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지침은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과서 개발이나 검정의 과
정에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검정기준으로서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범교과
영역(학습 주제들)을 관련 단원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제시되면 교과서 집필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각 교과 교과서의 관련 단원에서 국제이해교육
과 다문화교육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 결과로 정규 교과 시간에 다루어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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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둘째,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해 위의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들이 다루어지도록 제안
함으로써 향후 교과 교육 외의 다양한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을 위한 자료, 프로그램,
실천 방안들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3.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이상에서 살펴본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의 내용은 국가수준의 고시 문서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계획된 교육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된 교육과정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에 비로소 교
육의 효과를 불 수 있다. 다음에서는 그 동안 전국의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에서 운영된 교육
과정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박재의 외, 2008). 이를 통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다
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표-6> 분석 대상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지
정 지
운영 주제
역
연
도

영 역

비
고

2006

대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학습능력 증진 및 문화 정체성 형성 복합 영역

G 초교

2007

서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사회 적응력 신장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D 초교

2007
부산 월별 ‘다문화의 날’ 운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2008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J 초교

2007
경북 다문화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2008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W 초교

2007
광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2008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K 초교

2007
전남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자아 정체성 기르기
-2008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C 초교

2007
지역 중심 방과 후 학교 및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지도
대전
-2008
학교 생활적응력 신장
학습지원 모델개발

B 초교

2007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통한 학습 결손 및 학교 부적 학습결손지도
전북
-2008
응 해소
학습지원 모델개발

S 초교

2007
경기 다문화가정 자녀 학부모와의 연계 교육을 통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 방안 이중언어교육
-2008

M 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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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박재의 외,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2008, p.293]

위의 표에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현재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 영역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학습
결손 지도와 학습 지원 모델 개발 및 이중 언어 교육에 걸쳐 있음을 볼 수 있다.
<표-7> 다문화 연구학교의 다문화교육 개념화

학 개념화 구분
교

정의/운영중점․과제/다문화교육 영역 및
요소

① 기초학습 능력 증진
②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
③ 다문화 이해 증진 체험활동 전개
① 달리진 우리 이웃, ② 세계로 열린 교실,
③ 우리 안의 그들, ④ 세계와 친구 되기
① 월별 체험 활동, ②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문화 체험 활동, ③ 다문화 이해를 위

G

동화주의자 관점, 다문화주의자 관점,
문화다원주의자 관점

D

다문화주의자 관점

J

동화주의자 관점, 다문화주의자 관점,
문화다원주의자 관점

W

다문화주의자 관점, 문화다원주의자 관점

K

문화다원주의자 관점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C

문화다원주의자 관점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이해하기

B

동화주의자 관점, 문화다원주의자 관점

S

동화주의자 관점

M

다문화주의자 관점

한 다양한 체험 활동

정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편견을 버리도록 하여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인재 기르기

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역중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② 다문화이해 교육
①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결손 해소, ②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부적응 해소, ③ 다문화
가정 학부모 한글, 한국문화교실 운영
이중 언어 사용 활성화

[자료 : 박재의 외,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p.295, 2008]

연구학교들은 여러 가지 관점이 혼재된 다문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제시한 것이 위의 표와 같다. 이 표를 보면, 다문화주의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학교
가 2개교, 문화다원주의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학교가 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학교 현장
에서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개념상 동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연구학교들에서 운영한 내용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교육과정
영역으로는 교과영역, 재량활동 영역(범교과), 특별활동 및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중 교과 교육과정 영역의 내용 분석을 보면, 주로 국어, 도덕, 사회과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의 추출 근거는 문화, 협력, 반편견, 정체성 형
성, 평등성,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교들에
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기, 세계적인 관점과 체제, 문화간 이해, 국제기구의 이해 등
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지원을 위
한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과목 학습 결손을 예방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연구학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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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량활동 시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 다문화 연구학교의 재량활동 영역 편성․운영 내용

학 재량활동 영역
교
G

D

J

비고

재량활동 : 기타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으로 운영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 10시간 총 60시간 운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
① 달라진 우리-다문화사회로의 변화(9시간), ② 세계로 열린 교실-다양한 세계(18시간), ③ －－창의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
우리 안의 그들- 차별받는 소외계층(7시간), ④ 세계와 친구 되기-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
는 내용이 많이 있음.
기(14시간), ⑤ 표현하기(12시간)
－수준별 구성
－다문화 이해 교육 : 1학년(30시간), 2~6학년(34시간)
－시사토론 및 조사탐구 중심
① 우리문화 살펴보고 다른 나라 문화 이해하기
의 대주제
②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알고 다른 나라 문화 이해하기
－
탐구할 국가의 선정이 바람
③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공존 알아보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 알아보기
직함

W

교과 시간에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내용이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운영.
다문화교육 주제를 저, 중, 고 3단계로 작성.

K

범 교과 1 ~ 6학년 연간 34시간 운영

C

68시간 중 14시간(다문화이해교육)

B

재량활동 : 기타 다문화의 날 행사로 운영

S

없음

M

다문화교육 및 이중언어 체험학습일 운영

문화, 인권 등

월 2시간

[자료 : 박재의 외,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p.297, 2008]

IV.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과정의 과제

앞의 II장에서는 향후 우리의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고, III장에
서는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국제이해교육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그리고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들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
의 논의들을 토대로 향후 우리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학교 다문화교육의 위상
앞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떤 위상을 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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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son(1976)은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을 조직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발전적인 기본 틀
을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문화간 이해를 위한 다문화교육으로 서로 다른 권리와 문화 구성원의 요
구를 확인하고 서로 존중하는 교수 전략을 강조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적으로 응답하는 교육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에 수업 매개
로서 소수 집단의 문화를 포함하여 소수 집단에 대한 학습을 증진시키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중 문화교육으로 이중 언어 프로그램과 관련되며 주류 문화의 언어와
기술적 기능을 가르침과 동시에 소수 민족 학생의 문화, 언어,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고안된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교육의 문화적 다원주의로 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소수민족
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참여를 증가시키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인간 경험으로서의 다문화교육으로 개인이 다문화사회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일상적인 교육 경험으로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적용하도록 가르
치는 단계이다.
우리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위의 Gibson의 단계에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단계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교육의 발전적 단계
와 함께 향후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처럼 다문화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교육 영역- 교과 수업, 재량활동, 특별활동, 기타 활동-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문화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에 포함시키는 1단계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필수
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학교에서는 기존의 교과교육 중
심의 교육을 실천할 뿐 다문화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과를 설정하는 하는 방안이다. 이 때 별도의 교과
는 1) 소수 문화 집단을 위한 특별 교과, 2) 소수 문화 집단과 다수 문화 집단 모두를 위한
공통 교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후자의 접근은 교육과정의 전 영역에 걸친 지도를
목표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성이 부족하고, 또 현실적으로 다양한 교과의
요구를 수용해내야 하는 교육과정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기대하기 어려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수 문화집단이 상당수에 이른 단위학교 차원에서 특별한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는 특별 교과-한글지도 교과, 한국문화지도 교과, 기초학력 보정 교과 등-를 설정
하여 지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전 영역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접근을 취하되, 2007년 개정 교육과
정에서처럼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설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육과정의 전 영
역에 실제로 스며들 수 있도록 총론에서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교육의 시각에서 재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음의 논의는 이러한 방안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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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다문화교육의 성격 규명

우리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기준으로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해야 할 다문
화교육의 성격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고, 앞
의 II장에서 논의한 다문화교육의 지향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 제국들과 상황이 다르고,
애초부터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동남아 제국과도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 집단이 주류를 이루는 단일민족 국가의 성격이 있고, 여기에 최근 들
어 외국의 이주민이나 정치 체제가 다른 사회의 삶을 경험하고 우리 사회에 재정착하게 된
새터민 등이 문화적 소수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1차적으로 동화주의적 관
점에서 문화적 소수자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곧 새롭게 우리
사회에 편입된 문화적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
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방향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혈연 중심의 단
일민족주의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화주의적 접근과 아울러, 우리 사회
를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로 가꾸어 나가려는 문화 다원주의적 관
점 또한 요구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문화교육과 기존의 국제이해교육이 접목될 수 있
는 부분이기도 하다.

3. 학교 다문화교육 내용의 구성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
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다문화교육의 개념화 모델이 도움이 될 수 있
다.
<표-9>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화 모델
유형/ 한국 다문화교육의 유형 관 심
Banks의 다문화교육과정 개
시간
혁 모델
소수자 적응교육

단기

소수자 정체성 교육
소수자 공동체 교육

중기
장기

동화주의자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

주류 중심 모델

문화 첨가적 모델
다문화주의자

다문화 모델

모두를 위한 교육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과의 연대

문화다원주의자

전 지구적 모델

[자료 : 박재의 외,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p.29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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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적응교육은 기존의 주류 사회가 새로운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첫 단계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 학교들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교육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소수자 적응교육은 한국어와 문화에 능
통하고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공통 희망인 이주자들에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
육으로 기초학습능력과 한국문화정체성 함양, 한글능력 향상과 한국문화이해의 심화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소수자 정체성교육은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소수자의 정체성 문
제를 강조하는 곳은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거나 설립 예정인 대안학교들에서 강
조하는 교육으로서 소수집단의 문화적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들의
교육과정상 공통적인 특징은 소수자들을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평가하며 ‘이중 언어
교육’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에 이들의 다중언어와 다문화 능력은
장차 한국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수자 공동체 교육은 집단 간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을 철폐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
이 목적이므로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교육이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자
공동체 교육은 인종적, 문화적, 계층적 집단별로 갈등의 원인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일뿐만
아니라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특별한 종류의 지식, 기술, 태도가 요청된다.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교육은 다수자를 대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인종, 계층, 성, 종교, 언어, 기주지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보는 관점이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 제거와 차별 철폐를
이루려면 다수자의 인식 변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
지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다. 앞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과와 사회과의 내용이 좋
은 예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다문화교육의 내용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에 불과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려면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소수자 집단들의 실태와 그들의 교육적 요구 및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의 인식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적 대응을 학교 수업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자 정체성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때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근본 가치 이념과 상충하는 문화적 지향을 가진 집단이 있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
인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관점을 가진 소수
집단이 공교육 장(場)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성격의
문제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의 연구는
여러 차원의 세심한 교육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4.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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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바로 적
절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개발이다. 다수자를 위한 소수자 이해교육이나 국제
이해교육과 같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
의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지도 방법 등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
수자 적응 교육 등은 문화적 소수자 학생들이 재학하는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
이 좀 더 적절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적 소수자 집단의
출신 배경, 학력 등이 차이가 많고, 독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국가 수
준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
율성을 제고하여 단위학교별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의 개발과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중 언어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 방법,
내용,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집단, 예를 들어 결혼이주자의 자
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집단에 대한 적절한 교육 지원 등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단위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국가 수준의 교
육과정 지침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해당 지역에 요구되는 지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침에 의하여 각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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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최 충 옥 (경기대 교수,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소장)

Ⅰ. 서론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급속히 변화해 가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
어들고, 국민소득 2만 불시대로 진입하면서 이민 수출국에서 국제결혼, 외국인노동자 등
외국인 수입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매일경제신문 2008.2.8)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이 118만을 넘어서 현재 전체 인구의 2.3%이상이 외국인이며
2020년에는 254만 명으로 총인구의 5%를 넘어설 전망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내 거
주 외국인 수가 120만, 해외여행자 수도 10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내외 인적 교류 또
한 연간 3000만에 이르러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인종 다문
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적 준비가 부족하였다. 최근 정부는 다문화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
육과정을 개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
문화교육은 여전히 배타적 동화교육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방된 다문화주의 교육으로 전
환될 필요가 있다.(최충옥, 2007)
한편 한국의 다문화교육과 그 정책에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고, 외국의 다문화교육 사례
도 산발적으로 인용하고 있어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의 각 나라별 다문화교
육이 생성되고 발전하는 역사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여
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찍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 여러 나라들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
육정책, 그리고 관련한 연구동향과 함께 현장의 변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등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여러 나라들을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현장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외국의 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어 주제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다문화정책의 사회배경과 이민자 통합유형 정책을 분류하
고, 둘째 다문화교육정책의 변천과정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셋째 나라별 독특한 현장교
육 프로그램과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의 특징과 방법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의 다문화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계 여러 선진국의 이민정책유형과 이주자문제를 개관한 후, 나라별
다문화교육정책과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그리고
학교 다문화교육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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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 유형과 이주자문제

세계는 지금 자본과 물자의 이동을 넘어서서 사람과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인구
60억 중에서 매년 3억 정도의 인구(전체의 5%)가 국가 간에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세계이민기구, 2007). 우리나라는 등록된 외국인 이주자가 118만 명
으로 총 인구의 2.3%정도에 불과하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보다 일찍 다인종 다문화국가가 된 선진국들은 이민자유입에 따른 이민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 나라별로 이민자정책의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적극
유치하는 나라도 있고, 소극적으로 분리 배제하는 나라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국
적부여와 이민자통합정책 유형은 차별배제모형(일본, 독일, 한국 등)과 동화주의모형(영
국, 프랑스, 이태리 등), 그리고 다문화주의모형(캐나다, 호주, 미국 등)으로 구분하여 왔
다(설동훈, 2006./ [그림1] 참조).

[그림 1] 국적부여 및 이민자 통합 모형
그러나 외국이주자의 계속적 증가와 나라별 특수성으로 이러한 구분을 획일적으로 적
용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동화정책을 유지하지만 지방정부와 현장에서는 다문화주의 원칙과 조례
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주의모형 또는 다문화주의모
형도 적용하지만, 생산기술직 이주노동자에게는 차별배제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시
장이나 사회정책에서는 동화정책을 교육 문화 영역에서는 다문화주의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송종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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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적 사회기반과 인식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고급전문직과 투자이
민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언어교육과 학교교육에 어
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고 있다(캐나다, 호주, 미국, 아일랜
드 등).
한편, 배타적동화주의를 채택한 여러 나라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 이주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대비가 부족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와 교육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은 터키노동자(손님노동자) 귀국문제와 통독이후 동독인 이주문제가 있고, 일본은 재
일한국인 및 일본원주민(아이누족)문제와 함께 브라질 등에서 온 귀국자녀문제가 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마그랩(모르코, 튀니지, 알제리)문제와 이슬람계 이주자문제, 영국은
영연방 유색인 노동자문제 난민법문제 동유럽 이주자문제 등을 겪고 있다. 또한 다문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도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미국은 멕시칸을 포함한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이민자문제가 있고, 캐나다는 투자이민유치문제, 호주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보
수정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와 갈등해소
를 위한 비용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개방정도에서 배타적 동화정책
을 고수한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정책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계속 밀려오는 이주민으
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반대로 일찍이 다문화주의로 이민정책과 사회정책을 전환한 캐나다(1971), 호주(1972)
등과 같은 나라의 경우 외국인 이주민이 국가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매년 20만 명에 이르는 투자이민을 유치하고 있고, 호주는 백호주
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정책을 변화시켜 아시아계 이민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 아시아권 나
라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다.
한편, 세계 각국이 다문화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인구대비 이주민비율
과 사회적 갈등 비용의 관계를 정리하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아래의
표는 매일경제신문(2008년 2월7일자)에 게재된 표를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그림 2] 다문화 진행 프로세스
위 표에서 1기는 도입초기 단계(이주민이 4% 이내)로 이주민의 비율이 낮고 초보적 이
민정책 수준이어서 사회적 개방수준 미미하여 갈등이 없고, 그에 따른 비용지출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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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는다(한국, 일본 등). 2기는 이주민 유입이 본격으로 발전되는 단계(4-8%)로
제도적 정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한다(대만, 벨기에, 오스트
리아, 이탈리아). 3기는 다문화정책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주민만 계속 밀려들어와
인종차별과 폭동사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큰 시기이다(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
드). 4기는 다문화주의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15%이상) 차별금지 및 평등제도화, 사회적
인식 변화, 소수자지원과 참정권인정, 기회평등에서 조건 과정 결과의 평등을 요구되는
시기이다(캐나다, 호주, 미국, 스웨덴).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급격히 달라진 국가인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는 당초 2기에 해
당하였으나 영국과의 평화대타협(북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영국과 아일
랜드 간에 이뤄진 굿프라이데이 협정) 이후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이주민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등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4기의 다문화주의 국가로 변신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다문화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3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주민의 뒷받침 하에 경제적으로 매년 8%이상 성장하여 영국보다 높은 소득수준(1인당
국민소득 4만5천불)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Ⅲ

.

나라별 다문화교육정책 동향과 특

1. 캐나다, 호주,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징

가. 캐나다
1971년 캐나다는 영어사용시민과 프랑스어사용시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일찍이 다문
화주의와 이중 언어 교육을 채택하였으며 집단 간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
였다. 또한 퀘백지역과의 긴장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복수주의정책(1975년)보다 앞서 다문화주의정책(1971년)을 채택하고 소수자
문화에 대한 관용과 지원을 해오고 있다. 고등학교까지 영어 불어와 제3외국어를 함께 습
득하게 하고 있으며, 다문화정책 전환 이후 고학력 투자이민(연간 20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Ramsey & Williams, 2003).
교육에 있어서 소수민족(인디언 등)의 문화적 정체성교육과 소수 민족 집단 간 교류를 강
조하고 있으며, 원격교육에 의한 이중 언어교육과 주류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신감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교사교육에서도 다문화교육이 필수로 강조되고 다문화교육지침을 숙지하도록 하
고 있으며, 학생들의 반차별 반편견 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하고 학교 전체를 다문화교육환
경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한편으로 학교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지역공동체와 협조하여 적응 및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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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
호주는 예전에 백호주의 (White Australia)로 이민자의 동화국가 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1972년 급격히 다문화교육접근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왔다. 아시아 국가의 이민 수용으
로 수입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
외국인이주자를 위해 다문화간의 조화 증진, 지역 언어,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다. 특히 원격방송교육을 통한 영어 및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는 반인종차별 담당직원이 파견되어 인종차별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
행위로 단속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이민자 학생들의 복지요구를 수용하고
있다(Ramsey & Williams, 2003).
이는 각각 다른 문화적 전통이 호주를 만들어 간다는 경각심과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다. 미국
이민자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중 대표적 다민족 국가이다. 최근 미국공립학교 학생의
43%가 유색인종으로 급증하고 있고,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비중
(18%)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은 백인(앵글로 색슨)문화에의 동화교육 및 흑백분리 통합교육(melting pot, 1965)정
책에서 1975년 이후 문화다원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미국다문화주의 정책방향은 동화
주의 ⟶ melting pot ⟶ 문화복수주의 ⟶ 다문화주의로 변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교육 개
혁방향으로 문화복수주의에서 다문화주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Banks, 2008). 1977년 교사교육인증위원회(NCATA, 1977년) 다문화교육 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사양성과정(일반 및 전문 과정)에 다문화교과 포함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1990년 초
반 예비교사들도 다문화교육 지식 기본적으로 습득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유
치원 및 대학교육에서 다문화교육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히스패닉 아시안의 모
국어(스페인어 등)사용 교사 채용 요구가 높아져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를 양성함에 있어 다문
화 배경을 가진 교사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생활상담지도
교사와 ESL교사를 배치하여 그들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특별교육과정과 각종 기념일을 통
해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민족의 교육기회 평등에서 교육과정 및 조건
상 평등으로, 그리고 결과의 평등에의 요구로 변화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자유주의 정책으로 정체성교육은 인정되었으나,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한 교육지원은 별도로 마련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다
문화교육이 이뤄지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흑백혼혈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교
육에 있어서 평등과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국내 교육격차 해소와
소수자지원 등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 미국 교육이 문화복수주의에서
실질적 다문화주의로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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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과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정책

가. 영국
영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민의 대규모 영국이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 최근 세계의 부호들이 런던으로 이주하는 등 런던 인구 31% 외국인
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지하철 폭탄과 버스 테러로 56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교육격차해소와 학업성취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학교 밖의 교육(Informal Education)’영역에서 다문화교육연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 영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집단상호간(Inter group) 관계 개선에 초점
을 두면서 문화 간 상호교류(Intercultural Approach)연구로 인종 간의 문화 갈등해소를
위한 통합 융합(Inclusion)교육을 강조하고 있다.(Gundara, 2000)
유럽통합이후 동구라파 사람들의 이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난민 이주 청소년적응교육 실시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천수경, 2007)
한때 분쟁지구였었던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종교간 갈등, 분쟁해소를 위한 평화교육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코리밀라(Corrymeela)에 평화교육센타를 마련하여 세
계분쟁지역(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남아공, 세르비아 등)의 청소년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평화교육과 갈등해소교육에 관한 워크샾을 개최하고 있었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현재 마그랩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및 이슬람계 이주자문제로 고통 받고
있으며, 사회적 인종차별과 2005년 폭동으로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 학
교에서 이슬람교도 여학생의 머리용 스카프(히잡)를 종교적 상징이라는 이유로 착용한
채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아직도 동화정책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현장에서는 다문화주
의 원칙과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해서는 다문
화주의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생산기능직 노동자에게는 차별배제정책을 적용하는 이중
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송종호, 2007)
한편 유럽통합(EU)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동화교육에서 다문화교육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EU 통합이후 성인세대보다 청소년세대(유럽청소년위원회)가 새로운
유럽통합을 위해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3. 독일과 일본의 다문화교육정책

가. 독일
독일은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전통적으로 배타적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이
에 노동허가제 실시하여 외국노동자들에게 강제귀국을 유도하고, 외국인이주자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 대책을 거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점차 증가하였다. 결국 터키노동자(손님
- 344 -

노동자)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
작하였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유태인 학살을 사죄하여 이스라엘이
화해 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서,『forgive, but don't forget」(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슬로
건으로 이스라엘이 독일과 관계개선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에 반응한 일본의 태도와 비교될 수 있다.
독일은 교육에서도 민족정체성교육과 아울러 이주민의 동화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왔
다. 이런 관점에서 이주민가정자녀의 성공적인 독일어 습득을 위해 모국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녀와 어머니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마련 하여 이중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통독이후에 동독에서 온 이주자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위한 동화교육을 실시하
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이주민들의 자녀를 위해 공존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한 이주민집단을 활용하여 이주민청소년들의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교사 양성을 위하여 교사연수프로그램에 다문화능력
자격코스를 개설하고 교수법 및 현장실습 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있다.(박성혁 외, 2008)
나. 일본
기존에 일본은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회정책을 취하지 않
으며, 재일한국인과 아이누족 등 소수민족 문제 등 전통적으로 인종 차별 배제적 사회정
책을 펼쳐왔다. 교육에 있어서도 배타적 동화교육에 치우쳐 왔으나, 최근 브라질 등 귀국
자녀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공생센터를 설립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이주민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방과 후에 일본어 및 외국
어교실을 열어 언어교육을 지원하며, 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돕는 학습도우미 교사를
배치하여 1:1 교육지원을 하는 등 다문화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민간단
체와 기구들이 기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 제도권의 이주민 자녀들
을 위한 지원 사업들도 실시(진학 및 진로상담)되는 점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뜨인다. 가와사키시는 재일외국인 교육기
본방침과 다문화공생사회 추진 지침을 마련하였고, 고베시는 외국인 아동생도 교육에 관
한 기본방침과 인권교육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다문화교육을 위한 법적 제
도적 기반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오은순, 2008.)

4. 스웨덴과 아일랜드의 다문화교육정책

가. 스웨덴
스웨덴은 다문화국가로서 내외국인에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이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별도의 다문화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다문화화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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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인구규모가 적어 해외 이주자들을 적극 수용하며 그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사회 전반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세금 내는 주민에게 참정권을 부
여하여 분쟁지역과 아랍권의 부유층들이 많이 이주 하였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외국으로
이주하고자 할 때 이주하기 전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다문화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Ramsey & Williams,
2003)
나.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평화대타협(1998년 굿프라이데이 협정) 이후 다문화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 이민 수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IT BT산업 관련
다국적기업들과 외국인이민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인종차별이 적은 아일랜드로 몰려갔고,
그 결과 이민자들의 뒷받침으로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셀틱타이거」
로 불리게 되었다. OECD보고서(2007)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996년 외국인이주자가 6.9%
에서 2005년 11%이상 증가하였고, 영국보다 국민소득이 4만5천불로 높아졌다. 10년이라
는 짧은 기간에 다인종 다문화국가로 급격히 변신하였으나 폭력과 범죄는 늘지 않았다.
적극적인 다문화사회정책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2004년에는 200년 이상 영국의 식
민지배로 인해 차별을 당한 뼈저린 경험을 교훈삼아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이민자들이
경찰과 교사 등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시민권자도 세금을 내면 지방정치
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나이지리아에서 이민 온지 7년 된 흑인 아프리카이주민이 시장
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별첨 참조). 수도 더블린에서는 학생의 50%가 외국인인 초등학
교가 생겨났고, 이주민 교사들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겨레신문, 20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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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외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정책에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현장 방문한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사회개방정책을 단계별로 개관하였고, 나라별 다문화교육정책의 동향과 특징
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민정책
및 다문화사회정책에의 시사점을 정리해보고, 다문화교육정책과 학교다문화교육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사회정책의 시사점

첫째, 각 나라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이민정책의 발달 단계가 다르다. 자민족
우위의 차별배제모형으로는 일본 독일 한국 등이 속하고, 동화주의모형으로는 영국 프랑
스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문화일원론적 입장에서 자국 문화의 우위성에 기초를
두고, 문화실조된 외국이주자의 동화와 통합을 강요함으로써 인종차별과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한편 문화다원론적 입장에서 다문화주의모형으로
일찍이 전환한 캐나다(1971년), 호주(1972년), 스웨덴 등의 경우는 비교적 이주민의 만족
도가 높고,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다문화주
의라기 보다는 문화다원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수자인 이민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여 실생활에서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한국사회도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노동
자, 국제결혼이민자 등 다인종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유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는 인종차별로 인한 이주민과 자국민과의 갈등을 발생시켜 사회
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문제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행하는 단계로 볼 때 1기에서 2기로 변
화되는 시점에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많은 3기를 거치지 않고 4기 단계로 성공적
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민정책과 사회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와 같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기적인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회불안 요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따라서 다인종 다문화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정부는 이민정책과 교육정
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일반 국민의 의식과 태도
및 사회적 관행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이주민
의 만족도가 높은 스웨덴 사례와 최근 급성장한 아일랜드의 성공적인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과거 식민 지배를 받은 피해의식과 민족적 열등감마저 극복하여 이주민에게 참
정권까지 부여하는 등 희망의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
로 새질서를 위한 인권정의 평등 평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더불어 사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다문화국가로서의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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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

첫째, 세계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주요교육개혁 과제로 다문화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배타적 동화주의 교육에서 개방적 문화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 교육에로의 방향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즉, 문화일원론적 교육에서 문화다원론적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주
민들과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하여 자국민의 인식전환과 이주민의 정체성 자긍심을 배양
하는 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다문화주의교육에로의 정책전환 방향으로는 차별정책에서 차이정 책으로,
소외 분리 교육에서 사회통합 교육으로, 다수자 중심의 동화교육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정
과 정체성 교육으로, 기회평등 교육에서 학교에서 과정상의 평등과 함께 학업성취 결과의
평등 교육으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후 민주당의
교육정책에서 평등과 공동체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복수주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
교육에로의 교육개혁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셋째, 앞서 살펴본 프랑스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동화교육을 강조하지만, 지방정부와
학교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을 강조할 수도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국제결혼자녀의 경
우에는 동화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외국인노동자녀의 경우에는 다문화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주 교육부가 다문화교육 성명서를 채택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다양성
을 인정하고, 다문화교육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학교다문화교육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외국인노동자자녀의 경우에 학교에 접근할 기회조차 차단되어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는 이들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
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에 대한 조
건상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기 위해 법과 제도적 보완 및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3. 학교다문화교육에의 시사점

첫째,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다문화교육 정책의 변화와 함께 학
교 내의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실천적 접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
다. 학교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문화적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체성을 재인
식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학교개혁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를 지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개혁과제로 다문화교육을 설정하고, 지
향해야 할 교육이념 목적 목표 인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해방이후 한국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弘益人間,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목적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양성에 초점을 두어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를 교육목표로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교육기본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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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할 인간상으로는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易地知之),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며(易地思之), 느끼고(易地感之), 행동하는(易地行之)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교육과정의 접근법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동안 기초교육과에 다문화내용을
추가 또는 부가하는 차원에서 사회 변혁적이고 사회 행동적 접근으로 크게 바뀌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서 그들의 정체성
확보와 상호이해교육 나아가 다수자의 소수자 이해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교육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유아 등 미취학 아동과
학부모 교육 등이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과 평생교육과정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특히 저학년일 때 형성되기 쉬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오개념, 고정관념, 부정적
신념을 타파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넷째, 다문화교육방법에 있어서 개별학습 토론학습 문제해결학습 의사결정학습 등과 함
께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과의 접촉과 상호교류를 통한 협동학습 역할학습 게임학
습 모의경험학습 등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평가방법으로 기
존의 표준검사와 성취도검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다양
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담임인 교사 또는 학습도우미(멘토)와의 면담
을 통한 진척도평가와 자기평가, 자기존중감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평가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다섯째, 선진국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은 초창기에 현직교사연수가 중심이었으
나, 예비교사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이 강화되고 다문화배경을 가진 교사들을 양성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도 실시
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지켜야할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 전체가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풍토조성을 위해 효과적인 다문화학교 평가
기준들을 마련하여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에 다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나라별
로 인적 물적 심리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교에 다문화상담교사와 학습도우미를 양성하여 배치하고, 다양한
다문화 학습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 다문화교육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정 자
녀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
축해야 하며, 일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도 함께 병행되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외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각 나라별로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과
정과 교수학습대상 등이 다양하고 특성화되어 있으므로 주관행정부서와 대상집단에 따라
그 나라의 역사 사회적 맥락과 특수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 다문화사회로의 진행과정 단계에 걸맞은 교육개혁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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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다문화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다문화의식 수준과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타당하고 객관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 할 것이
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속에 이미 세계가 들어와 있
음을 깊이 인식하고, 외국의 다문화교육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 다문화공동체사회로의 이
행을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과 교육개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직면해 있는 사회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역지사지(易地
思之)의 심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에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2008). 제7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자료집,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2008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1
기) 자료집’,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2008). 학교 다문화교육의 이해, ‘2008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
수(2기) 자료집’,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교육과학기술부(2008.10.).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 잠재인력과
매일경제신문(2008.2.7). 소득 2만 달러 넘은 한국, 이젠 이민 수입국
박성혁 외(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 연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송종호(2007). 단일민족 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다문화주의-한국, 발표유인물
양영자(2007).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안경식 외(2008).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오은순(200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방안(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2007).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이득기 외(2006). 비교교육학 : 연구방법과 교육개혁, 문음사
장동진 외(역)(2008). 현대정치철학의 이해(Kymlica, Will.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동명사
장인실(2006). 미국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4(3). pp.27-53
정일환 외(2003). 현대비교교육발전론, 교육과학사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조영달 외(2007). 다문화교육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인식 조사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조영달(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를 위한 교양 교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차경수 최충옥 이미나(1999). 교육사회학의 이해. 양서원
천수경(2007). 영국의 난민청소년정책. 무지개센터
최충옥(2007.6.22.).다문화시대와 청소년. 서울 YMCA. 청소년상 심포지엄 기조발표문.
- 350 -

pp.11-28
최충옥(2007.12.15). 다문화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제4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기조
발표문
최충옥 모경환(2007.). 경기도 초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
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39권 4호, pp.163-182
최충옥(2008).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의 동향과 시사점”, 제7회 경기다문화교육
포럼 자료집,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최충옥 외(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한겨례신문(2007. 9.5.). 유럽 신이민공화국 아일랜드가 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방안 세미나 자료집.
Banks, James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Allyn and
Bacon (모경환 최충옥 외 공역, 2008),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Bennet, Christine, I.(1999).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Ma: A Viacom Company.
Gundara, Jagdish S. (2000). Interculturalism, Education and Inclusion, London: Paul
Chapman Publishing Ltd.
Ramsey, Patrica G. & Williams, Laslie R. (2003). Multicultural Education: A source
Book(Second Edition), N.Y.: Routledge Falmer.

- 351 -

- 352 -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 여럿이 하나가 되기까지 -

김 영 신 (경기도 남양주용신초등학교 교장)

Ⅰ 시작하며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도 2009년 4월
현재 5,729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1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
며 이는 전체 학생 대비 0,31%에 이르고 있다.
인적 교류의 확대, 국제결혼 증가, 탈북자 증가,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
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다
인종․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나 국제결혼 가정 그리고 새
터민 등, 수혜의 대상인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제 다문화교육은 선택의 사안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외국인근로자나
국제결혼가정 그리고 새터민 등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국제이해교육과 아울러 외국
인근로자와 국제결혼가정 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 또는 그들의 자녀를
가르칠 교사, 학생, 학교행정가, 지역주민 등도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과 미디어 교육, 사회교육 등 그 교육방법과 그 교육내용이 될 다문화를 위한 교
과교육도 준비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므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문화와 접목시켜 문화
의 다양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의 원천으로 연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교육대상, 다문화가정 관련 협약과 제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교육의 필요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점과 교사의 역할, 학교 교
육의 방향과 초등학교에서의 기본 학습지도와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문화 사업 예시 등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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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다문화가정과 교육대상

1. 다문화가정

◦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써 외국인근로
자 가정, 국제결혼이주자 가정, 기타 이주민(국적 취득자, 유학생, 새터민 등)

2. 다문화주의

◦ 민족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입장(multi-culturalism)

3. 국제결혼가정 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국적법제2조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음.

4. 외국인근로자 자녀

◦ 외국인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헌법 제6조제2항 및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 ’91)’에 의거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기본권을 가짐

5. 새터민 자녀

◦ 한국거주 탈북자를 순화 용어인 새터민(民)으로 호칭(2005. 1. 9. 통일부)
◦ ‘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Ⅲ

.

관련

협약과 제도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과 법안의 내용을 보면.

1.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9년 ‘아동의 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
택하였고, 우리나라도 1991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 자녀들도 자
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면 부모와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제9조)고 되어
있고, “부모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 부모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
다”(제10조)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도 한국국적을 가진 아동
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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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2003년 7월 1일 발효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법적, 정치적, 경제적,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국가
들이 부가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더불어 이 협약을 비준한 한국은 2003년 UN의 권고까지 받게 되
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교육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3. 다문화가족 지원 법안

이 법은 2008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법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지원내용은 제
10조 ‘아동 보육∙교육’에 잘 명시되어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
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
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
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
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개정 2009. 03.27>

Ⅳ

.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2008년 8월 현재 체류외국인이 1,150,0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2%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결혼 이주자는 2002년 34,710명에서 2008년 5월 현재 11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구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인원(명)
316,375
43,121
31,180
11,941
비율(%)
100
13.6
9.9
3.7
※ 국제결혼 비율 추이: ‘90년 1.2% → ’00년 3.7% → ‘04년 11.4%→ ‘05년 13.6%

1. 국제결혼 가정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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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
◦ 지역별 비율 : 경기(20.7%),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
◦ 부모국적별 비율 :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
연 도 인원 초증감(%) 인원 중 증감(%) 인원 고증감(%) 인원 계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 2008년도 재학생의 경우 부모가운데,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90.2% (16,037명)로 대부
분 차지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8. 6월 현재)

2. 외국인근로자 자녀

◦ 지역별 비율 : 서울(38.2%), 경기(30.6%), 전북(8.0%), 경남(7.7%) 등
◦ 부모국적별 비율 :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 등
연 도 인원 초 증감(%) 인원 중 증감(%) 인원 고 증감(%)
2005
995
352
227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2007
755 -32.3 391 54.9 63
3.3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계
1,574
1,391
1,209
1,402

계
증감(%)
-11.6
-13.0
15.9

3. 체류외국인 증감 추세
1,158,866
1,066,273
910,149
750,873 747,467
566,835

629,006

678,687

491,324
381,116
308,339

98년

99년

00년

Ⅴ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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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08년

1. 다문화교육 개념

다문화교육은 한 국가의 문화권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위한 교육 기회균등과
타문화에 대한 배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인종 문화 언어 사회계급 성 장애 등을 포괄적으로 실
현하기 위한 교육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통해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의 편견이나 고
정관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가. 광의의 의미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한 성취기회를 갖도록 교육
의 구조를 바꾸려는 생각과 그 과정
나. 협의의 의미 : 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을 의미함
다. 미국 : Muiticultural을 강조
라. 유럽 : 문화적 다원주의(Cultual Pluralism)과 문화간(Intercultural)의 이해 강조

2. 다문화교육의 이론

가. 용광로 이론(melting pot theory)
나. 샐러드 볼 이론(salad bowl theory)
다. 모자이크 이론(mosaic theory) 등

3. 다문화교육의 이론적 모형(권효숙, 문화간 적응교육의 개념과 실제, 2007)
가. 우르젤(wurzel,1988)의 ‘다문화주의로의 7단계 모형’
1) 일원적 문화주의
2) 문화간 접촉
3) 문화적 갈등
4) 교육적 중재
5) 혼돈
6) 인식
7) 다문화주의

4.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학생으로 하여금 문화교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식을 지니게 함으로써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다문화교육은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 인권적 측면 :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 개인에게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민
주적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줌
나. 사회적 측면 :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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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적 측면 :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이 섞임으로서 더욱더 건강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Ⅵ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문제점

1. 다문화교육 환경 분석 (2009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긍정적 인식 부족 Ÿ
다문화교육 전담 부서 및 인력 부족 Ÿ
교사 다문화교육 역량 부족 Ÿ
약점

Ÿ
Ÿ
Ÿ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다문화교육 실태 분석 및 연구자료 축적
다문화교육 정책방향 수립 강점

Ÿ
Ÿ
Ÿ

정부차원법적․제도적장치미흡 Ÿ
위협
기회
다문화가정의 급속 증가
다문화가정 학생위주의 지원으로 Ÿ
다문화교육에 대한사회적관심 고조
정부 및 지자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증가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감수성 제고 미흡
다문화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미확립 Ÿ

2. 전반적인 문제점

가.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지원체제 미흡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및 세부과제의 담당부서별 추진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미흡
◦ 교육청 및 학교 단위 사업에 대한 지도 관리 및 감독 평가체계 미 확립
나. 학교 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취학률 제고 대책 미흡
◦ 방과후학교, 멘토링 및 자원봉사자 활용, 한국어(KSL)반 운영 등 프로그램을 교육청별로 산발
적으로 추진
다.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미약
◦ 순혈주의 전통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및 선진국들의 다문화 융화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혼재
◦ 다른 문화 언어 역사 등에 대한 정보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기타 지역 및 국가 등에
대한 편견 존재
라. 지역단위 역량 결집 미흡
◦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언론 등 개별적 사업추진으로 다양한 사업의 시너지효
과 도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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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전달 체계 구축 미흡
마. 전문적인 지원체제 부재
◦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각종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는 전담조직 부재
◦ 다문화 이해, 소수자 배려, 관련자 상담 등을 담당하는 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부족
바.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각종 인권 침해 문제 대두
◦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는 사회적 보호망 밖에 있는 집단으로
각종 인권침해 등이 문제
사.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의 생활로 인한 언어 지체 현상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학습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
장애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남
아.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
◦ 외국인 특히 저개발국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차별
◦ 일선학교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취학을 꺼려하고 있고 일부는 청강생 자격으로
입학을 시키고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수여
◦ 의사소통능력, 수학능력부족, 연령과 재학 학년의 불일치, 교우관계 문제

3. 다문화가정이 느끼는 공통적 문제점
가. 언어소통
나. 문화적 편견
다. 교육문제
라. 경제적 곤란

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의 문제점

가. 심각한 한국어 이해 부족으로 학습에 자신감이 없음
나. 다른 외모와 말투로 소외감
다. 2～3세 어린 친구들과의 학교생활
라. 자국에 대한 긍지 상실
마. 의사소통 능력 부족
바.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낭비하는 경향이 있음
사.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및 배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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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방향

1. 학교교육의 방향

가. 한국어(KSL)반 운영과 어머니의 모국어(문화) 교육 병행
◦ 어머니에 대한 자긍심이 확립되어야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어릴 때부터 이중 언어에 노출, 향후 동남아지역의 통역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음
나.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교육하는 교육현장 분위기 탈피
◦ 일선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르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배타적 민족교육’이 강조
다. 학교 미 진학 및 중도 탈락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
◦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업을 중도하차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하차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복학 유도, 검정고시 지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적용 등
라. 교사의 관심과 배려
◦ 교사 및 교장․교감(관리자)의 소수자 배려 의식 필요
마. 다문화가정 이해하기
◦ 다양한 배경의 문화, 언어, 교육적 필요 등 지원
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강화
사.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 및 국제이해교육 강화
아. 대학생 멘토 등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교육 지원
자.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아.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Ⅷ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의 준비와

역할

다문화교육은 특정교과, 특정교사가 별도로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수업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와 학교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교사가
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모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상호문화의 이
해와 존중을 통한 공존교육을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와 영상매체 등을 활
용한 교수방법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단계적으로 기초에서 심화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 교사로서의 준비

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의와 목적의식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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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신념 갖추기
다. 교수 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 갖추기
다. 교사는 아동의 다원화 사회에 대한 발달을 돕는 중요 변인임을 인식하기
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기
마.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사. 다문화 관련 교육활동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하기
아.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 갖기
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2. 교사의 역할

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인간적 애정 보이기
나. 인종적․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공평하기
다. 다문화교육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하기
라. 다문화 학생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및 여가시간 사용 지도
마.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거부감이나 역차별의 감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지도
바. 학생 및 학교 구성원 상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기
사. 정규 교육활동 및 방과 후 생활에 함께 할 친구 배려
아. 학생들의 개별성, 독특성,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하기

Ⅸ

.

습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본 학 지도 및 생활지도

1. 학습지도

가. 한국어 개별화교육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읽기와 쓰기 능력을 파악한 다음 입문단계와 교과 단계로 나누
어 지도하고, 낱자의 구성 원리에서 낱말, 문장, 문단, 글의 순서로 지도하면서 계속적으
로 어휘력을 길러주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나. 수학의 단계별 주춧돌교육
수학은 기초학습평가와 기본학습 진단평가로 아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와 연산, 도
형, 측정 영역의 기초학습 지도 후에 해당학년의 교과학습을 지도
아동에 따라 영역별 수준차가 있으므로 부진한 영역이나 지도내용은 전단계의 교과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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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도
다. 도덕과와 사회과 지도 : 사회과와 국사과목을 어려워 함
아동의 행동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준을 파악하고, 개인, 학교, 사회, 국가생활의 지도를
주제별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문화체험과 토요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도덕교과와
사회교과 지도를 동시에 실시 함
라. 모국어의 언어 및 문화유지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모국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의 도움을
통한 가정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며, 교사가 아동의 모국어를 지도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부모와 외부단체의 도움을 통한 지도가 바람직함

2. 생활지도

가.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인성지도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복하여 지도하고 기본생활습관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반복 지도함
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지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 신체적 결함, 운동부족, 영양상태, 위생관념 지도
이 닦기, 목욕, 청결한 옷차림, 성교육에 대한 지도 등 몸차림 때문에 다른 아동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함
다. 상담을 통한 진로, 성격지도
자신의 장래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보도록 진로지도를 하며, 성격, 정서불안, 적성과 적
응문제 등 욕구불만의 진단과 해석, 습관 교정, 심리적 장애의 진단과 치료 및 정서교육을
실시
라. 학급 내 역할 지도
학급에 소속감을 갖고 성취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아동이 할 수 있는 역
할을 주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아동의 수행
결과에 대해 조언을 해 줌, 도우미 아동 적극 활용
마. 여가생활 지도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의사소통 능력 및 생활방식에 낯설기 때문에 집안에서
TV시청, 컴퓨터에 많은 시간을 보냄, 방과 후에 하는 일, 과제 수행 등에도 대화를 통
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 지도, 친하게 지낼 친구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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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문화 사업 예시

1. 단위학교 다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계획 수립
2.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및 학생별 실태 파악 관리
3. 다문화가정 학생 및 교사 1:1 결연제 운영
※ 결연제와 연계한 다양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실시
∙ 한국어 및 기초학력 향상,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프로그램, 정체성 확립 상담 활
동,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급식지원 등
4. 다문화가정(멘티) - 일반가정(멘토) 멘토링 운영
5. 다문화가정 방문상담 주간 운영
6. 오색다문화공동체학교 운영
7.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운영
8. 다문화 체험주간 운영(우리나라 학생과 함께 다양한 다문화 체험활동 실시)
9. 다문화 체험수기 공모 실시
10. 다문화 이해 확대를 위한 교직원 현직연수 및 학부모 연수 실시
11.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Ⅺ

.

맺으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이 백이십만 명을 초과하는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
회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적 사회 환경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단지 ‘외국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회구성원으로서,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여
주며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통해 그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해와 상호공존의 자세
로 적극적인 공동지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마음과 한국
생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진로 탐색 및 심성 계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다
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사회의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국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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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다문화교육 능력을 함양하여 미래의 외교관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글로벌 시
대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도할 때 우리 미래는 더 밝아지리라 확
신한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
경기도교육청(2009). 2009 다문화교육 기본 계획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2007, 2008). 제4회, 제5회 경기 다문화교육 포럼 자료집
아시아여성연구소(2007).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오성배(2008). 다문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종남(2009), 다문화교육과 학생 상담
한국교육개발원(2007). 외국인 100만 시대 다문화 이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정책(2008). 조영달.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의 현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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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문화교육의 과제 및 방향
박 선 종 (영덕중학교 교감)

Ⅰ

.

학교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물적․인적 자원의 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빈번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적 교류의 가속화, 국제 결혼
비율의 증가 및 3D 업종 기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1991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 불과하였던 국제결혼 건수가 2005년에는
총 35,000여건으로 총 결혼 건수의 13.6%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총 결혼
건수의 35.9%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성혁, 2009) 2008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총 인구의 2.3%에 이르는 11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국
내․외 인적교육가 3,000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노동자의 증
가 추세로 보아 2020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의 5% 정도가 될 것이며, 20세 이하
연령층에서 20% 정도가 다문화가정 자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하여 범사회적인 다문
화교육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적 노력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국가적 소속감을 비롯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기는 다양한 인종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적 측면이 교육적 효과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
며, 이러한 점이 바로 다문화교육의 강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Auernheimer,
2003) 이러한 시대적, 세계적 흐름 속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처음에는 NGO나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국
제결혼 여성의 인권적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뒤를 이어 여성계, 노
동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 현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2006년
'결혼이민자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6년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교원자격연수나 직무연수 시 다
문화이해교육을 교양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
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학교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측면
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
히, 다양한 교육이나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경우에는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높은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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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학교 다문화교육 실태

1. 학교 다문화교육의 문제점

외국이주민이나 국제결혼 가정이 소수였을 때에는 이주민 등 소수 계층의 다양한 문화
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그들을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정
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비율이 일부 지역에서는 35%에 달하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동화정책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다문화교육 현장에서는 소수 계
층을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동화주의적 발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동
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실상에 대하여 최충옥(2008)은 다문화교육은
경계선 안과 밖에 위치한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나 배제된 집단을 대상을 위주로 하는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배제된 집단의 개인적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는 반면 경계선 내에
포함된 집단에게는 기껏해야 배제집단을 향한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것을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이선(2008)은 현재까지 학교다문화교육 정책은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기초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현안 문제 해결에 급급해 아직 뚜렷한 방
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다문화교육 현장을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1)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견 과정에서 급조된 관심과 집단적 일반화가 문제이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 사회 일반의 인식이나 개인적인 상식에 기
초하여 외국에서 온 학생이나 혼혈인 학생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일반화시켜 다루려는 경향
이 있다.
2) 준비되지 않은 실천을 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이나 직무연수 등을 통해서
다문화교육을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최근에야 교육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교사들은 이렇게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자
녀들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3)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하는 데 세심한 교육적 배려를 제공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 대체적으로 생활부적응의 문제와 학습 결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
로써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지도 및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다.
4. 혼란과 경험의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베푼 선의가 다문화가정 자녀
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은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 이상의 좀 더 교육적인 세련된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2. 다문화 인식 실태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다문화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일부 지엽적인 현상을 전체 현상으로 성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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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짓거나 또는 땜질 처방식 정책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7년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 위탁하여 연구한 조사 결과는 경기도 내 초등학교 5-6
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문화교육 계획 수
립 및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4)
가.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 다문화가정 학생의 출생지(단위: %)
부모의 출신 국적
일본/중국
기타
82.4
55.7
17.6
44.3

구분
한국
기타

전체
75.9
24.1

※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출신국별 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08)
구분 일본 중국
전국 7,695 4,177
비율 41% 22.3

미 필리핀 베트
국
남
204 2,678 831
1.1 14.3 4.4

태 러시아 몽 인도네
국
골 시아
295 195 212 115
1.6 1.0 1.1 0.6

남부 중앙 유 기 계
아시아 아시아 럽 타

176
0.9

117
0.6

114 487 18,769
0.6 2.6 100

※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의 국적별 현황(통계청, 2008. 3, 단위: 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계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100.0

중 국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베트남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일 본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804

6.2

필리핀

510

850

944

964

997

1,157

1,665

5.7

몽 골

118

195

318

504

561

594

1,531

5.3

캄보디아

*

*

19

72

157

394

745

2.6

미 국

265

267

323

344

285

334

531

1.8

우즈벡

66

183

329

247

333

314

377

1.3

기 타

936

1,046

1,263

1,250

1,135

1,192

1,350

4.6

※ 농․어업 종사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통계청, 2008. 3)

4)다만, 현재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인과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아직 본격적으로 취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심
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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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2005 베트남
2006 베트남
2007 베트남

1위
결혼건수
1,535
2,394
1,353

비율
53%
68%
43%

국명
중국
중국
중국

2위
결혼건수
984
718
842

□ 한국어로 일상 대화 시 어려움 정도(단위: %)
구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사례수

3위
비율 국명 결혼건수
34% 필리핀 198
20% 필리핀 170
27% 캄보디아 484

부모의 출신 국적
일본/중국
85.8
11.9
2.3
599

기타
72.4
25.0
2.6
192

□ 학교 수업이나 교과서 이해 시 한국어 어려움 정도(단위:%)
구분
전혀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부모의 출신 국적
일본/중국
83.6
14.1
2.3

□ 다문화가정 학생의 외국인 부/모에 대한 인식(단위:%)

□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 지도 수혜 경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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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2.6
15.0
2.4
791
전체
80.4
17.0
2.7

기타
70.5
25.9
3.6

전혀
구분
아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 말이 잘 안 통함
69.1
부/모가 외국인이라 공부 도움을 못 받음
58.7
부/모가 외국인이라 자랑스러움
5.2
부/모가 외국인이라 외국 문화를 배울 기회가 많음
3.3
부/모 나라 말도 잘할 수 있음
14.0
외국인 부/모가 당신 나라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함 7.4
친구들한테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싫음 32.7

비율
7%
5%
15%

결혼
총건수
2,885
3,525
3,172

아니다
24.7
30.0
18.6
13.3
29.6
30.3
39.2

매우
그렇다 그렇다
4.7
1.5
8.5
2.8
45.3
30.9
42.5
40.9
36.1
20.3
44.3
18.0
19.1
8.9

부모의 출신 국적
구분
전체
일본/중국
기타
있다
11.8
19.4
13.6
없다
88.2
80.6
86.4
사례수
593명
191명
784명
특별지도 수혜 장소
학교
교회
공부방
기타
48.1
21.7
9.4
20.8
특별지도의 도움 여부
많은 도움이 됨
약간 도움이 됨
별 도움이 않됨
전혀 도움이 않됨
48.0
41.8
9.2
1.0
(사례1)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특별반은 아주 못하는 아이들만 들어가고 조금 못하는 아이들은 안 들어가
는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좀 수준별로 나누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반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2) 예절캠프 같은 것도 3박 4일로 간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없는 예절, 한국 예절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3)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 반은 외국인이라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
는 그런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나.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실태
□ 혼혈인/외국인과의 접촉 경험별 또래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
알고 지내는
혼혈인/외국인 있음
2.36
2.44
2.20
1.79
2.05

구분
혼혈인과 함께 있으면 어색할 것 같음
혼혈인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짐
혼혈인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인과 다름
혼혈인에게 왠지 거부감을 느껴 피하게 됨
혼혈인과 친구되기는 어려울 것 같음

알고 지내는
혼혈인/외국인 없음
2.63
2.71
2.44
2.05
2.24

주)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함

□ 혼혈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단위:%)
구분
한국인이다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인도 되고 외국인도 된다

알고 지내는
혼혈인/외국인 있음
44.0
8.4
47.7

□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성에 대한 인식(단위:%)

알고 지내는
혼혈인/외국인 없음
31.9
17.7
50.4

구분
전혀아니다 아니다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움
5.4
19.0
혼혈인이 증가는 단일민족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 좋지 않음
6.9
23.2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바람직함 15.3
57.0

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의 인식 비교
- 369 -

그렇다 매우그렇다
50.5
25.1
53.4
16.5
22.7
5.0

□ 학교생활 만족도(단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초등학생
0.5
1.5
22.2
40.4
35.4

다문화가정 학생
중학생
1.5
2.5
32.7
44.5
18.8

□ 학교 생활의 어려움(단위:%)

구분
없다
학교공부 따라가기 힘듦
친구들과 친하게 어울리지 못함
있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힘
다 숙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준비물을 잘 챙겨오지 못함
기타
사례수

□ 수업태도 및 참여 정도(단위:%)

전체
1.0
2.0
27.5
42.4
27.1

다문화가정학생
37.3
24.1
4.9
3.3
13.0
8.8
8.5
638명

공부시간이 즐겁다
다문화학생
일반학생
1.8
20.1
18.0
40.2
67.0
31.9
13.2
7.9
793명
1,061명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례수

□ 부모에 대한 원망 및 가출 충동(단위:%)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등학생
2.4
5.3
33.2
38.6
20.6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음
다문화 학생
일반 학생
37.7
18.2
35.9
37.1
23.7
38.5
2.8
6.1

□ 자아만족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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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생
중학생
5.1
8.9
40.2
36.0
9.7

일반 학생
23.9
21.9
5.7
3.9
14.5
10.3
15.2
1,028명

전체
3.7
7.0
36.5
37.4
15.4
전체
29.1
22.7
5.4
3.7
13.9
9.7
12.6
1,666명

발표수에 열심히 참여한다
다문화학생
일반학생
8.8
20.8
48.7
50.1
35.0
22.4
7.5
6.7
791명
1,059명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음
다문화 학생
일반 학생
50.8
29.2
29.6
33.9
15.6
29.2
4.0
7.6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다문화가정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0.8
2.0
9.1
15.8
54.3
60.3
35.9
22.0

초등학생
2.6
18.8
50.3
28.4

구분

나는 자랑할 것이
나는 쓸모있는
많음
사람임
다문화 일반학생 다문화 일반학생
학생
학생

다름사람처럼 가치가
있음
다문화 일반학생
학생

□ 자아존중감(단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9
32.3
50.9
12.8

5.7
43.3
41.6
9.3

3.4
19.2
47.3
30.1

4.4
30.2
43.9
21.4

□ 국가에 대한 자긍심 및 공헌 의지(단위:%)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이 자랑스러움
다문화 학생
일반학생
1.8
4.1
8.3
13.4
50.7
47.8
39.2
34.7

2.1
13.2
61.9
22.8

라. 교사들의 다문화 인식
□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 수준(단위:%)
구분
일반학생보다 월등이 낮은 수준
일반학생보다 낮은 수준
일반학생과 비슷한 수준
일반학생보다 높은 수준
일반학생보다 월등이 높은 수준

□ 학교 안 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단위:%)

일반학생

2.7
22.8
55.1
19.4

좋은 자질과 능력이
많음
다문화 일반학생
학생

3.4
27.5
52.3
16.9

4.1
32.5
47.8
15.5

한국을 위해 무언가 공헌하고싶음
다문화 학생
일반 학생
2.4
5.1
20.1
25.9
55.6
47.8
21.9
21.2

부모의 출신 국적
일본/중국
기타
8.4
10.2
22.0
31.2
46.3
39.5
19.5
16.2
3.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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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6
24.5
58.6
13.3

전체
9.2
26.4
43.0
17.9
3.4

구분
방과후학교/특별학급 운영
전담교사
도우미 교사 제도
도우미 친구 제도
학부모와 교사 1:1 결연 제도
입학 시 부모 교육 의무화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리플렛
부모를 위한 학교 인터넷 사이트

매우 불필요
3.0
2.1
2.5
2.7
4.7
1.1
1.4
2.1

□ 다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단위:명,%)

불필요
22.7
29.7
37.1
35.1
49.7
18.1
36.3
39.8

필요
58.8
57.7
55.2
56.4
43.3
65.0
55.0
52.0

매우 필요
15.6
10.4
5.2
5.9
2.3
15.8
7.3
6.0

구분
다문화교육내용과 범위에 대한 교사의 이해 도모
다문화교육에 관한 교사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구 보급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
일반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체

사례수
158
82
205
179
144
565

비율
28.0
14.5
36.3
31.7
25.5

구분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 자신의 지식이나 이해 부족
다문화교육에 관한 교사연수 또는 워크숍 부족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다문화교육자료 부족
교사의 특정 민족, 인종,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학교와 가정의 연계성 부족
학교 및 행정당국의 다문화교유에 대한 무관심
기타
전체

사례수
274
178
340
100
203
74
12
547

비율
50.1
32.5
62.2
18.3
37.1
13.5
2.2

□ 다문화교육 수행의 어려움(단위:명, %)

Ⅲ

.

학교 다문화교육의 방향

우리나라 학교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
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아정체감을 형성시켜주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는 학교
생활 및 사회 생활에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일반학생과 주류 사회 국
민에게는 다문화 사회에 바람직한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초한 국가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교육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류 학
생들을 대상으로 배타적 단일민족 주의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 문화를 피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관광적 접근 방식의 다문화교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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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타문화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1. 다문화능력 개발 단계

학생들의 다문화 능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Meyer(2007)는 다문화 능력 개발 단계를 다음 표에서와 같이 기초지식 습득 단계, 개인
의 가치관 형성 단계, 적용방법 터득 단계로 구분하였다.
구분
기초지식 습득 단계
가치관 형성 단계
적용방법 터득 단계

다문화능력
• 이주민의 역사, 종교, 문화, 차별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 다문화적 상황과 관계를 인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능
력
• 자신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 가치체계, 인식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
• 차별과 편견에 대항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을 없애는 능력
• 타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적 감성을 발전시키는 능력
• 자신이 습득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다문화적 맥락에서 갈등을 이해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다문화 능력은 다문화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을 기본으로 하여 가치관을 형성하며,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다문화교육
의 방향 및 방법 설정에 준용할 때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다문화교육과정 선정 및 운영 시, 학생들에게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평등, 정의 등과 같은 다문화적 가
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다문화적 맥락에서 갈등을 이해하고 승화시켜 발전된 새로운 문
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기본 원리가 될 수 있
다
.Gibson(1976)은 다문화교육 단계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주요 내용
문화간 이해을 위한 다문화교육으로 서로 다른 권리와 문화 구성원의 요구를 확인하
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단계
문화적으로 응답하는 단계로 학교 교육과정 내용에 수업 매개로서 소수 집단의 문화
를 포함시켜 소수 집단에 대한 학습을 증진시키는 단계
이중 문화교육 단계로 주류 문화의 언어와 기술적 기능을 가르침과 동시에 소수 민
족 학생의 문화, 언어, 정체성을 강화하는 단계
문화적 다원주의로 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소수 민족 집단의 사회적, 정
치적, 경제적 참여를 증가시키는 단계
개인이 다문화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이 일상적인 교육 경험으로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단계

현재 학교 다문화교육은 주로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주로 소개하는 주로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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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문제 해결에 주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다문화교육
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
을 두고 있다. 즉, 현재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국제이해교육 차
원이며, Meyer의 다문화 능력 개발 단계에 의하면 지식 습득 단계, Gibson의 구분에 의
하면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 학교 다문화교육 단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달리 혈통적인 측면과 언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교
적 동질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단일국가적 성격이 강하다. 20세기 말부터 증가한 국제결
혼 비율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으로 문화적 소수 계층의 등장과 함께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권순희(2009)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 단계별
로 요구되는 역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다문화가정의 대상별ㆍ자녀의 연령단계별 요구되는 역량
초등시기
시기
유치원시기
중등시기
저학년
고학년
◦언어(한국어/이중언어) ◦학교적응
◦자기 정체감
◦자기 정체감
요구 ◦기본생활
-학습적응
◦바람직한 자아개념 ◦바람직한 자아개념
역량 ◦기본학습준비
-친구관계
◦다문화이해
◦다문화이해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활동과 주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으로 크게 구분할 때 학교 다문화교육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학교는 매년 학생이 입학하고 졸업한다는 점에서 일
반 사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단계는 연도별 중장
기 계획 관점에서도 접근이 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성장 발달 단계별 접근도 가능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다문화가정 학생
소수자 적응 교육
소수자 정체성 교육
통합적 다문화교육

주류 학생
소수자 이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소수자 적응교육은 한글 이해 교육, 한국문화 이해 교육, 기초학습 능력 신장 교육 등으
로 한국 학교에 입학한 초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소수자 정체성 교육
은 소수 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
는 교육 활동이다.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자 이해 교육은 소수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갖지 않도록 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활동이다.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진,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충격, 성장과정에서의 정체성 혼란 경험 등 3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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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그로 인한 학습 능력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에
는 소수자의 정체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야 하므로 소수자 적응교육이나 소수자 정체성 교육은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을 전체로 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을 받
은 멘토를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주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수자 이해교육이나 다문화 이해교육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집단 따돌림의 경험하는 비율은 일반 학생들이 경험하는 비율(13.4%)과 거
의 유사하지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주된 이유는 다르다.
□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설동훈 외, 2003)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외모가 달라서
기타

비율(%)
34.1
20.7
15.9
13.4
4.9
22.0

즉,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의 유형은 주로 아동들이 성
장 단계 중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주로 발생하는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
자 이해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학교 다문화교육의 영역

교과별 특성에 따라서 다문화교육과의 연관성 정도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도덕, 국어,
사회, 기술/가정 교과 및 예체능 교과가 타 교과에 비하여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을 작성하여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특정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전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연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내용을 정해진 수업 시수 내에서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다문화교육 시간을 계획하여 운영하기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렵다. 따
라서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1시간 전체를 다문화교육 시간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교육 내
용에 따라 적절한 다문화 학습활동을 구안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교과별 교육과정 중
심의 다문화교육 활동은 체계성 측면에서 부족한 단점이 있는 데, 이러한 점은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학교급별 교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학습
요소를 찾아내어 다문화 능력 개발 단계, 또는 다문화교육 활동 영역별로 재구성하여 자
료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은순(2009)은 다문화교육의 영역을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문화창조성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정체성 영역에서는 문화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존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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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여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 태도를 고양하여 문
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며, 다양성 영역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식하여
타문화에 대한 관용을 함양하고 편견을 타파하며, 평등/정의 영역에서는 문화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맥락 속에서 차별과 편견, 불평등을 인식하도록 하여 평등과 정
의의 가치를 재확인 시키며, 시민성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터득하여 더불어 살아
가는 태도를 함양하며, 문화창조성 영역에서는 미래 사회을 위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영역이라고 구분하였다.
2008년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에서 발간한 「중학교 다문화수업을 위한 보조 교재」에서
는 현재 중학교 교과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다문화교육의 영역을 자아 존중감, 문화의 다
양성, 인권과 상호 존중, 더불어 사는 세상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후, 다음 표에서와
같이 18개 소영역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역
자아
존중감
(5차시)

문화의
다양성
(20차시)

□ 다문화교육 영역 및 관련 교과
소영역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차이점과 공통점
나
인간의 권리와 의무
자아 정체감 찾 나는 누구인가?
기
한국인이란?
편견과 고정관념 미래사회와 다문화가정
을 넘어서
함께하는 삶, 차별없는 세상
변화하는 가족 제도
가족 문화
세계 각국의 가족 문화
세계 각국의 식생활 문화
음식 문화
아시아 음식의 다양함
세계의 전통 의상
의복 문화
의복을 통해 알 수 있는 문화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
종교 문화
종교 분쟁
새해맞이 풍습
축제 문화
아시아와 세계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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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
도덕, 사회
국어, 도덕, 사회,
기술/가정
도덕, 사회, 기술/
가정
도덕, 사회
도덕,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예절 문화
예술 문화
인권과
상호
존중
(5차시)
더불어
사는
세상
(10차시)

인간의 존엄성
고정관념과 차별
소수자 인권 보호
인권의 이해와
실천
세계화의 모습과
문제
미래세계 시민의식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실천방안
체험 프로그램

인사말과 문화
각 문화의 금기
한국, 아시아, 세계의 설화
한국, 아시아, 세계의 속담
경극과 가부끼
아시아 민요
인간의 존엄성 이해하기
우리 안의 차별과 고정 관념
한국 이주 여성의 삶과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이웃, 국제결혼 2세의 인권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
세계화의 문제점
다민족과 다문화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
다문화 사회 광고 제작하기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가치 인정
우리 엄마는 블랑카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역할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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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도덕
국어, 도덕,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음악
도덕, 사회
도덕, 사회, 국어
도덕, 사회
도덕, 사회, 기술/가정
도덕, 사회, 과학
도덕, 사회
국어, 도덕, 사회,
기술/가정
국어, 사회, 예능

□ 다문화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5)

영 역
자아 존중감
소영역
학습주제 (2) 인간의 권리와 의무
관련교과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

인류의 기원과 나

학습목표
▷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인간의 소중함과 만민 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활동과정
1) 도입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내용 및 유의점 설명
-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이해를 토대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함양시키기 위한
단원이므로 관련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전개
◦ 인간의 기본적 권리 파악하기
- 인터넷 및 탐구자료를 통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탐색
◦ 모둠 활동을 통해 보호해야 할 인권 탐색
- 모둠 활동을 통한 토의 및 직소Ⅱ 모형을 통한 전문가 집단 협의
◦ 모둠별 발표하기
- 활동자료를 토대로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모둠별 발표하기
3) 정리
◦ 느낀 점 함께 나누기와 상호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
◦ 차시 예고 및 과제 : NIE 가치탐구지<다름을 껴안고 화합의 정체성을> 작성 안내
 활동 자료 및 읽기 자료
▷ 활동자료 1 : <권리와 의무 알기>
▷ 탐구자료 1 : NIE 가치 탐구지 <이주 노동자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 읽기자료 1 : <다문화가정의 피해 사례> 2 :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의 진전>
 참고 자료 및 관련 사이트
▷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 백과사전, 야후 백과사전 및 이미지 DB
▷ http://ecamp.kdu.edu/
 지도상의 유의점
▷ 바람직한 가치관을 토대로 다문화․다인종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동 자료에 작성하는 것은 실천 가능한 것을 쓰도록 한다.


5) 경기도다문화교육 센터에서 2008년 발간한 「중학교 다문화수업을 위한 보조 교재」내용 중 일부를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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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권리와 의무
1)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천부적 권리를 가지며 헌법에 보장하는 국
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권으로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
한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가치 질서인 법질서를 구성하는 내용적 요소
라고 하는 성격이 있다.
- 사회, 경제적 자유
- 주거, 이전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정신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경제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
2)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들
① 당신은 때로는 당신 자신을 우선으로 내세울 권리가 있다.
② 당신은 실수할 권리가 있다.
③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④ 당신은 부당한 대우나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⑤ 당신은 자신의 고유한 의견이나 신념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⑥ 당신은 변화를 위한 타협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⑦ 당신은 도움 또는 감정적인 지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⑧ 당신은 고통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⑨ 당신은 자신의 일과 성취한 것에 대해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⑩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⑪ 당신은 때로 혼자 있을 권리가 있다.
⑫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항상 정당화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⑬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⑭ 당신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보호해야 할 인권
① 인권 보호 대상자
- 인권 보호 대상자 :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해외 동포, 난민, 외국인 노
동자 등
- 인권 보호 대상자들의 공통점
∘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들
∘ 사회에서 숫자상 적은 집단 (이하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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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자료 1
권리와 의무 알기
 타인과의 관계(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행해야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적어보자.
우리에겐 이런 권리가 있다.
우리에겐 이런 의무가 있다.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친구를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타인을 존중하는 ‘인간 존중 서약서’를 작성해 보고 친구들 앞에 서약해 보자.
인간 존중 서약서
나

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의 명예와 신념을 걸고
생활 속에서 타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유 :
1.
2.
3.
우리가 사랑하는

와(과) 우리가 존중하는

의

이름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성 명:
활동자료 2

일
㊞

퍼즐 게임
- 380 -

(생략)

탐구자료 1
이주노동자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다음 NIE 가치 탐구지를 작성하여 토론해 봅시다.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주노동자 인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들
어온 익숙한 절규입니다. 말귀 어둡다고 욕하고, 일손 서툴다고
때리고. ‘코리안 드림’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온 이
땅은 너무나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한 세대 전 우리 형님 누님들
이 그랬듯이 그들은 고향에 남겨둔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이
국땅을 밟았겠지요. 한보따리 ‘꿈’을 안고 말입니다.
사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이 처음엔 우리에게
도 조금은 낯설고 또 두렵기조차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혹 그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며 대화에 귀 기울이곤 했지요. 그렇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었습
니다.
언제부터 3D라는 직종이 생겼습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힘들고 더
럽고 위험한 일자리는 기피 대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3D 직종이란 것이 힘들고 보수도 많
지 않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지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던 그 일을 그들이 대신 떠맡기 시
작했습니다.
민족과 혈통을 유난히 따지는 우리지만 이제 ‘다문화사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
니다. 공단이 자리하는 지역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축제가 열리기도 하며, 그들의 커뮤니티도 형
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의 목소리도 내게 되었지요. 그러나 차별과 멸시는 지금도 여
전한가봅니다. 그들이 정착한 지 10년이 다 돼 갑니다. 한국여성과 결혼해 가정도 이루었지요. 그
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다문화사회란 소수자들이 그들의 문화를 떳떳하게 누릴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 했습니다. 너
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이겠지요.
<경향신문, 2008. 9. 11>
1. 위 글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와 우리의 의무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
②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 :
3. ‘차별’과 ‘차이’의 의미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① 차별 :
②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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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 2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의 진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 남성의 40% 정도가 조선족(재중동포)과 베트남, 필리핀 등 외
국 여성과 결혼했다. 농어촌에 시집오는 새색시 3분의 1이상이 외국 여성인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난해 10월 현재 53만6000여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를 넘어 섰다고 집
계했다. 인구 100명 중 1명 이상은 외국계 한국인이라는 의미 있는 통계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혈주의’ ‘단일민족’을 주장하던 한민족이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탈바꿈하는 양상이다. 체류
신분도 귀화 국민을 비롯해 이중 국적인, 영주자, 정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친척 방문자, 불
법 체류자 등 다양하다.
지난해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한건수 강원대 교수(문화인류학)는 1995년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에
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건수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건수를 넘어섰
다고 밝혔다. 1990년만 해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6배나 만았지만, 2004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자연 외국 출신 국적자와 다문화가정 아이의 출생을 동반한다. 통계를 종합
하면 앞으로 6년 후 초등학교 입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청소년은 한 조사에서 32%만이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민을 원해
이들이 정체성에 큰 혼란이 있음이 입증됐다. 실제 초등학교 등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새
터민 자녀에 대한 왕따와 괴롭힘 등 편견과 차별 사례들이 숱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 양상은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양적․질적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4월 청와대 국정회의 발언처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
회 현상이 됐다.
일부에선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등학교
국사)는 내용의 교과서를 개정하면서까지 다민족․다인종․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반민족적
처사”라며 반대하지만, 지난해 한․미 가정 2세 미식축구선수 하인즈 워드의 성공과 떠들썩한 방
한을 계기로 어느 정도 대세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다문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를 반면교사로 삼고, 백호주의를 버리고 다문
화주의를 안착시킨 호주를 벤치마킹하면 한국적 다민족․다문화주의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
한다.
호주 정부가 ‘다문화 호주의 국가 어젠다’(1989년)를 위해 마련한 △국민으로서의 의무 △상호
존중 △개인 각자에 대한 공정성 △모두를 위한 이익 등 네 가지 원리와 △집단 간 조화 △접근
과 평등 △생산적 다양성 등 세 가지 전략적 방향성은 한국이 그대로 차용해도 될 만한 내용이다.
<연합뉴스, 200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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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오 은 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Ⅰ

.

서 론

최근 외국인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며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켜 왔던 우리 사회와 학교가 다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부족, 농어촌의 국제결혼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2006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910,149명으로 인구대비 국내 체
류 외국인 비율 1.88%에 이르며, 이와 같은 현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가 하면,
2006년 국제결혼은 39,690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93,786명으로, 이전 해에 비해 25%의 증가를 보였다(법무부, 2007).
특히,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수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수는
각각 1,209명과 13,445명에 달하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해가 거듭
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학령기인 19세까지의 새터민 입국현황도 2007년 5
월 기준으로 156명에 이른다.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가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사
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그들 가정의 자녀 교육이다.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한국
교육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근로자 자녀 10명 중 3명
이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이라서(46.7%)', ‘특별한 이유 없이(40.4%)',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33.3%)' 등이다(김정원, 2006: 99).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국어, 사회, 역사 과목
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수학, 과학 등은 비교적 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 교우관계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미숙, 2005; 김정원,
2006; 김정원 외, 2005; 배은주, 2006; 오성배, 2005, 2006; 조영달 외, 2006). 이 점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새터민 학생도 비슷하다. 그들 역시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생
활 문화가 매우 낯설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적응 양상에서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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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나타나는 특정한 경향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출신국가, 한국 체류 기간, 부모의 한
국어 능력, 한국사회로 온 나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들은 일정한 규칙성을 보여주지는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적응 양상은 사실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학생과는 다른 다문화가정 학생들
의 적응 양상을 고려하여 교과 프로그램은 물론, 이들만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적응 양상에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것
이라면 이러한 특성들을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적시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고려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오은순 외, 2007).
다문화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 유럽에서 다문화교육이 시작된 이래 각국
의 다문화 유입 양상에 따라 많은 시행착오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초기에는 상황의 급박함 때문
에 교육적인 효과나 건전성, 그리고 교육체제 내에서의 관리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하지 못
했다. 충분한 계획과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러 과정과 프로그램들을 입안하여 선택 과정
으로 제공한 것이다. 당시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소수 집단이 자신의 전통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
나 문화에 흡수되거나 혼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소위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
주의 혹은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 점차 학자들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가들의 노력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소수집단을 우선으로 하되 소수집단과
일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과 및 범교과 혹은 간학문적 교육과정적 접근 등이 강
조되는 현대의 다문화교육에 이르렀다(Banks & Banks, 2004, 2007; Bennett, 2007; Coelho,
1998; Salili & Hoosain, 2001)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의한 지원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
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2006년 5월 1일) 이후 시도 및 지역청 수준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적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연구학교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앞서 설명한 외국의 다문화교육 초기와 다를 바 없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고려가 부족한 채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서둘러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좀 더 심층적
인 연구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국가 수준의 다문화교육 센터를 지정․운
영하는가 하면, 다문화 관련 연구기관들이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연구들에서 다양성 존중
의 관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견지하면서, 교과별로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문화교육을 국
가․사회적 요구로 인식하여 교육과정 총론, 재량활동 등에서 다문화교육 방침을 제시하였다.
교과별로는 도덕과와 사회과 등의 교육과정 해설에 다문화 내용 요소와 교수상의 유의점을 상
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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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 수
업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
원 방안 연구(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응
을 우선으로 하는 동화주의와,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원주의, 이 두 관점 모두를 지향할 것을 제언하였다. 종국에는 미래 다문화 사회
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한국 문화를 창조해 가야함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일반 교과와 범교과를 포함하는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학교생
활 적응과 언어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이를 협력하여 지원하는 추진체제
에 기대하는 역할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기초연구로서의 지난 해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교과
및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각각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도출함
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의 1단계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고, 관련 이론 및 국내외 프
로그램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하며, 국내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실태와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과와 범교과 교수․학습 프로토타입(prototype) 프로그램6)을 개발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적 접
근, 특히 사회과와 범교과 프로그램이 다문화교육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는 관련 연구들에 근
거한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의 개발 방법과 절차, 재구성 및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사회과와 범교과를 본보기로 하여 다른 교과에서는 물
론, 다른 상황에서도 응용하여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 중,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심의 다문화
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과, 구체적으로 어떤 교수․학습의 실행이 가능한지를 간단히 보여주고
자 한다.

Ⅱ

.

․ 습 지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

1.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접근
6) 프로그램(program)이란 사전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계획이나 순서’ 혹은 'a
series of actions or events that are planned to be done' 로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일련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 실행 계획‘을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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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일련의 교육적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
육 전략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오은순 외, 2007).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는 문화적 다원
주의 입장에서 다문화교육을 바라본 베넷(Bennett, 1995: 13) 등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즉, 그
는 다문화교육을 민주주의의 가치와 믿음에 기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문화
세계와 상호 독립된 세계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때 다문화교육
은 평등주의 운동, 다양한 교육과정 접근, 다문화주의 실현 과정,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저항을 포
함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을 좀 더 실천적으로 정의한 슐레만(Suleiman, 2004: 13-17)에 의하면 다문화교육
은 학생들의 학문적, 사회적, 언어적 욕구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다학
문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배경과 우리 사
회의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깊은 이해를 도모하게 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장
인실(2006: 29)은 다문화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
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평등 관계를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
교, 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이 자
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
한 지식, 태도, 가치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을 좀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했던 니에토는 다문화교육을 정
치․사회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Nieto, 2005: 401-404).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기본적 교육이며 종합적 학교개혁 과정이다. 다문화교육은 학교
에서 인종주의뿐만 아니라 차별의 다른 형태를 거부하고,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가 수용하는 다원
주의(민속, 인종, 언어, 종교, 경제, 성 등)를 지지한다. 다문화교육은 교사 간, 학생 간, 가족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과 교수전략에 반영된다. 다문화교육은 철학에 기초한 비판적 교
육학이며, 사회 변화의 기반으로서 지식, 성찰(reflection),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를 고양시킨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정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초기 다문화교육의 관점은 배척주의(nativism), 동화주의(assimilation),
용광로주의(melting pot) 등 소수집단이 자신의 전통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나 문화에 흡
수되거나 혼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다문화 주의(multiculturalism)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은 공존하는 문화 집단이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며, 사회 전체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것을 요구할 때 소수민족 집단이 순응하는
한, 자신의 문화적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인종주의와 불의를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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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문화 주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은 물론, 다문
화가정 자녀들이 일반 학생들과 많은 시간 동안 생활하게 되는 학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에 더하여 사회교육 또한 나머지 부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모든 교육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리리와 후세인(Salili & Hoosain, 2001: 9-10)은 다문화교육 실현을 위한
전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간단히 논의하였다. 첫째,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철학의 다양한 전
제에 기반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소수집단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다. 셋째, 교
수 방법은 간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은 한 단위의 과정이나 교수방법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교육과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체제는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교육의 전과정이 지배 중산층에게 유리하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따
라서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수집단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며,
깊이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철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
장하였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와 교사교육에 이르기
까지 철저한 다문화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강조했던 베넷(Bennett, 1995: 14)은 소수민족 학생이나 주류
학생 모두가 문화의 차이와 역사, 동시대의 인종 집단이나 국가의 공헌 등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적 접근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교육과정에 다인종
적․범국가적 관점을 통합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 목표를 학생과 현직 교육자들을 위해 세분하여 분류하여 설명한 슐레만(
,
2004: 14-16)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상세화 하였다. 첫째, 다양한 배경을 가
진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발, 둘째, 다양성을 인식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셋째, 자
민족 중심주의에 의해 조장되는 부정적이며 통상적인 이미지의 근절, 넷째, 이해와 공감을 통해
서 차이를 메움, 다섯째, 다민족사회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개발, 여섯째, 민주주의 기능과 다원
주의적 시민 가치의 개발, 일곱째, 민주주의 체제의 역동적 사회변화의 인식, 여덟째, 다문화 대
상에 대한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 개발, 끝으로, 모든 사회에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인구 요인과
문화 요인에 대한 탐구이다.
위와 같은 제안들은 코엘료(Coelho, 1998: 54-270)가 제시한 다문화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방안들에 매우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코엘료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사
회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학교 운영과 교실의 교수․학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교교
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inclusive school)과 다문화가정 자녀만의 적응을 위한 지
Sule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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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비스로서의 적응 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반인종주의 교육
(antiracist approach to education)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 둘을 종합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
안하고 있어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체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뱅크스(Banks, 2004: 4-6)도 초기의 다문화교육은 협의의 교육과정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졌
음을 지적하면서 다문화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야함을 역설하고 다문화교육의 차원을 내용 통합
(content integration), 공평한 교수법(equity pedagogy), 지식의 구성 과정(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 선입견 해소(prejudice reduction),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에 능력 부여
하기(empowering schoo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의 다섯 가지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차원이 실제적인 수업에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요
소로서 그는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교육과정(curriculum), 교수 자료(teaching
materials), 교수․학습방법(teaching and learning style), 교사와 행정가의 태도(attitudes)․인
식(perceptions)․행위(behaviors), 학교목표(aims)․규준(norms)․문화(culture)가 그것이다.
이후, 그는 다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다문화교육의 장이 되는 학교를 하나의 사회 체제로
설정하고, 좀 더 세분화된 다문화교육의 실천 방향을 안내하였다. 한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교육
은 학교 정책 및 정치, 학교 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 학습 양식, 학교의 언어와 방언,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 상담 프로그램, 평가와 시험 과정, 교수․학습 자료,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교과과
정, 교수 양식과 전략, 교직원의 태도․인식․신념․행동 등의 11가지 요소에 변화가 일어날 때
다문화교육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Banks, 2005: 24).
그는 전체적인 학교환경은 많은 변인과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제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학교 문화, 학교 정책 및 정치,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교과과정 등의 요소들을 예로 들면서, 이
요인들 중 몇몇은 학교 개혁 초반에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으나, 결국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환경
이 조성되고 유지되려면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 외의 지원과
교육이 학교교육에 앞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교육정책 보다 앞서 입안되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를 수행한 조영달 외(2006b:
175-276)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실행이 이미 정부 각 부처와 시․
도 교육청, 사회의 민간단체들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학과 관련 연구 기관들의 다문
화교육 관련 연구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수 년 내에 이들을 위한 학교 체제 외의 지원
환경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학교 체제 밖의 환경은 활발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학
교 수업에서의 다문화교육이 학교 밖의 각종 지원과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가 중심이 되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야함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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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
다문화교육의 교수․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지원 체제를 설정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업’ 대신 사용한 교수와 학습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수․
학습 관련 요인을 규명하며, 관련 요인의 관계와 범주를 체계화하였다.
본래 교수․학습은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교육적으로 그 관계를 규명하기
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교수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teaching과 instruction이 사용된다. 학자에
따라서는 instruction을 교수로 번역하여 수업과 구분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teaching을
교수로 번역하기도 한다. 영어권에서도 두 용어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교수설계 관련 서적들과 연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instruction’을 교수로 사용하면서 수업(teaching)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수와 수업의 용어를 굳이 구분하자면 양자 모두 교육의 핵심 활동으로서 ‘가르치고 배우는’
현상과 과정을 지칭하지만, 교수는 좀 더 넓고 일반적인 경우로, 수업은 보다 협의의 특수한 작
업으로 논의할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교육학대백과사전, 1988: 87). 라이거루스(Reigeluth,
1983)도 교수를 수업에 비해 포괄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설계, 개발, 실행, 관리, 평가를 포
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변영계, 1999: 26, 재인용). 결국 교수(instruction)는 수업(teaching)
의 설계, 개발, 실행, 관리, 평가를 포함하며, 수업은 교수의 일부분으로서, 설계, 개발, 실행, 관
리, 평가 중, 주로 실행에 중점을 둔 개념이며, 그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볼 때, 교수의 개념에 수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업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의 나머지 부분인 설계, 개발, 관
리, 평가 또한 수업에 반영되어 학습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 구조 속에
서 학습을 재조명해보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효과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업자체 뿐만 아니라, 수업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전체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학자들은 그 밖의 외적 지원 요인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Frazee &
Rudnitski, 1995: 11).
즉, 교수․학습은 매우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는 교수․학습을
구성하는 요인은 교육과정, 학생, 교사로 대별되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여 설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교육을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통합적인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프레이지와 러드니스키(Frazee & Rudnitski,
1995)의 제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요인 속에 포함된 요소들과, 요인과 요인간의 관
계 등은 매우 복잡하게 드러나 있지만, 이를 간명하게 재조명해 보면, 결국 교수․학습은 교육과
정, 학생, 교사의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며, 각 요인의 나머지 요소들도 수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3가지 기본 요인 밖에는 학교 사회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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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 밖의 사회 환경이 있다.
이와 같은 프레이지와 러드니스키(1995)의 모형은 다양한 목적의 교육적 접근의 체계화를 위
해 매우 의미 있는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
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해 앞서 논급했던 연구들(조영달 외, 2006b: 11-77, Banks, J.,
2004: 4-6; Banks, J., 2005: 24; Bennett, 1995: 342; Coelho, 1998: 54-270). 코엘료(1998),
뱅크스(Banks, J., 2005)의 제안을 프레이지와 러드니스키(1995)의 모형에 따라 (그림 Ⅱ-1)과
같이 재구조화해 본다.

(그림 Ⅱ-1) 다문화교육의 교수․학습 지원 체제 개념적 모형

이와 같이 구조화된 위의 ‘다문화교육의 교수․학습 지원 체제 개념적 모형’은 각 요인이 차지
하는 비중을 나타내 주고 있지는 않다. 즉, 모든 변인 각각은 전체 속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교육의 교수․학습 지원 체제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한 사회가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설정한 후, 다문화교육의 교수․학습을 실천적으로 설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두 가지
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하나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
과 프로그램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만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 체제 내에서는 이 두 유형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하나의 학교 체제 내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 주체인 학교는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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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Ⅲ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

1.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의 방향
사회 구성주의자 비고츠키(Vygotsky, 1978)에 따르면, 아동 개개인의 발달적 변화는 사
회와 문화에 기초한다(이성은, 2002, 68). 즉, 아동은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1세 이전에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했던 상태로부터 점차 자기 자신과 분리된
타인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학령기가 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특성과
정체성, 삶의 역사와 미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인지는 그들의 삶의 세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상호작용이 가
능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미래와 같은 추상적인 세계로까
지 확장하여 발달하게 된다. 다문화교육학자인 뱅크스(Banks, 1988)는 일찍이 이러한 맥
락에서 문화의 차이를 포함하는 민족성 태도 발달을 설명하였다. 장영희(1997)는 뱅크스s
의 민족성 태도 발달을 근거로 하고, 인종 및 민족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6
단계의 문화 발달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첫째, 문화적․심리적
거부 단계: 자신의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믿음을 내면화하는 시기, 둘째, 문화적
고립기: 인종적 배타주의의 단계, 셋째, 문화적 정체감의 명료화 단계: 자신의 인종에 대
한 긍정적 태도 형성, 넷째, 이중문화 단계: 둘 이상의 문화에서 요구하는 가치, 태도, 지
식, 기술 습득, 다섯째, 다문화 단계: 다문화주의와 반영적 국가관의 형성 단계. 여섯째,
세계화의 단계: 긍정적인 세계적 동질성 습득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공
존하는 사회가 지속되면서 구성원들은 새로운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
였다.
즉, 한 개인 내부에서의 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은 한 개인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
고, 사회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문화에 대한 태도도 다문화와 세계 문화, 나아가 미
래 사회 문화로 넓혀 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귀우(1999)는 이러한 입장의 다문화
교육을 자유주의적 혹은 다원주의적 다문화 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7). 이와는 달리,
7) 이귀우(1999)는 다문화주의를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개념으
로 규정하고, 이를 보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다원주의적 다문화주의, 본질적 다문
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였다. 이 때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보수적․자유주의적․다원주
의적․본질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다문화주의를 정의하기 위
하여 유형화하려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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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다문화 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는 문화에 대한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다양
성 이해와 존중을 길러주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고 믿는다(Banks, 2004, 240, 재인용).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평등과 정의의 관계를 억누르면서 억압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
회구조의 변화를 도모하여, 다문화적 상황에 바람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맥라렌
(McLaren, 1993) 등의 비판적 다문화 주의 주창자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것만으로는 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가정한다(Banks,
2004, 240, 재인용). 따라서 비판적 다문화 주의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거나 격려해 주고 편견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인종주의와 불의를 지적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슬리터(Sleeter, 2008)는 한국의 다문화교육 과정을 위한 그의 제안에
서 다양성과 공평․정의의 세로축과 국내적 입장(Nation-Bound Perspective)과 국제적
입장(Global Perspective)의 가로 축을 격자로 하는 4개 영역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적 다양성과 국제(지구)적 다양성, 국내적 공평․정의와 국제적 공평․정의로 구분하
여 각각의 교육과정이 가정하는 바와 교수전략, 그리고 관련 집단의 득실에 대한 담론을 펼쳤
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동향을 살펴보면, 어느 한 관점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온전히 한 관점을 추구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
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죽, 다문화교육을 위한 대개의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은 기울기에
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 이 둘의 관점을 절충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박선영(2005)은 문화적인 다양성, 공동체 의식, 정체성,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과
능력,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 등을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가치 내지는 목
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인 오은순 외(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학
생의 적응,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문화적 편견 해소, 평등 사회 도모, 미래 사회를 위한 새문
화 창조를 다문화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한 바 있다. 그 밖에, 조오(Zaw,
1996)는 차별, 부정의와 같은 사회악에 대한 대항을, 베넷(Bennett, 2007)은 문화 의식, 복
합적인 역사적 관점, 간문화적 능력, 사회적 행동 기술, 인종·성 등의 편견과 차별 극복, 우주
적․지구적으로 역동적인 상태에 대한 의식 등을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제안하였다. 아
동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춰 목적을 제시한 램시(Ramsey, 2004, 10-12)는 좀 더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목적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정체성, 연대감, 사고력, 문제해결력, 학
문적 기능 발달과 희망적인 미래 창조 등이 그것이다. 최근 뱅크스(Banks, 2008)도 다문화 사
회 적응, 문화적·민족적·언어적 다양성, 소수민족집단의 고통과 차별 감소, 자문화 이해와 존중,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문화 공동체(지역 문화, 국가적 시민 공동체)와 전지구적 공동체 생활
을 위한 기초 능력 등을 다문화교육의 주요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가치(value) 혹은 궁극적 목적(goal)들은, 위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가치들은 앞서 논의한 아동의 사회 인지 발달과 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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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에 대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 다문화교육 관련 선행 연구 등을 고려해 볼 때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학생 자신의 정체성, 학생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에서의 다
양성, 평등, 정의, 세계 시민성, 그리고 새로운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교과 교수․학습이 추구해야할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나

사회(소속집단)
다

정체성

평
시

세계(지구)
양

미래사회

성

등 다양성
/ 정 의

평등/정의
민 시민성성
세계(지구)

문화 창조성

(그림Ⅲ-1)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의 방향

2. 교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가. 교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
교수․학습은 매우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결정되지만, 이를 단순화하면 교육과
정, 학생, 교사의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제시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 모형
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무엇을 강조하여 설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교수․학습은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수 있다(Frazee & Rudnitski, 1995). 이와 같이, 교수․학습은 형식적
이든 비형식적이든 교육과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가 예외일 수는 없다.
다문화 교수․학습을 설명하기 위해, 베넷(Bennett, 2007)은 교육과정 설계가인 포즈너
(Posner)와 러드니츠키(Rudnitsky)를 근거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를 구조화하였
다. 즉, 학습자, 사회, 교과의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 목적을 설정하게 되는 구조 속에서,
교육목적 설정 이전에 다문화교육의 가치 혹은 목적이 결정되어 교육목적에 포함되는 것
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교육의 목적이 학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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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교수․학습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구현된다고 보았다. 교육과정 이론가들의 관점을
반영한 베넷(Bennett, 2007)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는 미국의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교육과정의 목적 내지는 기준(standards)이 국가
수준에서 개발되어 학교에 주어지고, 학교가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수․
학습을 실행하는 체제를 매우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교육과정이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개발되고 보급되어 개별 학교에
서는 약간의 재구성 과정을 거쳐 거의 국가 교육과정을 그대로 교과서라는 그릇에 담아
교수․학습의 실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베넷(Bennett, 2007)의 구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 및 운
영 체제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이를 교실에서 구현하게 되는 교수․학습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수식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한다.
교
육
과
정

학습자

교
수
학
습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실행
목표
도입
내용
전개
방법
정리
평가
(그림 Ⅲ-2)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 구조

사회
다문화의
가치와 목적
교과 교육과정

교과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다문화 담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다. 즉, 2007년 개정 교
육과정에는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국가․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교과별로는 다문화교
육 내용을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한국의 교육과정
이나 교과서의 한계점들도 심도 있게 고려하였다. 예컨대, 다문화적 감수성의 결여(장원
순, 2006), 문화적 우위를 기준으로 한 편향된 내용 선정과 왜곡된 서술(이희수, 2007; 한
건수, 2007), 유럽과 중국 중심의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시각(이영효, 2000; 정재훈, 2005),
한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민족 중심주의적 접근(문동석, 2003; 박철희, 2007; 이존희,
2000) 등이 그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을 ‘창
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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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나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범
교과 학습에서 제시한 34개의 주제 중 하나가 다문화교육이다. 교과 교육과정 중에는 국
어, 도덕, 사회(역사포함),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 8개 교과의 개정 교육과정이
다문화교육을 국가․사회적 요구로 반영하였다(조난심, 2007).

Ⅳ

.

․ 습 프로그램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 학

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의 가치나 목적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설정되고 나
면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이 교수․학습 계획의 근거가 되는데
학교 수준에서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을 근거로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 선정과 조직, 방법 및 평가 방안을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교
수․학습의 계획 단계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교수․학습을 실행하게 된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 구조 속에 나타나 있듯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계획
과 실행으로 구분되는데, 계획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체제로 이루어진다. 한편, 실행
은 교사 혹은 내용에 따라 도입, 전개, 정리의 3 단계의 수업 과정 모형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띤다. 본 연구의 목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여기에서
는 계획에 해당하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범주화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를 정리
하고자 한다.

1.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학습
가. 목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목표는 연구자 혹은 이론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앞
서 논의했던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다문화 주의적 관점에
서 선행 연구와 관련 이론(김복영, 2008; 박선영, 2005; 박정문, 2006; 배의숙, 2006; 신영
민, 2005; 오은순 외, 2007; 이민경, 2007; 이승미, 2007; 정선희, 1997; 조영달 외, 2006; 한영
혜, 2007; APCEIU, 2006; Coelho, 1998; Iowa State, 1989; Ramsey, 2004; Schier, 2005)에
서 제기된 목표들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교수․학습 실행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단위 시간 혹은 단원 계획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Ⅳ-1>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목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사회과 및 범교과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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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식
기능
태도
•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
•
문화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
문화적
정체성
확립
정체성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
자문화에
대한
타인 이해하기
정적 태도 고양 자부심과 긍
•
타문화에
대한이해
이해
•
타문화에
대한
관용
•
문화
간 차이
인정
•
다문화
사회
•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 흥미,
•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
• 다문화적 사회 현실을 이해 는 방법
관심
하기 위한
지식다양성
제공 인식 • 인종, 민족, 성, 문화, 능력 •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인식 및
다양성 • 국가와
세계의
수용
집단 간의 효과적인 사회적 • 타문화 존중과 관용의 정신
•
다양성 다양성
행위와
기술
• 문화적인
문화적 상대성과
함양
• 비판적 상호작용
사고력 함양
• 타문화에 대한 편견 불식
• 방안
문화 모색
간 갈등과 충돌 해결
•견을
불평등,
불의,능력인종주의,
편•
배려윤리
인지하는
계발
•
타인의
권리
존중
• 의의
인권, 필요성
평화, 화합,
평등,
정
•
일상생활
속의
편견적,
차별
•
일상생활
속의
편견적,
차별
인식
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의문
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의문
맥락
속에서
불평등
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평등/ • 다양한
을
인식하는
방법
능력
관심
고양
정의 • 차별, 왜곡, 편견, 고정관념 • 한 사회 내의 타문화에 대한 • 평등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하기
편견과
인권침해자녀들에
방지 대한 • 재확인
•편견과
다문화가정
타문화교육이해와 정의, 평등의
차별
해소
이념
•
존중,
대등한
관계 형성
•
문화적
편견
해소
• 평등 사회 도모
•
국제화
시대에 대비
• 살아가는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
시민성
마음
함양
•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
• 존중,
타인과더불어
타인의살아가는
문화에 대한
•
민주주의
원리
터득
과
상대주의적
태도의
발전
열린
의식이도움을
가치, 태도,
행
• 와사회권리를
정의를가진위해책임감
일할 의무
시민성 • 집단
태도
동
결정에
주는
방
있는
• 함께
살기 위한태도의
새로운발전
능력
식 이해하기
시민으로서의
행동
과
상대주의적
•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과 능력 • 평화적으로 협력하는 태도
•
사고력,
문제
해결력
• 공동체 의식 및 연대감
• 학문적 기능 발달
• 있는
새로운창의력
문화를 재창조 할 수
문화
• 조미래 사회를 위한 새문화 창
창조성
• 희망적인 미래 창조

나. 내용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뱅크스(Banks, 2008)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문화, 언어, 종교 등 다양한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문화의 하위 요인 혹
은 다른 형태를 열거했을 뿐, 결국 문화에 관한 것들이면 무엇이든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문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
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
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다(http://krdic.naver.com/
search.nhn?dic.). 한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 특히, 예술·도덕·종교·제도 따위 인간의 내면적·정신적 활동의 소산을 일컫는
다.’ 라고 정의하기도 한다(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
subtype). 요약컨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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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이고 가시적인 의식주 문화는 물론,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 내면적․
정신적인 가치 등이 될 수 있다.
연구
김갑성(2007)
김원호(2007)
신영민(2005)
오은순 외(2007)
장영희(1997)
장용석(2007)
조영달 외(2006)
APCEIU (2006)
Coelho(1998)
마츠모토(2007)

<표 Ⅳ-2>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내용

내용
•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
및
인사
• 외국의 노래
• 전통의상, 주식, 특색품
• 명절
• 음식
• 다양하고 민주적인 교육내용
•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강조
•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내용
•
다문화 경험
해결 등
• 다문화적 주제와 사건 다루기 및 문제 •자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
다문화적인
사건,
주제,사회에서
문제 사회․ •문화․인종․성․민족․종교․
사회․
•
문화적으로
복합적인
경제적
지위
등의
다양성
정치․경제적 실체
• 외국의 음식, 전통문화
• NGO, 환경, 국제 평화
• 프랑스의 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시민 교육 실시
• 음식 • 놀이 • 역사 • 풍습
• 특별행사로서 아프리카 전통의 달, 동남아시아 역사의 달
•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 외국음식

다. 방법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만을 위해 고안된 교수․학습 방법은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문화가 다른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효
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예컨대, 일반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이 더불어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교육이나 협동학습이 그것이다. 그 외에는 학생의 특성이나
수준, 특히 언어 수준을 고려한 각종 활동 중심 학습이나 놀이 학습 등이 있을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토론학습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학습 등
이 저학년 학생들에 비해 좀 더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사들이 교수․학습 설계
단계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점은 어떤 교수․학습 매체 혹은 자료를 어떤 기준에 근거하
여 선정하거나 혹은 개발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은순 외, 2007). 이에 더하여 교실의 물리적․심리적 환경 역시 다문화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할 것이다. 다음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관련 연
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Ⅳ-3>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

연구
방법
김갑성(2007) • 외국 물건 전시회
• 외국인 교사가 자국 문화 소개
•
음식축제
• 국제이해교육 위해 휴일과 홈페이지 활용
미국인학교와
교류(상호
수업참관,
체육
김원호(2007) • 대회,
등) 만남
• 국제이해와
• CCAP교환수업
통해 원어민과의
리반 운영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동아
보고 듣고
가지기→편안함 갖기→연계성 느끼기→공감/감정 이입하기→
박선영(2005) • 인식과
행위경험하기→친밀감
통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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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주변의 소재를 주위의 다른 문화와 • 외국인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
비교
제공
역할극
•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교류, 국제결혼을
박정문(2006) •
•
보다
많은
문화적
경험
제공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자료자원 활용
• 다양한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내용
•
감각적이고
멀티미디어적인
통합
• 다문화 관련 교과 개발
손소연(2006) • 외국인근로자 학부모 참여 위해 ‘근로자의 날’에 체육대회 개최
양영자(2006) • 다문화 주제로 하는 신문 스크랩 및 관련 글쓰기 등의 활동
•
통합 후교육프로그램과 교과 교육 연계
•
각종 활동(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
방과
캠프활동)
오은순
•
행사 참여
외(2007) •
• 도움
학부모친구
참여활용
교육
• 지역
외국인과의
접촉과 교류 등
• 학교 행사
•
과정
중심
긍정적
대리경험
기회 제공
•
포괄적․통합적
•
다문화
도서의
활용
장영희(1997) • 부여의
다른 색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과 의미 • 는다른학습인종의
얼굴
특징을 구별할 수 있
기회
제공
기회
제공
•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으로부터 의 •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동학습
• 놀이,
다문화음악교실환경:
언어, 블록, 극 • 이시각적․심미적인
책, 극 놀
및 게임, 요리
자료, 미술자료, 환경구성,
인형, 조작놀이자료
정확하고
편견나라에
없는 대한
정보 제공
•
유아들의
선경험과
문화적
배경
파악
정선희(1997) •
• 교사들의
다른
인종이나
민족,
교사의
•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담지
않은
대화방법
풍부한
지식
•
수용적이고
관대한
분위기
•다문화교육에관한교사의확고한 신념
조영달 외(2006) • 협동학습
APCEIU
• 교육 연극
(2006) • 신문 활용 교육
Coelho(1998) • 특별 행사 마련
•
다양한
교수전략과
자료들 교과내용을
사용
• 조성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Goodman
et.
•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력,
의
al(2004) • 미자기주도적,
있게 만드는
활동학습
• 공정과 존중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반성적
Harris(2005) • 자기소개하기
• 자서전 쓰기
Nancy
Hansen-Krening
et.al (2001) • 이야기 읽고 반응하기
•
속에서
다양한
인종
골라내기
• 사진
다양한
인종의
사진,
인형
등 활용해 짝 •
친숙하지
않은 집단을
음식 먹기
지어보기
•
다양한
문화
나타내는 옷, 도구,
Ramsey
않은
방식으로
가족
활동
재료들
가지고
놀기
(2004) •(예.친숙하지
요리,
식사, 등교)을 하고 있는 사람 •자신과다른언어를말하는친구들과
놀기
들의
사진
보여주기
•
다양한
신체,
얼굴색,
눈동자
색,
머리카락
• 다른 언어로 된 노래나 이야기 들려주기
색
등에
초점을
두어
활동
• 자기 가족만의 전통적인 일상 묘사해 보기
•
‘주제(theme)’를
통해
수업
(예)
가면
•
다양한 활용한
문화의사회적
퀼트 쟁점 살펴보기
Shlievert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예술의
•
예술을
(2004) • 다양성을
중요성 인식시킴

마. 평가
다문화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내용이
나 방법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관심을 끌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연구 실태는 아
마도 특별한 평가 내용이나 방법을 고안해 내기보다는 일반 평가에서 활용하는 내용이나
방법을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 변용하는 수준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
다. 활발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굳이 다문화 교실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내용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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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평가

연구
평가
김갑성(2007) • 외국 문화를 반영한 물건으로 보상
영역 평가
박정문(2006) •
• 자지적
지구촌적인
시각과
타인지향적인
하는 자질과
능력을
평가 가치 인식, 지구촌의 문제를 공감하고 같이 해결해보고
• 다문화 가치 인식 평가
• 학생 특성을 고려한 평가
•
실천도
평가
•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국 문화 요소 반영
오은순 외(2007) •
과정
중심
평가
•
모국어
활용
•
내 진전도 평가
•
• 개인
절대평가
• 모국어
학생의 사전
언어 사용
수준 허용
고려
Banks(2007) • 지필 평가와 표준화 검사 사용 지양
•
절대평가
• 평가
문항에서 단순하고 명확한 언
•
관찰,
협의,
학생
저널
등
교실
기반
평가
어
사용
Coelho
수행평가
•
시험에서
사전평가사용(예.허용관찰 체크리스트
(1998) •
•
포트폴리오
평가
•
학습
과정
• 쓰기 평가에서 모국어 사용 허가
활용)

2.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관련 변인
교육은 많은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결과를 만들
어낸다. 따라서 교육의 과정 혹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들 변인들을 고려하여 어
떻게 최적화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실천가들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자들의 관심
사이다. 다문화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수․학습
에서 고려해야할 변인들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다문화교육을 오랜 동안 연구하고 체계화한 뱅크스(Banks, 2004, 5)는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교사는 학생의 인종, 문화, 사회적 계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교사는 이러
한 집단으로부터 온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다양하게 적절
히 수식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의 중요성도 지적하였다. 학교 문화는 이러한 학생들의 집단 편성, 명칭 사용,
운동 참여, 학업성취에서의 불공정, 교직원과 학생의 상호작용 등과 관련이 있다.
최근 그는 워싱턴 대학의 다문화교육 센터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국제협의위원회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의 원칙과 개념’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는 다양성의 변수로 사회계층, 민족 정체성, 인종 집단, 언어,
장애와 비장애, 종교, 성적 기호를 제시하고, 이들은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
며 상호작용성과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다(Banks, 2008, 모경환(역), 35). 따
라서 한 학생 내에서도 성, 민족, 계급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골맄과 친(Gollnick과 Chinn, 2009, 18)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지속적
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집단의 구성원들에 기초를 두고 발달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이러한 집단들 속에서 발달하는 정체성은 주류 집단과의 상호작용과 집단간의 권
력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민족, 인종, 계층 및 사회경제적 지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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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호, 특수성(장애 및 영재), 언어, 종교, 지형, 연령이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문화
성
민족
성
계층
계급

특수성
예외
연령
나
이
언어
정체성

지리
종교

[그림 Ⅳ-1] 문화적 정체성 관련 변인(Gollnick과 Chinn, 2009)
한편, 베넷(Bennett, 2007, 227)은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기대되는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성, 계층, 민족, 개인의 특별한 요구(특수교육)를 고려할 것과, 교수․학습 접근으로 통합
교육과 수준별 수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위해, 램시(Ramsey, 2004, 16-67)는 브론펜
브레너(Bronfenbrenner)가 제안한 ‘인간 발달 생태학’ 체계에 따라 환경적 변인을 설명하
였다.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발달 단계나 개인적인 특성은 학생의 사회생활 장면에서만 의
미 있게 된다는 전제하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를 제시한 후, 학습 환경
과 관련된 인종, 계층, 문화, 성, 능력과 장애 등의 요인과 관련된 차이, 분배, 불공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예컨대 문화적 요인에 관해서라면 문화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
고, 학생들에게 문화가 미치는 영향과 또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고찰해 본 후, 학생들이
문화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배우고 생각하며 느끼는지를 배우는 방법을 논의하
도록 한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고 관점을 확대하는 활동들을 소개
하도록 한다.
소수자의 적응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코엘료(Coelho, 1998, 31-53)는 소수자
적응 요인으로서 연령, 사회 계층, 가족의 역동성, 인성을 들었다. 또한 교사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위기 요인과 강점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우선 위기 요인으로서, 가족
분리, 선택의 주체, 준비 및 지원, 국제 학생(한시적 이주), 생활환경의 변화, 문화적 고립,
언어 유창성, 사전 교육 경험, 학교 문화,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내 권력 변화,
학교와 가정의 문화적 갈등, 학부모 참여, 피난소 경험 등을 들었다. 한편, 이들의 강점에
는 주도성, 공동체 의식, 문화적 의식, 적응력, 교육에 대한 존중감, 대가족, 근면성, 시민
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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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학교는 환영하는 분위기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
성할 것과, 교사는 간문화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경험적인 지식, 다른 문화 집단의 기대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가정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다문화적 사회에 좀 더 반
응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와 가정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개방
적인 협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학생들의
적응 실태를 연구한 오성배(2007)에 따르면, 이들은 이주 형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대체적으로 언어 학습과 정체성 형성, 그리고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학생의 경우 소극적인 대인관계로 이에 따라 파
생되는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가정 학생들 중 일시
이주 상태나 불법체류자인 경우엔 학습 동기가 낮고 지속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부적응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새터민 가정 학생의 적응과 관련하여, 이수정
(2007)은 탈북과정에서 겪은 아픈 경험들로 인한 불안, 긴장, 우울 등의 심리적 외상이 이
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밖에 몇 가지의 적응 실태를
제시하고 요구되는 지원을 설명하였다. 즉, 학업 유지, 교우 관계 형성, 연령과 학령차로
인한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학력인정제도, 유연한 학급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간의 분담 및 연계, 교사 교육, 교육 목표 및 내용 재확립, 다수
자에 대한 평화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본 원에서 수행한 오은
순 외(2007, 105-128) 연구도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다문
화가정 학생들의 적응 실태를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즉, 학업성취도, 언어유창성
을 포함하는 인지적 측면, 자아개념, 정체성의 정의적 측면, 교우관계, 사제관계의 사회적
인 측면, 이민 형태, 학부모 적응 등의 가정환경, 그리고 신체적 특성 및 발달 수준 등으
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학생
들의 경우, 인지적으로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적응과 환경적, 문화적 차이
에 기인한 학습 부적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는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겪
는 상처의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이 다양한 형태의 비행과 부정적 태도로 드러났
다.
또한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학습 태도도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
편, 사회적으로는 다른 피부색을 지니거나 낮은 경제적 위상에 있는 부모의 출신국 등에
대해 한국사회가 차별적인 시선을 보냄으로 급우들과의 갈등, 충돌, 위축된 태도 등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어느 정도는 공통의 양상을 띠나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지도 과정에서 전반적인 경향과
개인적인 특성 모두를 조심스럽게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수․학습 관련 변인은 일반적으로 학생, 교사, 교육과정, 환경으로 대별된다(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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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전성연, 2001; 최승현 외, 2005; Frazee와 Rudnitski, 1995). 이는, 교수․학습은 학생
과 교사가 교육과정을 내용으로 하여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구분으로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역시 같은 논리로 관련 변인을 범
주화하면 이를 교수․학습 과정에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 변인을 제외한
학생, 교육과정, 환경 변인만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연구자들이 제안한 변인
들을 학생, 교육과정, 환경 변인으로 구분하여 요약․정리한다.
변인

<표 Ⅳ-5>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관련 변인
영역

하위요인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교 특수성 장애나
학생의 일반적인 요인 영재성 등 성적 지향 지형 연령 학령 발달 단계
능력 학업 성취도 포함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응 언어유창성 자아개념 자아정체성 교우관계 사제
수준
관계
부모의 국적 가족 분리 선택의 주체 여부 준비 및
학생 변인
지원 가족의 역동성 이주 형태 국제 학생 포함 생
다문화가정 학생의 어려움 활 환경의 변화 문화적 고립 사전 경험 정체성 사
회경제적 지위 가정 내 권력 변화 학교와 가정의
문화적 갈등
주도성 공동체 의식 문화적 의식 적응력 교육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강점 대한
존중감 대가족 근면성 시민성
교육과정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교
변인
환경 변인 학교 문화 사회 구조 주류 문화 거주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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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컨대,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변인들은 학습
의 주체가 되는 학생 변인과 교육 내용인 교육과정 변인, 그리고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교사가 고려해야 할 학생 변인은 다문화가
정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할 때 고려해야하는 일반적인 요인과 다문
화가정 학생 개인의 적응 수준,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강점과 어려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교사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모두의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
교, 특수성(장애나 신체적 특이성 등), 성적 기호, 연령, 발달 단계, 능력(학업 성취도 포
함)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개인의 언어유창성, 자아개념, 자아
정체성, 교우관계, 사제관계 등, 적응 수준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이를 반영한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국적, 가족 분리, 선택의 주체 여부, 준비 및 지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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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동성, 이주 형태(국제 학생 포함), 생활환경의 변화, 문화적 고립, 사전 교육 경험,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내 권력 변화, 학교와 가정의 문화적 갈등, 학부모 적응
및 학교 참여, 피난소 경험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다문화가정 학생
의 강점으로 주도성, 공동체 의식, 문화적 의식, 적응력, 교육에 대한 존중, 대가족, 근면
성, 시민성 등에 더욱 능력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 밖에도, 교육과정 내용 중,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교 등을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문화, 사회 구조, 주류 문화, 거주지 문화 등의 환경 변인도 최적화해야할 것이다.

Ⅴ

.

결론

지금까지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의 기초가 되는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접근을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모형화하여 제시하였
다. 모형은 우리 나라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교과 프로그램과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 체제 내외 환경에서 협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 중심
의 교과 교육이다. 이에 따라, 교과 교육이 추구해야할 방향으로 다문화 주의적 관점에서
정체성, 다양성, 평등과 정의, 세계 시민성, 새로운 문화 창조를 설정하였으며, 교과 교육
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교육과정과 이를 구현하는 교수․학습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실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요
소들이 포함되는지 관련 이론과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개
발의 기초 요소들을 추출해 보았다. 한편, 어떤 변인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에서 고려할 변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관련 이
론과 연구물로부터 추출하였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기인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앞서 논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선험적인 국내외 경험과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또한 아직은 다문화교
육의 심각한 문제나 극도의 한계점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는 향후 다문화교육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현
재 다문화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이 얼마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
래를 예측하여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 현장에 천착하기 위해 다
각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 수준 혹은 교육청 수준에서 교과 및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에 보급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학교 및 학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와 학교 행정가들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중핵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와 대학, 기타 민간 및 사회
단체들의 몫도 사회적 지지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교육청, 대학과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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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회 단체 간의 협력 또한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행사는 더욱 의
의가 있다 하겠다. 요컨대, 다문화교육 관련자 모두가 각각의 몫을 충실히 할 뿐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여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문화가정은 물론 일반 학생들을
다문화 사회 속의 시민으로 길러낼 때 새로운 다문화 사회를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의 곳
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한 가지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을 위한 프
로그램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 프로그램과 다문화가
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적응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위한 것으로 잘 못 이해되
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당장은 매우 필요한 인식이며 접근이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
인 안목을 가지고 다문화 사회에 대처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는 교과 프로
그램에 비중을 두고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 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학생들은 물론, 그들 가정을 위한 학교 밖 체제의 지원도 공유된 철
학과 인식을 가지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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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서 종 남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

Ⅰ

.

머리말

아직도 일부에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는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비롯되는 인종주의적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들은 외모와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분명 한국인으로 함께 살아가야할 우리국민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 초 중등
교사들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이 같은 이유로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은 여전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국민
적 정체성으로 특징지어지던 단일문화사회로부터 다문화사회로의 전이는 산업사회에 부
응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대부분 이주근로자나 결혼이민자 그리고 새터민 등, 수혜의 대상
인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삼아왔다. 소외계층인 이주근로자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 등
을 익힘으로써 정주국인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다문화
교육으로 이해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이주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인권보호 등으로, 한국사회에 안정
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정주국의 문화와 관습을 익히듯 일반인들 역시 이주민들의 문화
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상호이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다루었지만 근래에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위해 많은 변
화와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이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사회도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 교육, 특히 생활지도와 상담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본다.

- 410 -

Ⅱ

.

한국 다문화가정의 이해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과 같이 인종이 다르거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커플,
혹은 그 이상의 결합으로 생성된 가족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이주근로자가정과 국제결혼가정 그리고 새터민가정 등 문화적 배경이 다
른 가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순혈주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한국사회도 단일문화 내지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일 수 없으며, 다양한 인종과 그들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민족국가 또는 다
문화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다문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순수한 단일민족으로만
구성된 사회는 지구촌에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주근로자가정은 같은 국적의 사람들끼리 결혼한 가정과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국
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한 가정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
들의 모국의 문화와 정주국인 한국의 문화 등, 이중 삼중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으
로 이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의 자녀를 ‘혼혈아, 코메리칸(한국인과 미국
인 사이의 혼혈아), 아메리시안(미국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아), 아이노꼬(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아), 코시안(KOREAN과 ASIAN의 합성어로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웅, 1996년 처음 사용)’등으로 불러 왔으나 이제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부른다.

2. 다문화가정의 성립 및 유형

1) 이주근로자가정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
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주근로자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이주근로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이주근로자 간에 국내에 들어온 후 결혼하여 형
성된 가정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로 이주한
가정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들 가족 구성원 중에는 아동들도 적지 않다, 그 아동들은
대부분이 미등록근로자이다. 이 중에는 이주근로자와 한국인 사이의 아동도 있으며, 이는
중국, 몽골,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남성(또는 여성)과
결혼한 경우이다.
(표-1) 외국인 근로자 남녀 성비(지방 행정국) 2008년
구 분
계
남
여
482,870
408,471
891,341
외국인주민 전체
(100%)
(54.2%)
(45.8%)
437,727
301,556
136,171
외국인근로자
(49.1%)
(33.8%)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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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전체 437,727명 중 조선족 50.8%, 동남아 28.5%, 중국 7.2%, 남부아시
아 5.1%, 몽골 3.3%, 중앙아 2.2% 순으로 조선족과 동남아 출신이 다수이다. 또한 성별로
는 남성이 68.9%(301,556명)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조선족의 경우 여성이 44.6%(99,336
명)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지방 행정국, 2008)
2) 결혼이민가정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자본과 상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사람도 활
발히 이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노동력에서의 이주근로자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nt workers)가 심화되고 있다(Castles and Miller, 1998 : 9; Kofman, 1999 ; 270 재
인용). 특히 아시아 지역이 이주근로자의 여성화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은 성(gender)과 전지구화(globalization) 및 이주(migration)현상으로부터 복합적인 영향
을 받고 있다. 그들은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workers)이면서 아내
(wives), 어머니(mothers)라는 가족 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Jones and Pratten, 1999
재인용).
결혼이민가정은 1988년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을 시작으로, 1990년대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으로 활성화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주도가 되어
외국여성이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웨딩 대표는 고학력 전문직의 결혼 적령기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택하는 이유를 결
혼에 대한 한국여성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졌고 아내의 나라
인 제3세계로 이민을 가 사업하기가 쉬우며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글로벌한 2세를 얻을
수 있고, 결혼비용 또한 한국의 5분의 1로 저렴하다는 등의 장점을 제시했다.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 성비가 112.4인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되는 11~20세 남성들의 결
혼 적령기가 오면 국제결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유엔본부, 로이터 통신 한
겨례 11월 21일 재인용).
(표-2) 국제결혼 현황(통계청) 2006년

총 결혼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결혼건수 구성 비율 결혼건수 구성 비율 결혼건수 구성 비율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의 비중이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
로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 국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1.9% 2005년 13.6%
2006년 11.4% )
(표-3) 여성 결혼 이민자 출신국(통계청)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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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 이민자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미국 우즈베
키스탄 기타

총 혼인 건 수 계(a)

332,752

30,208 14,608 10,131 1,484 1,157 594 394 334 314 1,192

(표-4) 외국인 현황 (지방행정국) 2008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기타 국제결
국제결
구 계
기타 소계 혼인귀 사유로 혼가정
소계 외국인근
혼이주
유학생
분
로자 자
외국인
화자 국적 자녀
취득자
합 891
100 767,8 86. 437,7 49. 102,7 11. 56,2 6.3 171,1 19. 65,5 7.4 41,6 4.7 23,8 2.7 58,0 6.5
,34
계 1 .0% 23 1% 27 1% 13 5% 79 % 04 2% 11 % 72 % 39 % 07 %

(표-5) 외국인 출신국 (지방행정국) 2008년
동북아

동남아
남부
인
아
중국 대 일 몽 베 필 태 도
구분 계 중국 (조선
트 리 국 네 기타 (네팔
만
본
골
등)
족)
남 핀
시
아
137,4 378,3 20,1 23,9 21,6 77,1 51,5 29,5 22,8 15,8 32,88
891,341
41 45 50 41 34 94 52 89 28 87 1
외국인
전체
2.3 2.7 2.4 8.7 5.8 3.3 2.6 1.8 3.7%
100.0% 15.4% 42.4
% % % % % % % % %

중앙
아
(우즈 미 러시 기타
베키 국 아
스탄
등)
15,18 27,2 5,78 31,69
4 30 9 6
0.6 3.6%
1.7% 3.0
% %

(표-6) 국제 결혼 이주자 출신국 (지방행정국) 2008년
일 본

대 만

몽 골

3%

2%

기 타
7%

6%

중 국
22%

동 남 아
28%

◆

조 선 족
32%

국 제 결 혼 이 주 자

◆

(1) 외국인 어머니 가정 : 여성의 국제결혼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서 출발한다. 자
본주의 사회에서 나라들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가난과 실업이 만연
한 송출국 사회와 가부장적 문화 그리고 신부 부족을 외국여성으로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려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의 역할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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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아버지 가정 : 외국인근로자 남성과 결혼한 가정은 그 여성들이 한국생활
전반을 책임지게 되어 중압감을 느낀다.
(표-7) 국제결혼 이주자 성비 (지방행정국) 2008년

구 분
외국인주민 전체
국적미취득 국제결혼이주
자
자
국적취득자 혼인귀화자

계
891,341
(100%)
102,713
(11.5%)
41,672
(4.7%)

남
482,870
(54.2%)
13,711
(1.5%)
2,991
(0.4%)

여
408,471
(45.8%)
89,002
(10%)
38,681
(4.3%)

국제결혼이주자는 102,713명으로 그 중 조선족 31.6%, 동남아 28.2%, 중국 22.1%, 일
본 5.8%, 대만 3.3% 순으로,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제결혼
이주자는 세계화 물결의 흐름에 따라 전 지역이 증가추세이며, 대부분이 여성(86.6%)
이다.
3) 새터민가정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새터
민 가정의 자녀는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아동 청소년과 한국에서 출생한 새터
민의 자녀를 말한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면 하나원에서 3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한다. 거기서 퇴소하면 한국의 일반학교로 편입될 수 있다.
90년대 중반서부터 새터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중 학령기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학령기(6～20세)에 해당하는 인원은 997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
나 이들 중 69.8%만이 취학하였고, 일반학교 재학자는 432명으로 43.3%에 불과하다. 나
머지는 15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정규 학교에서 교육받거나(264명, 26.5%), 독학, 또
는 사회 진출(301명, 30.2%)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8) 새터민 연도별 입국 현황 (사이버통일교육센터)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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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남(명) 564 32 235 564 513 468 625 422 509 570 274 4,776
2 71 479 625 813 1,269 961 1,509 1,974 993 8,739
여(명) 43
60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1,267 13,5
합계(
명)
7
15
비고 7
6% 23% 46% 55% 63% 67% 69% 75% 78% 78% 65%
(여성
%
비율)
국내 입국 새터민 수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총 13,515명이다. 이 중 성별로는 ‘2001까
지 남성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반전되면서 여성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현재 남성
22%, 여성 78%) 또한 증가추세를 보면, ‘98년 이후 매년 2배씩의 급증세를 보이다가‘2001
년 1,000명을 상회하고부터 증가세가 안정화를 보인다. (‘2005년 1,383명 입국으로 잠시
하락하기도 함)
(표-9) 새터민 지역별 거주 현황 (사이버통일교육센터)2008.

지역
인 원(명)
지역
인원

서울 경기
4,454 2,939
(35%) (23%)
충북 충남
343 387

인천
1,159
(9%)
경북
337

대구
373
경남
365

광주
280
전북
191

대전
377
전남
242

울산 부산 강원
161 603 263
제주
계
78 12,552명

새터민의 국내 정착 현황을 살펴보면, 거주민의 약 78%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거주
하고 있다.
(표-10) 새터민 연도별 현황 (통일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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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새터민 청소년 취학률(한국 교육 개발원) 2005년
100
90

98.8
94.3

92.2

85 .7

80
70
60
49.1

50
40
30
20

6.6

10
0
초등

중학

일 반 청소년

새 터 민청소년

- 416 -

고등

Ⅲ

.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교육

다문화가정의 생활지도는 언어, 문화, 인종, 국적이 다양하고 외모가 다를지라도 상호이
해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자녀는 이주근로자가정과 결혼이민자가정 그리고 새터민가정 등이 있다. 이
들은 한국문화와 가져온 문화 등 여러 문화를 접하고 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으로 포함
시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
히 이주근로자가정 자녀의 경우, 이주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
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미등록 근로자’의 신분이어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또한 증가하
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12) 다문화가정 자녀 지역별 현황 (지방행정국) 2008년
구분
외국인 주민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
합계
891,341
100.0%
58,007
6.5%
서울
260,019
29.2%
7,500
0.8%
부산
33,192
3.7%
3,057
0.3%
대구
22,822
2.6%
2,254
0.3%
인천
49,253
5.5%
3,054
0.3%
광주
13,077
1.5%
1,608
0.2%
대전
14,682
1.6%
985
0.1%
울산
14,667
1.6%
1,068
0.1%
경기
277,991
31.2%
11,131
1.2%
강원
15,236
1.7%
2,590
0.3%
충북
22,669
2.5%
2,584
0.3%
충남
36,591
4.1%
3,421
0.4%
전북
18,423
2.1%
4,283
0.5%
전남
20,551
2.3%
4,902
0.5%
경북
36,685
4.1%
4,235
0.5%
경남
50,431
5.7%
4,601
0.5%
제주
5,052
0.6%
734
0.1%
다문화가정 자녀는 외국인주민 전체 891,341명 중 6.5%에 달하는 58,007명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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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는 경기도와 서울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표-13) 국제결혼가정 자녀 연령별 분포 (지방행정국) 2008년
16~ 18세
4%

13~ 15세
6%

7~ 12세
32%

◆

6세이하
58%

국 제 결 혼 가 정 자 녀◆

(표-14)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국적별 현황 (지방행정국) 2008년

(단위 : 명)

국적 계 동북아 동남아 남부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 미국 러시아 기타
(네팔 등) 등)
연령

만세
이하
만세
만 세
만
만 세
만 세
이하
6

7

17,706

12,865

281

538

865

171

714

(53.4%)

(38.8%)

(0.9%)

(1.6%)

(2.6%)

(0.5%)

(2.2%)

33,140

~
18,691

12

13~

3,672

15

18

14,085

2,937

130

121

829

88

501

(75.4%)

(15.7%)

(0.7%)

(0.6%)

(4.4%)

(0.5%)

(2.7%)

2,751

316

30

28

391

24

132

(74.9%)

(8.6%)

(0.8%)

(0.8%)

(10.6%)

(0.7%)

(3.6%)

1,857

201

14

26

306

21

79

(74.2%)

(8%)

(0.6%)

(1%)

(12.2%)

(0.8%)

(3.2%)

2,504

다문화가정 자녀는 만 6세 이하가 전체 58,007 명 중 33,140명으로 58%를 차지함.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 정립

자아정체감은 라틴어의 identities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일한 것이다’또는 ‘본인이 확실
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자아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James는 심리학의 원리(198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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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지자로서의 자기’ 즉, 경험적 자기로 구분하였다. 자아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속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능력, 사회적 역할을 융합하여 하나의 자아를 찾으려는
자아통합과정이다.(이윤주, 2001).
자아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자신의 삶에서의 동일성과 연속성이다. 특
히 청소년기에는 동년배와 가족 이외의 지도자들과 새로운 동일시를 통해서 형성된다. 자
아 정체감이 형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개인’으로서 지각하고 자기 일관성 내지는 전체감(feeling of
wholeness)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변세권, 2001)
자아정체성은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고, 느끼
며, 새로운 방법으로 꿈꾸고, 계획 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상에 맞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능력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자아정체감은 Erikson에 의해 소개되고 발전된 개념으로 그는 자아정체성을 타인에 의
해 자신이 갖춘 동일성 및 연속성과 부합되는 내적 통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
한 현실감이라고 보았다.
자아정체성은 환경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아동기에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요소인 가
정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어져야 한
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아동은 친구뿐 아니라 다른 아동들과도 상호
작용을 잘하고, 갈등도 수월하게 해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자아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와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자신감을 지닐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
정 자녀들은 이중문화를 동시에 수용하며 자라기 때문에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
경적 조건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창조력이 뛰어날 수도 있어, 세계화시
대 부응하는 고급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문화가정 자녀 정체성을 위한 페스탈로찌 교육

페스탈로찌는 상류층 자녀중심의 교육을 서민층의 자녀교육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주로
교과서를 암송하던 교육을 생활과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확장 시켰다. 뿐만 아니라
학교 중심 교육에서 어머니에 의한 자녀교육(가정교육), 나아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까지도 포함하는 국민교육으로 변화시켰다.
페스탈로찌는 『게르투르트의 자녀교육론』을 통해 당시의 타락한 문명의 틀과 굴레에
서 어린이들을 해방시키자는 자연교육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물의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바르게 체험하고 이해하는 힘을 길러줌으로써 직관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행한 것이다.
즉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과서에서 활자로 가르치기 보다는 다문화 친구와 편
견 없이 우정을 지니게 함으로써 이웃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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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교육의 인간화 원리로, 페스탈로찌는 기능중심 직업교육을 거부하고 전인적 직업교
육을 주장하였다. 이는 각 개인의 처지나 능력, 여러 계층적 요구에 적합한 직업능력으로
발전시키는 전인적 노동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페스탈로찌의 자녀교육 방법은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에도 잘 부합된다고 생각
한다. 생활과 경험을 중시하고, 어머니를 통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강조하며, 전인교육
을 지향함으로써 참여적이고 다각적인 전인교육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교육은 생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4.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1) 가정교육
(1) 국제결혼한 부모의 양쪽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를 익혀서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한다.
(2) 국제결혼한 부모의 모국에 가 봄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국
제적 감각도 키우며,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갖게 한다.
(3) 노동 현장에서 일에 시달리거나 농촌에 살며 농사일에 지친 한국인 아버지와 외
국인어머니로 구성된 가정들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들이 그들 자녀의 교육에 무관
심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 아버지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
상담과 자녀교육을 위한 상담을 해 준다.
(4) 가족단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생만의 상담 및 지도가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포
함한 가족상담 및 지도가 필요하다.
(5)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을 한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가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있다(장수초등학교, 2008).
이상과 같이 다문화가정 내의 문제가 적지 않음으로 상담 및 부모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가정생활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2) 학교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부분은 받아쓰기 시험이 어렵다고 한다. 한글 사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 부모의 한글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습과 관련된 알림장 등 준비물을 그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과제를 할 때,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가
돌봐주지 못하면 학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사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에게 자녀
의 학습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대부분이 생계 문제로 학교 행사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또래들로부터 소외되
기도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급에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교사가 그 나라
를 차별하는 느낌이 들면 학생들은 상처를 받게 된다. 독도문제나 일본, 중국 교과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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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문제와 같이 특정 국가와 관련된 국제적 이슈가 교육의 장에서 논의될 때는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는 종교문제나 우리보다 약소국가에
대해 가르칠 때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가진 민족의 자녀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객관
적인 정보와 수용적 자세로 지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학교 교육내용에 여러 문화
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를 조사하는 것은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다문
화시대 교육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초학습 교과교육을 통해 학교공부와 상급학
교 진학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세계의 음악과 미술교육 등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

Ⅳ

.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는 언어, 문화, 인종, 국적이 다양하고 외모가 다를지라도
상호이해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크게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로 구분된다. 교수-학습활동은
학생의 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간적 성숙을 목적으로 한다. 다
문화생활지도는 다문화적 요소가 적용된 생활지도방법이다.

1. 생활지도의 개념

생활지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한다는 의미이다. 즉 넓게는 개
인의 일생동안의 인생목표, 좁게는 학교에서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개
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지적 인격적 제 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도우며,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기지도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조력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생활지도 역시 하나의 과정이고 노력이며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주위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도적인 지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생활지도의 목표

1)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학생들 자신의 노력으로 그들의 여러 자질을 발견하고 그 것을 최대한으
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3)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여 스스로 해결 하도록 한다.
4) 학생으로 하여금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적절하게 적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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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학생으로 하여금 성숙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영구적 터전을 마련하도록 한다.
6) 학생으로 하여금 지적,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조화
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7)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사회를 위하여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목표들을 보면 생활지도는 학생들을 도와 각 개인의 자율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생활지도의 필요성

현대교육에서 생활지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민주사회는 개인의 인권이 선행되고 전체를 위하여 개인이 무시될 수 없는 것이 특징
이다. 따라서 민주교육은 개인적 요구가 교육의 목표나 내용, 그리고 방법에 구현되어야
만 하며, 자아실현의 방법으로 생활지도가 요구된다.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의 개성을 신
장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는 최대한으로 부여해야하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곧 생활지
도이기 때문이다.

4. 생활지도의 영역

생활지도는 원래 직업지도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학생개인의 전
인적인 발달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
1) 학업지도 : 학업지도는 교육적 측면의 지도로서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학
업부진아의 효과적인 학습방법 지도, 학습동기 유발 방법 등이 포함한다.
2) 진로지도 : 진로지도는 크게 진학지도와 직업지도로 나눈다. 이는 학생의 적성, 능
력, 흥미, 주위 환경적 조건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이나 직업의 세계, 계획, 준비, 적
응을 돕는 활동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그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학업능
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인성지도 : 인성지도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심리적,
인성적 발달과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유아기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4) 건강지도 : 건강지도에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관계되는 문제를 지도하는
활동이다. 신체적 장애에 대한 상담이나 불안, 노이로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정신위생 및 정신건강 교육이다.
5) 여가지도 : 여가지도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과활동 이외에 개인의 여가를 보람 있
게 보내도록 돕는 지도를 말한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촉진해 나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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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성지도 : 사회성지도는 사회의 충실한 구성원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교유관계,
가족관계의 수립과 유지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말한다.
7) 가족관계지도 : 부모 또는 형제, 자매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비롯한 가정생활에
서의 적응문제를 지도하는 것이다.
8) 성 지도 : 성교육은 남성과 여성 간의 육체 및 심리적인 관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지도 또는 예방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과학
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으로, 성의 과학적 접근으로 이상적인 정신생활을 할 수 있도
록 교육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교육은 자신의 육체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
게 하고, 남녀관계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도우며,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성에 관한 문
제들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도록 한다. 또한 육체적 성의 지식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 형성과 아름다움 성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
록 고전이나 이상적 모델에 대해 교육시킴으로써 이상적 성관을 정립시킬 수 있도
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9) 도덕성 지도 : 도덕성 지도는 인간이 공민으로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과 윤리 등을
지도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물질문명이 만연한
오늘날에는 도덕성 지도가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비도덕적 행동을
조장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나친 조기 도덕성 교육은 심리적 불균형을 유발
할 수도 있다고 하나, 인성이 이루어지는 유아기에서부터 체계적인 도덕교육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5. 다문화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및 자녀 생활지도

1) 학부모 네트워크 :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들의
대인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내의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이 필요하다. 즉 학
부모의 네트워크는 자녀의 또래 네트워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더욱 세심한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춘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매우
예민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다문화가정 자
녀의 경우 더욱 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감정이 풍부해
지고, 사고능력도 발달하며, 자신을 확인해 보려는 욕구도 갖는다.
이 시기에는 자녀의 요구나 행동에 대해 거절을 할 때에도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또한 그 자녀들이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는 홀로 있
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해 주는 것이 좋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평정을 되
찾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보기에는 자녀의 생각이나 감
정이 미성숙해 보일지라도 존중해 줌으로써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들이 실
수를 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조언을 해줌으로써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고,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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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삼도록 한다.
3)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 집단 따돌림 : 집단 따돌림은 교사가 없는 곳에서 행해진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 등의 격차로 인해 집단 따돌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표면화되기 전 교사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집단 따돌림이 발
생하면 교사는 빠른 상황파악으로 문제해결을 도와야 한다. 이때 피해 학생은 선
생님께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가해 학생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더 심하게 따돌
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게 “무엇
이든 얘기해 보라”고 하여 보지만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잘 표현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유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참 힘들었
겠구나. 선생님이 도와주면 덜 어렵지 않을까. 그때의 일을 말해 주지 좋을 텐데”
하는 방법으로 말문을 트게 한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보다 심층적인 접근으로 라
포를 형성해 가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감이 형성되면 피해학생은 자신의 고통을
조금씩 더 꺼내 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학생의 마음
을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 교사들이 문제해결에 집중한 나머지 사실을 밝혀내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교사는 피해학생의 생활전반에 관해
배려해 줌으로써 피해학생의 마음 속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사회생활 지도 : 언행에 따른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성 문제는 가정에서의 생활지
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학교생활에 심리적 부담
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에서는 위축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일반아동과는 달리 사회의 고
정관념이나 편견으로 부담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순
탄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
요하다. 문화의 격차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공존정책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0월 안산
시가 주관하고 안산에 소재한 ‘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마당>에서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의 사업 중, 서종남 부소장이 진행하는 <찾아가
는 다문화 체험학습 교실> 행사로 이루어 졌던 <이야기와 노래로 배우는 다문화
일일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검증되었다. 일반인은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와
그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작품과 노래를 통해 다문화를 배우
는 행사였다. 그들은 외국과 한국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일반인과 여러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세계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를 익히고 노래를 배움으로써 서로 편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로인해 스스럼없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자신들도
놀랍고 기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 학업 지도 :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전교 회장을 하거나 반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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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학력이 떨어진다. 이는 대체로 다문화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 저
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과 후 학급활동 등을 통해 교사가 그들의 학습을 돕
고, 그 부모들에게는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자녀 지
도방법을 배울 수 있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 급식 지도 : 다문화가정 자녀의 식습관은 어머니의 식사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
는다. 대부분 어머니가 중국동포나 일본인인 경우는 한국 위주의 급식에 거부감이
적다. 그러나 러시아나 필리핀 또는 방글라데시 등의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식 나물 등 채소류나 매운 음식을 기피하고 튀김이나 육류를 선호하기
도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 어머니들이 김치 등 몇 가지 정도의 한국음식을 해 주
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서도 한식 위주로만을 하기 보다
는 가끔은 각국의 전통음식을 한가지씩이라도 제공하여 준다면, 음식을 통해 다문
화 이해교육을 도울 뿐만 아니라 편식도 어느 정도 고쳐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미국 대학의 카페테리어에서 동양의 국경일에 그 나라 음식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즐겨 먹으며 매우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그럴 때 유학생들은 음식을
통해 향수도 달랠 수 있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만족감도 느꼈을 것으로 본다.

6. 생활지도자로서의 교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전문상담교사만의 임무는 아니다. 담임교사는 담임으
로서의 학급관리를 통해, 교과교사는 수업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과 이외의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교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시
간과 공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 긍정적 가치관의 소유자
생활지도의 철학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잠재가능성이 인정된다. 이는 인간과 사회의
긍정적인 면이 강조된 철학이다. 부정적 측면을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긍정적
요소를 키우고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집단, 사회는 자체적으로 문제,
갈등, 고통을 감소시키는 경향과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긍정적인 가치관이 상
담자와 생활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
2) 자기개발의 모델
상담자와 생활지도자들은 자기개발을 하여야 한다. 학생에게는 발전, 성장, 변화를 요구
하면서 자신은 정체되어 있다면 이는 모순이며, 학생지도를 저해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
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이상적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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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정책과 행정절차 준수
학교상담과 생활지도는 교육이라는 제도적 틀과 학교라는 제도적 조직 안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이다. 담당교사에게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주어지지만 교사는 제도적, 조직적
틀을 벗어나 학교상담이나 생활지도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생활지도
자로서의 교사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며, 학교에서는 학교장
의 방침과 동료교사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Ⅴ

.

맺음말

한국사회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가 매
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은 사회적 문제로서 다문화가정자녀
를 위한 생활지도는 물론 교과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요소로서의 교과내용은 우리의 문화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상이성을 느
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교육받는 일반학생들을 교육을
위해서도 다문화교과교육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이내에 한국은 외국인 거주민의 수가 전 인구의 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다문화국가로 분류가 된다. 이 같은 한국사회의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실행해야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교육 능력을
함양해야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와 생활습관의 격차로 인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특
히 학교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은 적지 않다는 호소이다. 이는 언어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정체성 상실 등의 문화충격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문화상담은 개인상담에 비해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반응을 즉각적으로
시도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집단상담이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는데도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다. 집단 원들과 다문화상담지도자가 같은 공
간에서 갖게 되는 서로의 신체적 근접성은 상호간의 정서적 만족과 대인관계를 보다 수
월하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집단상담자는 집단원 개개인의 말과 행동에 세심한 관심을 두고 적
절히 반응해야 하고, 한 사람의 집단원이 다른 집단 원들과 집단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
고 있는가도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격고 있는 문제들, 즉 그들 주변 환경간의 끝없는 상호작
용, 또는 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는 선생님이나 또래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가 다
문화가정 자녀에 미치는 영향들을 간과하지 말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생활지도와 상담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삶에 끼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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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다문화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모델은 바로 대자연이다. 자연의 일부인 인
류 역시 그 섭리를 따른다면 이 세상은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각양각색의 꽃과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돌멩이 하나조차도 있는 그대로 자기의 역할을 해낸다. 거기에는 차
별이 없다. 단지 다르다는 것만이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이 다양한 문화를 소유한
사회와 인종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도 순연의 모습-문화생
태 이론(Theory of Eco-cultures, 서종남2008)-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순연의
모습, 즉 ‘eco-cultures’는 필자가 새로이 만든 다문화용어로서 ‘ecosystem(생태계)’에서
차용한 것이다. ‘ecosystem’이 식물, 동물, 인간 등의 생물체 간 , 그리고 그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의 균형 관계를 말하듯이 ‘eco-cultures’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
진 사람들이 상호균형을 유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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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을 위한 초등 교수학습과정안(초등)
설 규 주 (경인교대 교수)

Ⅰ

.

교사 전문성과 수업 전문성9)

1. 교사 전문성의 핵심으로서의 수업 전문성과 그 기준
외국의 평가전문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업평가 기준, 교육실습학교에서 배포한 수
업관찰 지침, 인천·경기 지역의 교사와 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좋은 수업’에 대한 의견
조사, 수업 관찰 및 면담 결과 등을 통해, 초등수업의 어려움과 좋은 수업의 요소, 수업평
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규범적,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
을 탐색해 보았다.10) 그리고 다음 표와 같이 3단계 10영역 28개 요소로 구분하여 수업
전문성의 기준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앞서 고찰한 글레이저의 수업 단계와
NBPTS의 단계 구분 방식을 일부 반영하였는데, 아래 표에 있는 굵은 글씨가 그러한 부
분을 나타내고 있다.

9) 이 부분은 설규주(2007)의 내용을 일부 발췌, 인용하였다.
10)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외에도 그리피스(Griffith, 1973), NBPTS(2001b), 인천시교육청․경기도
교육청 수업실기대회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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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영역
1. 교과에 대한
지식
2. 학생과 학습
환경 이해
3. 수업 설계와
준비

기본
지식 및
수업 전
태도
단계
수업
기획
4. 목표
5. 내용 및 동기화
수업 실행 6. 방법
단계
7. 구성원 간의 관계
8. 평가
9. 수업에 대한 반성
수업 후
단계 10. 전문성 함양

2. 좋은 수업의 의미와 의의

요소
(1)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2) 교과내용에 관한 지식
(3)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지식
(1) 학생의 배경 변인 파악 (2) 학생의 수준과 발달 단계 파악
(3) 학생의 개인차 고려 (4) 교실 및 지역사회의 특성 고려
(1) 수업목표 설정
(2) 수업 내용 조직
(3) 학습방법 선정 및 재구성 (4) 학습자료 제작 및 준비
(5) 학생 평가 계획 수립
(1) 수업목표와 절차 제시
(2) 수업목표 도달 확인
(1)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유발 (2) 내용의 구조화/명료화
(1) 수업방법의 융통적인 활용
(2) 수업자료와 매체 활용의 타당성/적시성
(3) 활발한 학생 활동과 참여
(1) 활발한 상호작용과 존중
(2) 학생의 문제 행동 및 돌발 상황에 대처
(1) 타당성있는 평가 실행 (2) 평가 결과의 활용
(1) 자기 반성 및 평가
(2) 협의회를 통한 동료 평가
(1) 지속적인 교재 연구
(2) 교사 모임, 학회, 대학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3)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통한 피드백

위에서 정리한 수업의 전문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업을 곧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좋은 수업은 단지 교사가 가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다
는 것으로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을 실제 수업에서 발현해 내는 데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좋은 수업’이란 다시 말해서 ‘잘된 수업’, ‘효과적인 수업’이
라고 표현할 수 있다. 효과적인 수업은 기획 및 준비 단계에서 의도했던 결과를 산출하는
수업, 즉, 해당 교과 또는 주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거기에 도달함으로써 어떤
뚜렷한 메시지와 의미를 남기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업은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체이므로 어느 한 요소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곧 ‘좋은 수
업’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병렬적으
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다른 요소들을 견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 목표에 따라 내
용을 조직하고 방법을 선정하며 평가를 기획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목표에 비추어 수업에
대한 반성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좋은 수업,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수업이란, 화려한 기법이나
이벤트에 의해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과 및 주제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목표와 기
본적인 내용을 조직하고 그것으로부터 방법이 파생되어 학생들과 소통하고 다양성을 포
용하면서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업에 다름 아니다. 단지 ‘어떤 매체를 사용하였
다’, ‘무슨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등의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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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메타적인 차원의 반성을 통하여 ‘이번 수업에서 목표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번
수업을 통해 그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등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의미가 수업에서 오로지 목표만 도드라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좀더 정
확히 표현하면, 수업의 전과정에서 목표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수업은 곧 그 수업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수업이며 수
업의 전문성 역시 거기에서 비롯되고 거기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11)
한편, 위에서 제시한 수업 전문성 기준은 일종의 ‘이념형’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이른바 ‘실패’와 ‘딜레마’로 규정될 수 있는 현상이 수없이 많이 나
타날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범주화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수업의 구조와 흐름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좋은 다문화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의 의의와 요소
.

1. 교수학습과정안의 의의
수업설계를 토대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사는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안을 작
성해야 한다. 교수학습과정안, 즉 수업 계획안(lesson plan)이란 구체적인 수업을 대상으
로 하여 수업의 목표, 진행방법, 구체적인 내용, 학습자료, 평가방법 등을 계획하여 미리
서술한 것으로 수업을 위한 일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함으로써 수업을 미리 계획하여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과정안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수학습과정안 역시 수업의 종류, 목표, 성격, 교사의 전문적 판단 등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목, 목표, 학습방법, 학습자료, 시간
별로 제시된 학습활동, 그리고 평가방법 등이 수업지도안에 나타나 있어야 수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교수학습과정안의 요소
11)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과 수업 전문성 기준에는 주로 교사의 투입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니얼
슨과 맥그리얼은 학생 중심의 결과 변인에 너무 집중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들
은 결과 변인 중에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에 의해 평가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교실에서의
변화를 다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입 변인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Danielson &
McGre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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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과정안에는 수업의 단계가 제시되어 있다. 수업 단계는 일반적으로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학습 모형의 단계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수업 단계를 도입, 전개, 정리 단계
로 나누어 체계적인 교수학습과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입 단계
1) 선행 학습 상황 확인
이전 학년이나 특정 과목에서의 관련 내용 학습 상황을 확인한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출
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 동기 유발
본시 다문화 수업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나 간단한
활동을 제시한다. 동기 유발이 단순한 흥밋거리로 그치지 않도록 학습 목표 및 내용과의
관련성을 늘 고려해야 한다.
3) 학습 목표 제시
본시 수업의 의의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학습 목표는 내용 요소와 행동 목표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원인을 조사하여 설명
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와 특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등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한편, 학습 목표는 반드시 한 개만 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두 개 이상 학습 목표를
제시할 경우 내용적 측면 또는 행동적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2. 전개 단계
1) 수업의 구조화
교수학습과정안에는 수업의 얼개가 구조화되어 있어야 한다. 구조화는 두 가지 방식으
로 가능하다. 첫째, 서사적인 구조화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절되지 않고 일정한 흐름 속
에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둘째, 영역별, 단계별 구조화로서 내용 영역이나 활동 단계에
따라 어느 정도 독자적인 성격을 띠는 하위 영역, 하위 단계를 여럿 포함하는 것을 말한
다. 이것은 수업의 목표와 맥락에 따라 선택하거나 조합할 수 있다.
영역별, 단계별 구조화 방식을 취할 경우 2∼3개의 하위 영역이나 단계를 포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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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로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 관련 문제를 인지하기 위한 상황, 배경 지식 파악 정
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이를 심화하여 문제해결이나 가치 습
득 등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습 자료 제시
교수학습과정안에는 수업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가 제시되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배
포되는 활동지, 교사가 보여주는 사진이나 신문 자료, 인터넷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주소
와 주요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교수학습과정안을 직접 활용하는 교사는 물
론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수업의 전체적인 얼개와 세부적인 내용을 균형있게 파악하기 위
해서이다.

3. 정리 단계
정리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학습 정리와 평가가 포함된다. 학습 정리는 교사가 설명한
내용,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 등에 대한 요약, 정리,
확인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에서는 학습한 내용에 대한 형성 평가, 수업의 의의
에 대한 평가, 학습 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등이 가능하다.

Ⅲ

.

설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 계12)

1.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유형 설정
다문화교육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을 띨 수 있다. 그러한
유형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구분 방식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선
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현상, 전략,
규범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가 완
전히 구분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차이는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현상: 사실로서 존재하는 다문화적 상황을 그대로 교육현장에서 서술
2) 전략: 개인과 국가의 생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
3) 규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흐름을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
현상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비주류이자 소수라는 이유로 억압되어
12) 이 부분의 1은 설규주(2004)의 내용을, 2는 설규주(2009)와, 곧 발간될 『초등 다문화교육』에서 필
자가 집필한 내용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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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문화를 더 이상 감추어져 있기 어렵게 된 사회적 환경에 발맞추어 공적인 학습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주류 문화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러이러한 소
수 문화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전략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문
화적 충격이나 갈등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손해와 고통을 예방하고, A라는 문화에 대해
서는 A'라는 대응을, B라는 문화에 대해서는 B'라는 대응을, (A+B)에 대해서는 (A+B)’
라는 대응을 함으로써 문화적 주체의(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적응력과 경쟁
력을 높이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경제적 이해관심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규범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능동적, 적극적이면서도 경제적 가치 이외의
도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민주적 가치 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전략으로서의 다문화교
육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어느 하나의 특정 문화의 주도적 위치
의 확보나 경쟁력 강화, 이윤 추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 공동체의 구성원으
로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문화권의 목소리에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고 그것을 공적인 논의의 장으
로 끌어들이되,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러한 문화권의 요구가 민주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져
보게 된다.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지금까지 규범으로서의 세계시민사회, 규범으로서의 다
문화주의를 지지해 왔다. 다문화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범적 관점을 취할 필요
가 있다.

2. 다문화교육의 내용 선정 및 조직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지식, 기능, 가치·태도 면으로 나누어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범주, 하위 요소, 해설의 수준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초등학생들에게 제시할 때는 아동의 수
준에 맞게 번역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내용 범주 및 요소는 어느 한 학
년이나 교과를 전제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활용할 때는 대상 학년이나 교과의 특성에 맞
게 재구성될 필요도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도 얼
마든지 가능하다.
한편, 지식, 기능, 가치·태도 측면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각각 순서대로 학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영역의 내부에서도 반드시 여기 제시된 것과 같은 범주 및 하위 요소의
순서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이념형적으로 구분했을 뿐, 실제 수업에서는
영역 간, 그리고 영역 내의 범주와 하위 요소들이 서로 넘나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여기서는 각 범주에 대해 2∼3개의 하위 요소를 배치하였지만, 각 범주나 각 하위 요소가
동등한 분량이나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업에서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 적
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지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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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 요소
해설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
문화의 의미와 의의 공통적인
문화의 기능과 의의
① 문화 일반 이해
보편성, 다양성, 상대성 등
문화의 특징과 속성 문화의
학습성, 축적성, 공유성, 총체성, 변동성 등
세계화, 다원화 세계화, 다원화가 다문화 현상에 끼친 영향
② 다양한 문화 현상
세계 공동체 협력과 공존이 요청되는 상호의존적인 세계
여러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 세계
문화 상대주의적 인식
한국 문화의 특징 고유한 한국 문화의 구성 요소와 그 특징
③ 한국의 문화적,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특징과 양상
사회적 상황 이해 한국 사회의 변화 다양한 유입 집단과 그 특징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원인 및 전망

지식 영역에서는 문화 일반, 다문화 현상, 한국의 상황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다문화 현상 그 자체에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와 ‘다(多)’를 나누어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즉, 문화 일반에 대한 이해를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문화
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거나, 타문화를 대할 때 단순한 호기심 거
리로만 여기지 않도록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언급해 주
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세계적으로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증가하는 원인의 하나로 세계화 및
다원화 추세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때 문화 일반에서 다룬 보편성과 다양성의 의미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은 문화상대주의적 인식과 태도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가치·
태도 영역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포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러한 문화 일반, 다문화 현상 일반에 관한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될 때
진정으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한국 문화의 특징,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징후를 포함한 변화 양상 등을 다루면서 ‘한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이라는
맥락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에서의 다문화교육 프로
그램을 단지 번역하는 수준으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
국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다룰 때에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 사회의 고유한 문화
및 최근의 다문화적 특징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입 집단을 다
룰 때 새터민, 재중 동포, 재중앙아시아 동포 등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능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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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 요소
한국어과 글
모국어와 글
의사소통

해설
한국어 습득 및 표현 능력
① 의사소통 기능
모국어 습득 및 표현 능력
언어와 상징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현상 이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② 다문화 현상 조사 다문화 현상 조사 문화적 요인에 의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
및 해석 기능
한 사실 확인
다문화 현상 해석 다양한 관점에서 다문화 현상 분석 및 해석
평등한 대화, 타협, 다수결과 소수
민주적 절차 준수 자유롭고
의견 존중 등의 원칙 준수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 의
③ 대인 및 집단
의사결정
사결정 및 집단 의사결정
기능
갈등 해결
문화적,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평화적 해결
협력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및 협동

기능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현상 분석 능력, 대인 및 집단 기능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 중 하나
이다. 언어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습과 소통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
수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존
중하는 가운데 의사소통 능력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는 언어를 통한 사고와 인식의 틀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능력 함양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현상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주변
의 다문화 현상의 실태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 성인 수준의 고차적인 탐구를 수행하고 일반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학교
나 미디어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
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부터는 충분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인
종, 민족, 문화 등이 매개가 되어 발생하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사실 탐구, 가치 탐
구 등의 과정이 수반될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급 및 학교 구성원들 간에 민주적 절차를 준수
하면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다
수결의 원리 등을 체득할 수 있고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메타적인 기능으로서, 향후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성인
이 되었을 때 보다 많이 겪을 수도 있는 문화적 갈등과 충돌 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모태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사결정 및 처방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고 공유하면서 최적의 집단 의사결정으로 총화시킴으로서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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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가치․태도 측면
범주
① 정체성 확립 및
상호존중

하위 요소
자아 정체성
자문화 의식
이질적 외모 존중
② 다름에 대한 타문화 인정 및 존중
인정과 존중
사회적 소수자 인식
및 존중
민주적 가치 존중
③ 민주적 공동체
참여 의식 제고
지향
다양성과 통합
사이의 균형

해설
자신에 대한 긍정적, 다중적 자아상 확립
타인의 정체성 존중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확립
이질적 외모에 대한 거부감 및 편견 해소
타문화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존중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
인종, 민족, 문화, 계층, 성, 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 존중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존엄함, 자유와
평등의 가치 지향
다양한 집단들의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다양성 존중과 사회 통합 사이의 균형 추구

가치·태도 영역에서는 다문화 학급 구성원들의 정체성 확립과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
하는 태도,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청소년기로 이어지면서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
다. 이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되, 다문화 사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중적인 정체성을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단기간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본래 뿌리를 두고 있는 문화는 반드시 한 개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개
일 수도 있으며, 그 각각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의식하며 그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
은 매우 의미가 있다. 단, 그러한 자부심이 자문화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폐쇄적인 집착으
로 왜곡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자아 정체성, 문화 의식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곧 다름에 대한 인정과 포용으로 이어진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상당
수는 외모부터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띌 수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상대
적으로 정서적,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므로 피부색, 머리카락 모양 등과
같은 생김새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 한편, 외모
의 차이 못지 않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역시 생활방식 즉 문화의 차이다. 그러한 문화
적 차이를 존중하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특히 지식 영역에서 문화상대
주의적 인식을 학습하는 것과 맞물려서 다문화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 존중, 포용의 폭을 단지 타인종, 타문화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계층, 성, 장애 등의 문제로도 확대해 보는 것도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민주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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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관계가 깊다. 이
에 따라 개인은 물론 집단도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그들이 추구하는 다양성이 존중받아
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정당하게 참
여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과 함께 참여 의식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한편,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동등한 참여가 파편화로 이어질 경우 공동체 자체
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체를 민주적인 방향과 방식으로 견실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공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문화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 방법 선택13)

수업 방법은 목표 설정 및 내용 선정 이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방법이 먼저 결정되
고 나서 목표와 내용이 조직되는 경우, 화려한 방법은 부각될 수 있으나 정작 수업이 의
도했던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
다.
1) 강의
다문화적 학습주제를 소개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추상적인 개념들을 설명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학습자를 통제하기 쉽고 수업중간에도 상황에 따라 강의 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많은 준비자료가 요구되지 않으며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강의내용이 학습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
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고 , 모든 학습자가 문화적 배경이나 성취 수준 등에 관계없이 똑
같은 강의 속도에 따라가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2) 토의토론
학생들이 다문화적 공통 관심사 및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를 통
해 상호 검토하는 방법이다.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의 습득보다는 고등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 준비와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학습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부족할 경우 의도하였던 성과를 얻기 어렵다.
3) 사례연구법
구체적인 다문화적 문제나 쟁점 사례 등을 연구 대상으로 제시하고 관련된 문제 상황
을 분석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간문화적 상황의 복잡성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업
을 위해 적절한 연구 대상을 찾기가 어려우며 학습자에게는 사례 연구의 과정이 매우 어
렵게 느껴질 수 있다.
13) 이 부분은 본 연수과정의 2008년 여름 “다문화수업을 위한 초등 교수학습과정안” 자료와 동일한 내
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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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견학법
다문화적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다. 관찰을 통해 다양
한 문화집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도 있다. 다문화적 생활 현
장을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학습동기를 자연스럽게 유발할 수 있으며, 문화집단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오락 여행으로 그칠 우려가 있고, 학습이 특정 견학 대상이나 장
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경향이 높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5) 역할극
문화적 차이 혹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관련 인물들의 역할을 연기하는 방법
이다. 타인의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동감과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며 역할극에 참가
하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태도와 능력을 이끌어 내는데 유용하다는 점 등은 장점이다. 그
러나 역할극을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로우며 참여자들의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교육효과
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6) ICT 활용
CD나 DVD 또는 온라인 상의 다문화 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말한
다. 실시간에 여러 사람들과 접촉 가능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동료들과의
학습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지며,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할 숭 lt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7)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게임이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요소, 즉, 목표가 있고 보상이 있고 제약도
있으며 게임을 하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등의 특징을 다문화적 상황에
적용하여 시행해 보는 것을 말한다. 시뮬레이션은 안전한 장소에서 새로운 행동을 시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학습한 것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리감을
줄일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반성적인 사고의 과정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에게는 효
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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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초등)
박 영 준 (남양주 가양초등학교 교사)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다문화국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지속적인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노동 인구의 노령화, 젊은 층의 3D 업종에 대한 기피, 그리고 세계화․국제
화 사회에서 자원 하나 없이 수출만이 살 길인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 등의 변화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불가피하다고 예상된다. 따라
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있는 학급 및 일반 학생들로만 구성된 학급에서도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다문화교육과정 또는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반편견 의식 신장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익혀야 다가올 세대에 겪게 될 다양한 문화
접촉으로 인한 문화충격을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대상이 될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다양한 다문화 체험활동(현장학
습, 독서, 토론, 놀이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타문화의 경험과 우리 안에 있는
‘다름’ 및 ‘다양함’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포
용력과 더불어 우리 문화가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Ⅱ

.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1. 개정 7차 교육과정의 특성 면에서

개정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사회적 요구로 범교과 학습의 영역을 현행 16개에서
19개를 추가, 총 35개항을 제시 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증대된 범교과 항목 중 다
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을 신설하였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국가현실에서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
고자 학계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반영되었고 기존 ‘국제이해교육’ 의 성격과는 다른 접근
이 필요하기에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을 신설하게 되었다. 더불어 다문화교
육의 대상이 ‘다문화가정 자녀’만이 아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 및 사회생활
을 ‘하거나, 하게 될’ 대다수의 일반 아동들에 대한 교육으로 개념의 확대가 요구된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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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의 인성 특성 면에서

나와는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다문화체험활동
을 통하여 열린 마음을 확장하고 타문화에 대한 관용성 및 감수성을 신장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에 다문화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되어야 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간접체험과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다문화를 느끼는 사이에 초등학교 중학
년 아동들의 타문화에 대한 이질감은 친근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며 세계시민의 자질
을 함양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3. 글로벌 사회에 새로운 인재양성의 측면에서

지금의 지구촌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아 있기에
는 절박함 마저 느껴지게 하는 현실이다.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닌 한국 속에서 다양한 채
널을 통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국가로의 급속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
의 새로운 인재양성의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필요하다고 본다.

Ⅲ

.

다문화교육활동 주제의 개관

1. 다문화교육활동의 목표

다양한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우리 안의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신장

2. 다문화교육활동의 구성 및 차시 계획
가. 주제의 구성과 흐름

<표 1> 다문화교육활동 구성
다문화도서와 영상자료를
◦교육연극 활용
◦낯선 문화 학습 전략
활용한 ‘반편견 수업활동’

다문화
감수성
신 장

다문화 이해활동
다문화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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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활동(도서 및 동화)
◦놀이, 의식주 체험활동
◦다문화 동영상 시청
◦세계가면축제 탐방
◦몽골문화촌 탐방
◦외국인근로자 센터 방문

나. 다문화 체험활동 교육 지도계획(예시 : 재량활동 10차시 )
다음은 학교 및 학급단위에서 재량활동 시간이나 교과 교육과정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다문화 체험활동이다.
<표 2> 다문화 교수ㆍ학습 내용
차시 형태
교수ㆍ학습 내용
인종적 편견에 대한 설문(학생 대상)
설문지 □-인종(아시아,
흑인, 백인) 및 국가선호도
1 구안 및 □ 다문화 사회에동남아시아,
설문(학부모 대상)
설문통계 -다문화 사회 여부대한및 이해도
다문화교육 필요성
□ 지구본, 세계지도 활용하여 아시아나라 찾기
2 세계국가
이해
-국기 그리기, 국가 듣기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 체험
3 놀이체험 □-일본스모놀이(종이),
중국제기차기, 사방치기 등
세계가면축제(롯데월드) 경험
4 현장학습 □-가면
만들기, 중국 경극과 한국 전통 탈 비교
다문화도서-‘사라, 버스를 타다.’ 활용 교육
5 반편견교육 □-미국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음식관련 다문화 체험활동
6 음식체험 □-인도
음식문화(카레) 알기
몽골문화촌 탐방
7 현장학습 □-몽골의
의식주 살펴보기 및 ‘공기놀이(샤가이)’ 알기
다문화도서-‘김알렉스라는 아이’ 활용 교육
8 반편견교육 □-새학교에서
흑인 다문화가정 자녀와 짝이 된 고민이야기
외국인근로자센터 방문
9 현장학습 □-기관이
하는 일, 동남아시아 생활용품 알아보기
다문화동영상-‘험난한 인생’ 활용 교육
10 반편견교육 □-우리
안에 있는 흑인과 백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 5, 8, 10차시는 공개 수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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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학습의 평가

다음은 다문화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면서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활
동에 활용하기 위한 성취영역, 평가기준 등을 제시했다.
<표 3> 다문화 학습 평가
목표 우리 안의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신장
지식 (타)문화에 대한 지식 신장

성취 기능 문화 간 숙련 및 기술
영역
가치태도 타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 속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문화 현상을 찾아서 3가지 이상
상 ․우리
설명할 수 있다.
지식 중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문화 현상을 찾아서 1-2가지 설
명 할 수 있다.
하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문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문화 속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문화 현상 중 장점을 3가지 이상
상 ․우리
찾을 수 있다.
평가 기능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문화현상 중 장점을 1-2가지 이
기준
중 상 찾을 수 있다.
하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문화현상 중 장점을 찾을 수 없다.
문화와 타문화의 장점 중 비슷한 점을 3가지 이상 찾아 활용
상 ․우리
할 수 있다.
가치
및 중 ․우리 문화와 타문화의 장점 중 비슷한 점을 1-2가지 찾아 활용할
태도
수 있다.
하 ․우리 문화와 타문화의 장점 중 비슷한 점을 찾으나 활용할 수 없다.
문항형태
서술형, 관찰형, 면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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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반편견 교육활동(수업활동)
.

1. 다문화수업을 위한 자료 이해

가. 낯선 문화 학습 전략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자 할 때 중요한 과정을 단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낯선
문화를 접하는 개방적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출발이라 하겠다. 이 개방적 자세의 밑그
림은 문화를 보는 인류학의 기본 전제들과 문화상대주의와 같은 관점이다. 아래의 단계들
은 다니엘 워커(Danielle Walker, 1995:33-35; 이두원, 2001:274-275)의 타문화학습 모델의
단계를 한건수(2002)가 새롭게 변형한 것이다. 그 단계는 □개방적 자세(열린 마음)-□
타문화에 대한 지식의 축적-□문화 간 숙련 및 기술-□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며 본
수업자는 □바라보기-□살펴보기-□되어보기-□품어보기로 재구안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 다문화 도서 및 영상자료 개요
다문화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급에서 다문화 독서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중학년 아동
수준에 알맞은 다문화 도서를 선정하여 도서를 돌려 읽고 간단한 소감문 및 주인공에게
질문할 거리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반편견 및 다문화 이해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실
시 중이다. (다문화 관련 아동 도서 예시)

[그림 1] 다문화 관련 어린이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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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공개수업에서 진행된 도서는 <사라, 버스를 타다> 로 1950년대 미국에 존재했던
흑인차별법으로 인하여 생긴 버스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아동 수준에
알맞게 번역된 도서이다.
8차시 수업에서 진행된 도서는 <김알렉스라는 아이> 로 박봉수라는 아이가 새로운 학
교에 전학을 오는데 짝꿍인 흑인 다문화가정 자녀(책에는 ‘혼혈아’라는 표현이 나오며 그
이유는 도서가 1997년에 출판되었기 때문)가 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담았다. 이 도서를
통하여 상대방을 ‘배려’ 하는 마음을 배우고자 선정하였다.
10차시 수업에서 진행된 동영상 자료는 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세 번째 시선’의 작품 중
다문화와 관련된 영화로 <험난한 인생> 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주인공 어린이가 생일날
영어선생님의 딸을 초대해서 데리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흑인 여자어린
이를 데리고 오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국
인들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 즉 백인에게는 호감을 흑인에게는 비호감을 보이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양하고자 이 동영상 자료를 택하게 되었다.

2. 반편견 수업 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자료)
교수-학습 과정안

다문화

가.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구성의 개요
지식 측면
기능 측면
가치․ 태도 측면
다문화 한국상황
문화일반 현상이해
이해 의사소
통능력 자료해
석능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
참여 편견,차별 차이,다름 배려,공감
•
◉
◉
•
◉
•

나. 교수·학습 과정안 전개도

학습주제
반편견교육
교과
재랑활동
차시
학습목표 불평등을 찾아 평등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수업
흐름

바라
보기

마음을 열어요
전체-개인

살펴
보기

역할극 봐요
전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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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보기

대화를 나눠요
모둠활동

품어
보기

5 / 10
다짐을 해요
전체-개인

다.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 - 학습 활동
시 자료µ 및
교수활동(핵심발문 및 활동)
학습활동(예상답변 및 활동) 간 유의점☊
3
◉마음열기
◉동영상 시청(전체 활동)
µ동영상
○다문화 TV광고 동영상을 봅시다.
학습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이는 한국인 -S1: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까요? 외국인일까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
마음 분위
기
-S2: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기 조성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인이고 여기 -네, 알겠습니다.
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
같은 한국인입니다.
학습 학습
단계 과정

바라보기

마음을 열어요.

전체 살펴보기

◉사전 과제 탐색
◉내용 살펴보기(전체 활동)
3 µ소방관
○사전과제(소방관) 탐색.
그림
(우리 반 어린이들의 그림)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S1:그림을 못 그리는 어린이
(타 학교 다문화가정 어린이 그림) -S2:잘못된 그림
-S1:틀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동기 ○이 그림은 ‘틀린’그림일까요?
피부색깔이 틀립니다.
유발
-S2:얼굴색이 이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살고 -S1:검정색, 흰색, 갈색 등
있다면, 소방관은 어떤 색을 칠했 -S2:우리와는 다른 피부색
을까요?
○여러분의 그림에 비해 이 그림들 -S1:엉터리, 잘못 등
은‘틀린’그림이 아니라‘□□’
-S2:다른
µPPT
바라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학습목표 안내
◉학습목표 확인(전체 활동)
2
-학습목표 따라 읽기
학습
µPPT
목표
확인 ▣불평등을 찾아 평등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말할 수 있다.
◉학습활동 안내
바라보기
학습
살펴보기
활동 학습
확인 안내
되어 보기
품어 보기

◉학습활동 확인(전체 활동)
마음을 열어요.(동영상, 소방관 그림)
역할극을 봐요.(동화 역할극, 내용파악)
대화를 나눠요. (Hot Sitting 대화나누기)
다짐을 해요.(“나’라면 이렇게, 격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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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안내도
µ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활동(핵심발문 및 활동)
학습활동(예상답변 및 활동)
살펴보기
역할극 봐요
내용 파악하기
◉역할극 소개
◉역할극 소개
○우리 친구들의 역할극 감상
-사회를 맡은 000입니다.
○역할극의 내용은 우리 반의 다문 -사라를 맡은 000입니다.
화 독서 릴레이 책 중의 한 권인 -기사를 맡은 000입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입니다.
-경찰을 맡은 000입니다.
◉역할극 하기
(도우미 어린이 4명)
의해서 사라가 경찰에게
살펴 활동 ○친구에게 격려의 박수 바랍니다. -대본에
잡혀가는
장면까지 역할극 시연
보기 ①
◉친구 격려해 주기(전체 활동)
◉도서 내용파악
◉학습지 ‘1’번 하기(개인활동)
○역할극을 본 후 이야기 완성하기 -공란에 알맞은 줄거리 적기
○학습지 ‘1’번 합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후 소문이 남
○줄거리를 확인 합니다.
◉궁리하기
◉학습지 ‘2’번 하기(개인활동)
○질문하기 위한 내용 정합니다. -‘사라’에게 할 질문 정하기
○학습지 ‘2’번 합니다.
-‘경찰관’에게 할 질문 정하기
○대상은 ‘사라’와 ‘경찰관’
학습 학습
단계 과정

되어보기
입장이 되어요.
◉‘되어보기’(Hot Sitting) 1
○각 모둠에서 역할 정한 후 역할
활동 ‘되어보기’ 활동을 3분 시연
② (경찰과의 대화)
○종 4번 치면 모둠활동을 멈추고
앞쪽을 향하여 앉는다.

µ
시 자료
및
간 유의점☊

5
µ

대본

4 µ학습지
1번
4 µ학습지
2번

대화 나누기

◉‘되어보기’활동(모둠활동)
4 µ배역
가면
-모둠별 사회, 경찰관 정하기
-사회 역할 주도로 되어보기 활동
(주인공과 질문․대답하기 활동)
-사회: 경찰에게 질문해 주세요.
-S1: 경찰관 아저씨는 왜....
되어
◉‘되어보기’(Hot Sitting) 2
◉‘되어보기’활동(전체 활동)
5 µ배역
보기
○전체를 대상으로 되어보기 활동 -다시 사회를 맡은 ○○입니다.
가면
(사라를 대상으로 시연)
-첫 번째 ‘되어보기’의 주인공은
○사회 어린이에 의해 진행됩니다. 사라입니다. 질문할 어린이는 손을
들어주세요.
활동
-사라에게
질문을 시작하되 가급적
③
책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문
을 해주세요.
-S1:사라야, 너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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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
교수 - 학습 활동
시 자료
및
교수활동(핵심발문 및 활동)
학습활동(예상답변 및 활동) 간 유의점☊
품어보기
다짐을 해요
생각 꺼내기
◉‘내가 만일...’생각해보기
◉생각 꺼내기1
3 µ학습지
3번
○학습지 ‘3’번 합니다.
(개인활동-전체 활동)
(평가로
○‘내가 만일 대통령 이였다면’
활용)
흑인이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 법 -S1:법을 고치도록...
품어 내
(규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S2:백인, 흑인이 모여 회의를...
보기 면
○발표해 보겠습니다.
화 ◉문자보내기
◉생각 꺼내기2
3 µ학습지
4번
○학습지 ‘4’번 합니다.
(개인활동-전체 활동)
○사라에게 핸드폰이 있다면 여러 -S1:용감한 사라를 칭찬...
분은 어떤 응원 문자 메시지를 -S2:사라가 늘 행복...
보내겠습니까?
○발표해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 정리하기
◉느낀 점 발표하기
2 ☊자유
○오늘
공부를
하고
난
후
느낌,
롭게 표
정리 생각을 발표해 봅시다.
-S1:재미있었어요.
현
○가장
재미있던
점,
아쉬운
점은?
-S2:다음에는
제가
주인공..
정리 차시 ◉도서 예고
1 µ도서
및 예고 ○다음 독서릴레이 도서 제목은 ◉학습내용과 과제를 듣는다.
소개
차시
‘김알렉스라는아이’입니다.
예고
○학급문고 및 도서실의 책을 이용 -네. 알겠습니다.
과제 하여 미리 읽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오늘 수고했습니다.
평가
◉자기평가
µ학습지
수업 후 ◉참여태도
아래의 평가표 작성한 후 -실천의지 및 참여태도 평가 마무리
활동 ○학습지
제출하세요.
유형
평 가 관 점
불평등을 찾아 평등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실천의지
형성 교사
이유 2가지 이상
이유 1가지
이유 0가지
평가 평가 (학습지3번)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더 잘하겠어요.
계획 자기 참여태도 모둠활동 및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대답 4회 이상 질문, 대답 2-3회 질문, 대답 0-1회
평가 (수업 후) 질문,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더 잘하겠어요.

학습 학습
단계 과정

‘김알렉스라는 아이’

‘사라 버스를 타다

‘험난한 인생’

<그림 2> 다문화 수업에 활용한 역할극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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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부착모자

바라보기
살펴보기
되어보기
국제결혼
자녀이야기 다문화사회 알아보기 역할극 및 입장바꾸기
동영상시청
<그림 3> 교수용 PPT 자료

품어보기
대안마련하기

사라, 버스를 타다! (역할극 대본)

사회
사라
사회
사라
기사
사라
기사
경찰
사라
경찰
사라
사회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입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 이 이야기는 옛날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짧은 연극을 보면서 주인공 ‘사
라’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 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다. 왜 나 같은 흑인은 버스 뒷자리에만 타야하지? 버스 앞
좌석은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 오늘은 백인들처럼 버스 앞좌석에 앉아서 학교에 가야
겠어.
옛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버스를 이용할 때
앞좌석이 비어 있어도 흑인은 뒷자리에만 앉아야 했다고 합니다.
(버스 앞좌석을 살피며) 뭐, 특별한 것도 없네... 뒷좌석이랑 똑같잖아.
그래, 결심했어! 오늘부터 나도 비어있는 버스 앞좌석에 앉아서 학교에 갈 테야.
(기사 옆 좌석에 앉는 흑인 여자아이를 이상하다는 듯이 보며) 꼬마아가씨, 늘 하던 대
로 뒷자리에 앉아야지~ 빨리 뒤로 가거라, 빨리!
아저씨, 앞좌석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흑인들만 뒤에 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꼬마아가씨가 말을 듣지 않는군. 경찰관, 이 꼬마아가씨가 뒤로 가서 앉도록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꼬마아가씨, 흑인은 뒷좌석에 앉아야 하는 ‘법’이 있단다. 그러니까 고집부리지 말고 뒤
로 가서 앉아라.
싫어요. 저도 앞좌석에 앉아서 학교에 갈래요. 싫어요!
네가 계속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경찰서로 데려가야 겠구나.
싫어요, 제가 경찰서에 갈 이유도 없고, 뒷좌석에 앉을 이유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연극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 지 공부하면서 알
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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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버스를 타다! (학습지)

학습지 ‘1’-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세요.
1. 엄마와 사라가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사라는 예전부터 흑인만 뒷좌석에 앉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2. 버스 앞좌석도 별다른 점이 없음을 알고 앞
좌석에 앉자 운전기사는 이를 반대한다.
3.사라가 뒷좌석으로 가기를 반대하여 경찰서
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흑인들은
(
)
4.백인 어른들은 기분 나빠하는 흑인들을 보며
‘이상한 법’을 고쳤고 그 후
(
) 끝.
학습지 ‘2’- 주인공들에게 할 질문 정하기
역 할
인물

질 문

사라
(전체 활동)
경찰관
(모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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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3’- 내가 만일 ~라면
내가 만일 대통령이었다면 흑인들이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야
하는 법(규칙)을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나라면 (
)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
) 때문입니다.
학습지 ‘4’- ‘사라’에게 응원을 부탁해요!

‘사라’에게 핸드폰이 있다고 합니다.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위 교수학습 지도안과 학습지를 바탕으로 하여 바라보기-살펴보기-되어보기-품어보기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바라보기

살펴보기
되어보기
<그림 4> 수업활동 단계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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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어보기

Ⅴ

.

다문화 이해활동

다양한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놀이, 의복
및 장신구 체험, 악기체험,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하였다.

1. 다문화 놀이 활동
실천과제
종이스모
우리씨름
몽골씨름

실천결과

여러 나라의 씨름 살펴보기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직접 체험 및 동영상을 통한
간접체험(몽골씨름-몽골문화촌
동영상 시청 및 놀이 활동) 종이스모놀이 스모종이 몽골‘바흐’
팽이와 §팽이치기와 셔링(대만팽이) 놀이하기
셔링놀이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
§
§

우리나라 사방치기 하기
사방치기 다른 나라 사방치기
다른 점, 같은 점 알아보고 까닭 생각하기
§
§
§

초대장, 망토, 가면 만들기
가면파티 가면 쓰고 다른 나라 인사말
사용, 간식먹기,파티즐기기
§
§

2. 다문화 의복 및 장신구 체험
실천과제

실천결과

의복체험

§
§

기모노 입어 보기
기모노 의복 색칠해 보기

의복, 모자
체험

§
§

중국 모자 쓰고 우리 삿갓과 비교해 보기
중국 전통옷 차파오 입기

모자체험

§
§

몽골의 전통 모자 살펴보기
남녀별로 모자 체험해 보기

노래 및
춤 공연

§
§

우즈베키스탄 공연 관람, 의복 알아보기
몽골의 전통 춤 관람(몽골문화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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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방치기
외국
사방치기

3. 다문화 악기 체험
실천과제

실천결과
해금연주 감상
중극악기 §§ 국악전문강사의
중국 해금인‘어루’비교체험 및 연주 감상
몽골악기

§
§

몽골 전통악기 ‘마두금’공연 관람
몽골‘해금’및 공연 관람(몽골문화촌)

4. 다문화 만들기 체험
실천과제
가면
외국가면
낙타
만들기
팬더
만들기
코끼리
만들기

실천결과
§ 우리나라 탈에 중국 경극 채색해 보기
§ 중극 경극 동영상 감상 및 디자인하기
세계가면 축제 현장학습 하기
내가 만든 축제 가면
§ 다문화동화 속에 등장하는 낙타 만들기
§ 몽골에서 낙타 이용하는 모습 살펴보기
§ 종이본, 할핀 등을 이용하여 만들기
(움직이는 동물 만들기)
§ 중국 팬더 곰 살펴보기
§ 종이본, 할핀 등을 이용하여 만들기
(움직이는 동물 만들기)
§ 인도코끼리를 이용하는 모습 살펴보기
§ 종이본, 할핀 등을 이용하여 만들기
(움직이는 동물 만들기)
§
§

인도코끼리 종이본

몽골낙타 종이본

중국팬더 종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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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만들기 종이본

Ⅵ

험

.

다문화 현장체

.

나오며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수도권 중 현장체험 학습으로 학급 및 학교 단위에서 가볼 만한
곳을 제세하였다.
명칭
위치
내용
사진
몽골 문화공연
남양주시 몽골 문화전시관
몽골문화촌 경기도
수동면 내방리 250 몽골 주택(게르)
몽골 음식점
아프리카 박물관
아프리카 경기도 포천시
전통공연
문화원 소홀읍 무림리 41 아프리카
야외 전시조각장
중남미 박물관
경기도
고양시
중남미문화원 고양동 302-1
중남미 음식체험
미술관, 조각공원
모두 도서관은 다국어
다문화어린이 서울 동대문구
책이 있는 도서관
도서관 ‘모두’ 이문2동 335-5 2층 (12개국어의 문자와 책,
문화 체험)
도심(명동) 속의
한국한성 서울 중구 명동2가 서울
이국적인 분위기 보임,
화교소학교 83-8
주변에 중국 상점 있음
건축양식,
이슬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특한
1976년
건축됨,
중앙서원 732-21
인근에 음식점 체험

Ⅶ

다문화교육 활동을 고민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국제이해교육’ 과 ‘다문화교육’ 의
차별성이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나 풍습, 지리적 위치, 특징들이 이러 이러하더라... 라
는 교육은 이전부터 해오던 부분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문화 시대의 급속한 진입을 앞
둔 상태에서 긴 호흡과 긴 걸음을 내딛기 전에 무엇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해야 하고 어
떤 방법으로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을 잡을 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박영준, 현 남양주 가양초등학교 교사, 017-302-7050, Cham2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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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초등)
김 갑 성 (오정초등학교 교사)

Ⅰ 왜 문화를 학습해야 하는가
.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되었
다. 80일간 세계를 일주한다는 것이 문학 속의 상상이었던 시절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님에
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다른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듣고 경험할 수 있
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을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현
실이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 기업도 다른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없이는 생존할 수 없
는 상황에 이르렀다. 1994년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서 맥도널드와 코카콜라는 사우디아라비
아 사람들을 염두에 둔 상품을 개발했다. 즉 포장지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와 이슬람 신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코란의 한 구절을 아랍어로 인쇄한 것이다. 이들은 200만 봉
의 종이봉지와 270만 개의 알루미늄 캔을 생산햇다. 그러나 이슬람 신자들은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모하메드(Mohammed)는 알라의 선지자’라는 구절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구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포장지와 음료수 캔에 인쇄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을 모독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햄버거 체인점에서 포장지와 음료수 컵에 선교를 목적으로 성경구절을 인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슬람 신자들의 반응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상품개발과 가격경쟁
에만 매달려 온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대기업들이 경험한 이상의 사례는 해외시장에서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인에게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삶을 배워야 할 필요성은 위에서 보
았듯이, 일상의 문제이자 미래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
국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
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 스포츠 축제를 유치했고 엑스포와 같은 국제행사도
경험했으며, 해외관광을 다녀 온 한국인들의 숫자도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
가했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여전히 국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실제 1998년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타문화 적응력
은 전체 조사 대상국 46개 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낯선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문화적 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해 문화학습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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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다문화교육 방법의 기초

다문화이해교육은 단순히 개인적 또는 집단적 경쟁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
변 사람들의 삶을 더 인간답게 만든다는 궁극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시실을 깊이 인식
해야 한다.

1.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목표

가.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의식주생활, 언어와 종교, 인사 예절 등
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있음을 알게 하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
나. 여러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특수한 자연환경 및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임
을 알고 ,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의 태도를 갖는다.
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바로 알고, 세계 문화와더불
어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태도를 갖도록 함다. (초 -중등과정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
이해교육 P18)

2. 적용 교육과정 및 시기

적용 교육과정은 형식적 교육과정과 비형식적 교육과정에서 다 적용할 수 있으며, 시기는 어린이
들이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할(유아기)때부터 열린 생각과 시야를 길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배타적, 이기적, 폭력적이 되며 반사회적 사고나 태도를 바로잡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나 외모, 종교나 신념 그리고 계층, 문화, 가족, 성(性),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씻어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19560년대부터 유아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과정과 반편견 교육을 도입한 것도 그 때문
이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친구들의 놀림에 두드러지게 직면하고, 이로 인해 어머니를 드러내
지 않으려 한다. 한편으로는 그들 역시 인디언, 흑인 등 자기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편
견을 가지고 있다.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일반적인 한국의 아동들이 ‘잘난 척 해서’가 주류인데 비해 다문화가정 아
동들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편견(prejudice)은 “어떤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정당화 할 수 없는 부정적 태도(Myers,
1987)”로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유목화(social categorization)의 결과이기도 하므
로 편견자체를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어린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점과 유사성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언어나 비언어적 메시지를 흡
수하면서 차이를 알게 된다. 인종, 성, 장애에 대한 생각 역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면
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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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풍부하게 일어나는 비형식적 교육
상황을 민감하게 활용하는 일일 것이다. 즉, 편견을 최소화하고, 아동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위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경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3.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가?

다문화이해교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에게 일종의 문화충격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낯선 것을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의 문화 속에서 익
숙한 것들을 낯설게 보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와 더불어 적절한 과제와 실습문제 특히 조를 형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며 기존의 책, 소설,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박물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거나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가
능하다.
가. 음식과 문화이해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심도 있게 자문화와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고추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들어왔으나 새빨간 김치가 한국인의 입맛과 음식을 대표하는 것처럼 간주되는 사
실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과 노예무역, 홍차 마시는 습과의 확산과 설탕에 대한 수
요율 증가, 산업화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설탕에 해한 이야기는 곧 ‘차’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수 있다. 차 마시는 습관의 확산으로 중국에서 차의 수입이 증가하였으
며 이를 은으로 결제하였으므로 멕시코 은이 다량으로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중국은 경제가
확대되고 은본위제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수입초과로 고전하던 영국은 인도에서 아편을 재
배하여 중국에 수출하였고 중국에서 은이 유출되면서 중국 경제는 파탄에 이르며 중국 정부
의 아편 단속을 계기로 아편전쟁이 발발하였고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이 본격화된다.
이는 발전과 저발전의 문제 및 종속과 세계체제 문제와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
에서도 차를 마시는 습관의 확산으로 일본에서 조선의 도자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는 무역 전쟁이며 특히 도자기 전쟁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살펴 볼 수 있다.
나. 이민자의 세계
외국인 노동자는 매우 중요한 수업 주제가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 노동자의 경우 아프리
카인이라고 하면 경멸의 대상이지만, 이태원에서 미국인 행세를 하면서 영어를 구사하면 대
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리런 사례들을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차별문제를 자본주의의 발전과
세계화 문제와 연계시켜서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장벽과 국가간의 경계를 넘는
노동력의 이동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들도 함께 조사하면서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차별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이러한 소주제들은 학생들에 의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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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도 가능하다. 나아가 인권개념과 관련하여 이해의 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재일한인의 본명 선언’도 비교적 유사한 연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동감과 감정이입을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주제다. 본
명 선언은 재일 한인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차별과 민족교육의 분제는 사실은 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민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문제로 포착하는 것.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문제와 아이덴티티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조선족 선원들이 계속되는 비인간적 대우, 차별과 구타에 불만을 품고 선장 등 한국인 선
원들을 무참히 살해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던 페스카마호 사건 또한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볼
것을 권한다. 사건의 발생과 재판에 관한 당시의 신문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모의재판을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도 효과가 클 것이다. 역할극은
매우 좋은 학습방법이기 때문이다.
다. 한국 문화는 얼마나 한국적인가?
우리들은 지신에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무심코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습관과 행동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사실은 우리
한국인, 한국 문화가 얼마나 독특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경험과 훈련도 중요하다. 한국 문화는 얼마나 한국
적인가, 우리 전통은 얼마나 전통적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그 사례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최근 역사학과 역사인류학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통의 창출 개념 등은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아득히 오래된 것으로 여겼던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추석처럼 일부 지역의 명절이었던 것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공휴일로 지정되고 특
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공휴일이 확대되면서 민족 전체의 명절로 자리 잡는 과정 등에 대
해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예를 들자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도, 가족제도, 제사관행, 재산상속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 크게 변화를 겪었으며 그 후 일제의 식민지가 되
면서 또다시 왜곡되고 변화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한편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라. 문화충격 주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또는 타문화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학
생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문화충격을 주는 것도 타문화이해교육 초
기에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먼저,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 충격을 주고 의
문을 품게 한다. 예를 들자면, “라일의 착시”(김영훈, ‘문화와 영상’수록)를 보여주면서 ‘목수
가 만든 세상’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그러한 착시가 잘 일어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문화화
과정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이누이트(에스키모) 어린이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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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누이트는 얼음 밑에 동물도 그리는데, 이들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린다고 한다. 본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
른 것을 확연히 느끼게 해준다. 또한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들을 비교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근법이란 하나의 문화적 규약으로서 ‘있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
라 그림을 그리는 자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의 문화에 따른 차이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며 유목하는 누어족의 시간과 공간은 산업사회의 시간과 공간과 다르
다. 우리의 인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간과 공간 같은 기본적인 범주에 대한 지각마저도 문
화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시계의 등장과 산업화가 우리의 생활과 인식을 어떻
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생각해본다.
마. 대상에 대한 고려
한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왜 이민을 택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한국의 교육형편을 말하곤 한다. 이민 1세들의 고달픔을 딛고 부모들의 소망대로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의사, 변호사 등으로 성공한 이민 2세들에게 여기 와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무엇
이 당신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 정체성의 문제”라고 답한다.
물론 지금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언어의 문제이다.
이것은 거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그 중요성은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간과해선 안되는 것은 그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유지다. 우리는 “다문화가정”이라
고 말한다. 이는 그들의 국적은 한국일지라도 문화적 배경의 반을 지탱하고 있는 부모에 대
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다중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게하고 드러내는 연
습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외모가 한국인과 거의 다름이 없거나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아동들은 친구관계
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한국인과 같이 되려고 할텐데 혹시나 상처가
될까하여 이를 슬그머니 덮어둔다면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상실될 것이다.
특히나 한국어가 서툰 부모(특히) 어머니는 아이들이 더더욱 한국인 아이들과 같이 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와중에 아이 역시 가만히 있을 테고 교사마저 드러내서 아플까봐
덮어 둔다면 이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는 백화점식 혹은 관광식으로 이곳저곳의 다른 문화를
소개하기보다는 문화 간 이해(intercultural)교육을 통해 각 문화를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
을 찾아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신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문화를 동시에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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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교육방법의 이론적

접근

1. 교육방법의 개념

교육방법의 사전적 용어의 의미는(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 “교육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준비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해
당하는 개념”이다.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의 교육적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데, 평생교육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개
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의 다양한 적용이 필요하게 된다.
교육/학습하는 방법은 그 구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 Waldrom
and Moore(1991 : 19)는 (1)개인적 방법 (individual method), (2) 집단적 방법(group
method) (3) 대중적 방법 (mass method)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다문화교육/학습의
방법으로 우선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중심학습, 협동학습 등을 주요 방법으로 살펴보고 그
리고 구체적 교육/학습방법으로서 개인, 집단, 대중방법을 고찰하기로 한다. 다문화교육의
방법은 먼저 학습자들이 어떠한 조직적 상황 하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개
인, 개별학습의 방법과 집단 학습 그리고 그 밖의 학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개인적 학습이나 개인교육이라고 하면 학습자가 타학습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나 협동 등
직접적인 작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이다. 집단적인 교육방법은 소집단
지도방법, 집단 구성원들의 교육참여와 방법, 그리고 집단적 과정의 성격을 띤 다양한 방
법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팀(team)을 이루어 함께 학습해 나가도록 하는 집단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교육방법 선택의 원리

다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내면화하여 현장의
실제적인 삶에 응용하여 보다 더 나은 모습의 양태로 자기주변의 세계를 ㄹ변화시켜 나
갈 수 있는 실천적 효과가 있는 교육방법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가. 현실성, 실천성의 원리
모든 교육방법은 지역적, 시대적, 사회 문화적인 현실 속에서 적합한 것이어야 함다.
특히 다문화교육은 현실과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현실에서 직접 부딪치고 구체적으로 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학습의 결과 역시 실제에 즉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실천성을 주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보다
는 현실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중심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양성의 원리
하나의 주제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개별적인 방법과 집단적인 방법을 학습 내용에 맞게 사용하되 하나의 방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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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교육의 방법은 한 번의 학습에 있어서도 한 가지의 방법만을 쓸 것이 아니라
수시로 다양하게 다른 방법을 도입하거나 전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변화를 주는
일이 동기의 유발, 주의의 집중, 계속적인 흥미 및 관심의 표명,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
을 개별화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 적절성 및 효율성의 원리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도 아무리 다양한 방법의 도입이 바람직하고 또 동기유발이나 계
속적인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좋다고는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들의 채택이 얼마나
능률적이고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느냐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적당한
선에서의 최적성 또는 효율성을 찾아 여러 방법들이 선택되어야 한다.
라. 내면화 및 자발성의 원리
다문화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마음에 내면화됨으로 인식과 가치의 실체적 변화가 일어
나 공감과 연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자율학습에 의
한 자기주도방법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마. 인격체 존중의 원리
다문화교육의 본질은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성을 가장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러한 인간 존중은 인간이 다른 존재와는 구분되는 인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
자의 독특한 특성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인정하고 충분히 살려 서로가
존중하며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의견존중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 참여 및 상호학습의 원리 - 협동 학습의 원리
다문화교육의 효과는 참여자의 발표나 행동표현과 같은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
고 활동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참여는 피교육자의 상호 교육에 대한 열성과 적극적
태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그것보다 낫다고 하는 원리에도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학습의 원리가 적용됨으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상호 수준을 더 높여주는 효과를 배양하며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충분히 살려나가. 상호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훨씬 더 뛰
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즉 각자의 창의 능력을 충분히 살리는 가운데 내게 있는 지식을 주고 모르는 부분을
받는 나눔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통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보다 나은 자기 인식
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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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희 오락성의 원리
다문화교육에서의 모든 방법은 학습자의 흥미를 최대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게임, 오락, 놀이 등의 재미있는 학습 방법을 활용하
면 좋을 것이다.
아. 지역성의 원리
지역이라는 학습현장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함으로써 직접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방
법이어야 바람직하다.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배경에 자
연스럽고 효율적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 목적의 원리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교육 수행과정이 더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접근을 해
나가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적 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더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은 현재의 일을 달성해가면서 이에 박차를 가하게 할 수 있는 동
기를 부여해주기도 한다.
차. 통합성의 원리
다문화교육은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지덕체기(智德體技)의 전인적 내용이 연결되
어 다루어져야 하며 학습자 전인의 삶과 삶 속의 경험간의 연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그리고 학제적, 다문학적, 초학문적 접근을 통해 한 사물의 현상에 대해 전체적
안목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 학문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시각을
형성함으로써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통찰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 포괄성의 원리
다문화교육은 가능한 편경을 지양하고 공통의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다방면에 걸
쳐 전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엽적이거나 소수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지향함이 필요하다. 이는 부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체
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여 현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추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타. 기회제공과 자기 반성의 원리
다문화교육은 자신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많은 경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구촌 모습을 자기 삶 곳에 반영케 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생각을 통해 공감과 보편적 인식을 확대하고, 더 나은 지구촌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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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습 이론

다문화교육을 위한 주요 학

1. 자기 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학습자의 자기 관리로서 자기 학습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남으로부터의 통제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타인의 도움을 받거
나 아니거나 자기가 주도권을 같고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와 학습 자원을 파악
하고 학습 전략을 선택, 실시하여 학습 결과를 평가한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미국의 말콤
노울즈에 의하면 학습자가,
- 자신의 학습 요구 진단
- 학습 목표 설정
- 학습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파악
- 적절한 학습 전략의 선택과 실행
- 학습 결과의 평가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여부와 관계없이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울즈는 교사주도학습을 아동교육학
에 비한다면 자기주도학습을 성인교육학에 비유했지만, 자기주도학습이 성인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학습의 전 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 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일 때 훨씬 많이 배우고 잘 배울 수 있다.
노울즈는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욕구 진단, 학습목표 설정, 학습을 위한 인적 물적 자
원 파악, 적적한 학습전략 선정 및 이행, 학습결과 평가 등의 다섯 단계로 분석하였다. 그
는 엔드라고지 개념에 기초하여 학습과제 선택과 수행은 학습자만의 고립된 과정이 아니
라 학습자, 교사, 동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과정과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습 과제의 시작을 결정하는 예비적 단계(목표 설정)
- 계획자 혹은 전문가의 선택(학습활동을 규정하고 후원하는 일을 돕는 사람)
- 전문가와 자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효율성, 용이성, 접근성, 비용, 개인적 선
호 및 학습 형태와 구조)
- 계획 과정에서의 활동(학습 목표, 학습자원과 전략, 학습성과의 피드백을 유효하게
하는 일)

2. 협동 학습

협동학습이란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소집단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 방법이다. ‘전체는 개인을 위해서,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라는 사고를
기초로 형성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성공적 학습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돕는 상호 조력
이 이뤄지는 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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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 학습

경험학습은 한 개인이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자기 반성
적 사고로 성찰하고 스스로의 행위분석과 통찰력을 개발하여 자기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
하는 학습을 말한다.

4. 탐구학습

탐구학습은 미지의 세계나 일반적인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각종 자료나 사물을 사색
하면서 탐색하는 활동을 말한다. 탐구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5. 문제해결학습

문제를 매개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 형태이다. 즉
문제를 반성적 사고에 의하여 의혹이나 곤란을 제거하고 현실과 가능성 사이에 대립을
없애며 조화적 통일을 얻는 것을 말한다. 문제해결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강조되는 방법인 문제중심학습은 보다 과정적인 면이 중시되며 지식은 개인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인지적 활동과 동시에 특정 사회 구성원간에 공유되어지는 사회적 요
소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자율학습과 협동학습으로 구성된다.

6. 토의학습

토의학습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집단 구성원들은 각기 조정자, 지도자, 참여자의 역
할을 하고 일정한 장소, 시간에 모여 의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토의학습의 목적
은 크게 학업 성취, 태도 변화, 문제 해결 능력, 동기 유발, 민주적 기능, 발표력 등으로
볼수 있으나, 근본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7. 조사학습

조사학습은 어떤 과제에 대한 문제를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 평가하여 문제 해결
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데 가장 효과 있는 학습방법이다. 조사학습 방법으로는
-문헌을 알아보는 법
-현장조사
-전화로 알아보는 법
-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는 법 등이 있다.

8. 학제적 학습

학제적 학습은 학문간의 다양한 연관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 특성을 살려 많은 분야
의 학문 영역을 통합해 이뤄지는 학습을 말한다. 이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
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 차원에서 분석하여 접근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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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치학적 배경과 경제학적 배경, 그리고 역사적이고 사회
문화학적 배경의 각기 다른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기에 더 전체적이
고 사실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학습자들
의 개념과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 학습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

다문화교육방법의 유형

1. 개인형

가. 자기 점검형
1) TREE of LIFE
"Tree of Life"는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국제적인 인생체험을 나무 구조로
표현해 보는 것으로서 작성내용을 보는 것이다.(여행, 외국인 친구, 펜팔, 외국서적이나
외국 음악과의 만남, 외국어 교육, 외국인 강사 등등 아주 사소한 경험이라고 외국과 관
련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나무에 표시한다.)
작성한 다음 각자가 자신의 "Tree of Life"를 발표하고 남이 설명하는 도중에는 각자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고 머릿 속에 떠오르는 자신의 경우를 메모하도록 한다.
질문 내용 :
(가) 부모들은 세계나 외국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쳤나?
(나) 성장과정에서 외국이나 세계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보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니
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는가?
(라) 세계관, 외국, 외국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학교 교육이 미친 영향
(마) 세계에 대한 관점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준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바) 자신이 작성한 나무를 보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그리고
세계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는가?
(아) 자신의 외국, 외국인, 혹은 세계에 대한 관점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험이나
사람,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토의 내용
(가) 서로의 tree를 보고 느낀 점 토론(서로의 세계관이 발전된 과정 토론)
(나) 세계관 발전에 학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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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계획 점검과 인생 설계( 미래시간 선 긋기)
학습자들의 인생항로의 선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생각하며 각자의 미래의 자
기기상선을 계획하고 소개한다. 학습자들은 이성적, 혹은 바람직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각자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실천되도록 계약
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나. 제작형
1) 다문화 작품 만들기
▶ 신문 만들기 :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각자가 신문기자, 편집기자,
독자가 되어 신문을 제작해 봄으로써 글을 통해 자기생각을 전달하고 정리해 보는 방법
이다.
▶ 타국이해 게시판 만들기 : 세계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게시판을 만
들어서 발표하고 질의하며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를 이해해 보거나 개인별 특정
국을 지정하여 스크랩북이나 파일제작 등을 통해 더욱 자기가 정한 나라에 대해 깊이 알
아보기
▶ 국제기구표 제작 : UN조직 및 기구표 제작, 세계지도 제작 등을 통하여 세계적 조
직 상황을 한눈에 보기
▶ 다문화달력 제작 : 매월의 달력을 크게 만들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날을 해당 날짜
밑에 적고 관련된 사진을 붙이거나 글을 쓸 수 있게 하고 그룹을 만들어 그룹별로 달을
배정하고 협동작업에 의해 전체 달력을 만들고 특정인물, 장소 혹은 사건의 사진도 수집
하도록 함
2) 다문화관계 내용 작품 모음 제작 및 발표
전세계우표, 화폐 등을 모아 제작해 보기, 세계의 과일이나 음식사진을 모아 보거나
만들어 발표하기, 세계여행계획을 만들어 그 여행할 나라에 대한 지식 넓히기, 주제별 창
작품 만들기, 그리고 다문화에 관한 자율학습장을 제작하여 자기 정보를 구축하고 발표하
여 정보 쌓아가기 등을 함
여기에서 그림그리기나 만들기는 소집단으로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원들이 함
께 주제의 내용을 같이 그리거나 만들기를 함으로써 목표와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며
함께 작업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마음이 열리고 친밀해지도록 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상호변화를 이루게 하면 성원 전체가 하나된 의식을 지니게 하기
도 한다. 집단활동으로서 만들기나 그림그리기를 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소속한 공간
에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센터의 공간을 마련하여 각종 관련 주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
로 자료를 수집하고 공동으로 제작하여 전시하며 학습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김현덕,
1997 : 102)
다. 완성형
이야기나 글이나 그림 그리고 만화 등을 처음이나 나중에 일부를 제시해 놓고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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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창작하여 안성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완성된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다른 학습자의 의견과 느낌 등을 발표하게 하고 완성한 학습자 자신을 자기의 완성된 작
품의 내용에 관하여 이유과 근거 등을 밝히게 하여 보다 폭넓고 독창적이며 객관적인 사
고를 확신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자신의 세계관이 반영되고 가치 지향 활동
이 전개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적 특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이 전
개된다.

2. 소집단형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각종 단체활동에는 역할 분담활동이 가능함으로써 개
인의 중요성과 단체의 중요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협
동심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상호의존과 혐동 그리고 공통문제해결
이하는 주제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인식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 단체탐구형
토의나 분단학습을 통하여 지식이나 가치를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학습자 스스로가 자
신의 이해력을 개발하도록 하며 학습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덨던 지식과 가치가 보다 객관적인 입장
에서 정립되는 지식의 객관화와 가치의 명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다문화 현
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가능하다.
나) 토론형 - 대화법
대화를 통해 자기신념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대
화를 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를 직접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관심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정 주제에 대하여 생동감있는 이해가 가능하고 자기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에서 다양한 입장에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수 있게 된다.
다) 소집단 토의
세미나. 허들그룹, 버즈그룹,
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두뇌에 폭풍을 일으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을 뜻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사고 방법대로가 아니라 제몃대로 거침없이 생각하도록 격려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를 통해 새롭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적 아이디어 산출을 위한 개인 브레인 스토밍과 집단회의 형식으로 운영
되는 집단 브레인 스토밍으로 나눌 수 잇다.
브레인 스토밍은 창의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참가가 모두가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하는
데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평가를 보류할 것으로서 과정에서 산출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든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사고의 흐름을 원활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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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유분방한 사고를 통해 과거의 지식, 경험, 전통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고의 폭
을 넓힐 것,
셋째 어떤 아이디어든지 질을 따지지 말고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아이디어끼리 잘 종합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 등이다.
마) 이익구축법
특정한 문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기록하고 이들 각각을 비교 분석한
뒤 두 가지 측면의 통합적인 성찰과 결합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욱 이익이
되는 점을 찾아나가는 기법을 말한다.
바) 전시형
전시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각국의 날 행사전, 타국문
화이해 전시회 등을 통한 학습방법이다. 전시회의 종류에는 상설전시와 기간 전시회가 있
을 수 있으며 장기간의 전시로 이루어지는 상설 전시회에 비해 기간 전시회는 특정한 기
념일이나 행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형태이다.
전시회는 특정 주제에 관하여 역사적, 지역적, 문화적으로 전반적인 사례를 체제있게
구성하여 전시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상황의 현실성을 보
고 느끼며 나름대로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 게임형
게임은 이성적인 사고와 감정적인 정서가 깊이 관여되어 직접 전인적인 체험을 하도
록 하는 방법이며 학습자들에게 매우 높은 흥미를 제공하며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
는 의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종류에는 그림을 이용한 추리사고로서 숨은그림 맞추기가
있으며 퍼즐게임을 통한 학습도 가능하다.
아) 활동참가형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직간접의 체험을 통해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굶주리는 국제사회의 불쌍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금마
련 행사인 ‘사랑의 걷기 대회’에 참가해 보거나 ‘기아체험’ 등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지역의 각종 축제에 참가하거나 여행, 지역사회활동, 민속춤관람 등의 활동을 하
는 방법이다.

3. 역할극( ROLE PLAYING)

이 방법은 6-7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에게 개인별로 다른 역할을 주고 어떤 가상적 상
황에서 서로 협의하여 어떤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원만한 타
협을 보도록 하는 기법이다.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사물 또는 사람에 관계되는 저마
다의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는 바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
간을 두고 형성되는 것이다. 역할극이란 집단성원들에게 흔히 있는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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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선발된 집단 성원들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자발적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즉 역할극은 인간관계의 서로 다른 역할을 주고 어떤 가상적 상황에서 서로 협의하여 어
떤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원만한 타협을 보도록 하는기법이
다.
역할극은 참여자들이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 있으면서 다양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며, 학습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Ⅵ

.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

1. 질문을 통한 토론

▶ 다른 습관에 대하여
식습관은 나라마다 다르다. 나라 간 식습관의 차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2. 답 제시를 통한 토론

▶ 제목 :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생겼다. 우리들 각자는 머리색, 피부색, 의견, 종교까지도 다르
다. 장애우들은 몸이 불편해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할 수 없다.
▶ 제목 : 신체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와 존중
신체의 차이점에 대해 비웃거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와 다른 신체의 차이점
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표시이다. 우
리들 모두의 생김새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 질문 :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무엇일까?
--------------------------------------◈ 같은 반 친구가 타인의 생김새를 보고 놀린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 그대로 둔다
- 나도 같이 놀린다.
- 놀리는 것을 그만두게 한다.
◈ 관용이란 무엇인가?
-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기
-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 다른 사람의 사고를 존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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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학을 통한 접근

아동 문학은 아동에게 즐거움을 주고, 언어발달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책을 통하여 여러 문화와 나
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문학은 문자언어의 속성상 덜 공격적이고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어린
이 및 성인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자기방어를 가장 적게 하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문학이 갖는 즐거움 및 정보, 치료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가족
배경을 지닌 아이들과는 다른,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문학적 접근의 필요성은 크다.
이에 따른 아동 문학 수업의 예를 들면
첫째, 아이 수준에 맞는 두 나라 문화에 대한 비교와 이해하기 수업.
둘째, 양쪽 나라의 생활 풍습이 담긴 옛이야기 그림책의 활용
셋째, 부모를 활동에 공개적으로 적극 개입시키기
네째, 외국인 부모의 언어를 활용한 부모-자녀 함께 책읽기
다섯째, 연극놀이(creative drama)와 견학 등 유연하고 동적인 수업방법의 활용
단순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격려하고 한국문화를 많이 알게 하는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
의 정체성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는 어머니나라의 문화를 고려한 문학활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문학이라는 매개체로 어머니 나라 문화와 아버지 나라 문화를 비교하며 알아가면서 양
국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갔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
해 간다.

<참고문헌>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2000) 정두용, 신은숙, 정득진 : 정민사
다문화가정의 문화이해를 위한 문학 활동 실행연구 (2007) : 이송은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2003)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한울아카데미
더불어 사는 세상 배우기 (2001)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원정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2006) : 김갑성
김갑성 오정초등학교 교사 010- 5228 -1015, kapsu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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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중등)
백 옥 련 (양지고등학교 교사)

?

1. 다문화교육이란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배달민족․한민족의
하나로 구성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정부에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 차별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 출신,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
장서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연 100만 명에 이르러 한국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5%(250만)이 되어 다문화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한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이렇게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이루며 한국사회에 새롭게 유입된 대표적인 구성원은 국제 결혼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이다.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우리사회과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
하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대두된 개념이다. 조영달(서울대교수)은 다문화교육은 학교
의 교육과정이나 수업 등을 통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
(understanding)하고 수용하는 관용(tolerance)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며, 따라서 학교에
서의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가진 학생들이 평등한 성취
기회를 갖고, 인권을 존중받는, 학생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여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갈등을 줄여 사회의 통합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정의
하였다. 즉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와 관용으로 수용하여, 모두
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재량활동 주제로 다문화교육이 포
함되어 있어서 다문화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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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교육의 대상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
이다. 협의로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을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
정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위의 두 그룹이다. 하지만 좀 더 광의로는 귀국자 가정
자녀, 새터민 가정 자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교육현장에서 새로
운 교육소외 계층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광의
로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뿐 아니라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
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정책 방안은 첫째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교육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 학습 부진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둘째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일반 학생에 대한 지도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헌법 제 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반영체로서 교육의 기회분배는
사회적 지위획득과 깊은 관련이 있고,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에 반영이 된다고 한
다. 즉 교육은 독자적 실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반영체이며 교육의 평등은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사회 불평등의 반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평등은 사회 자체의 모순이 해
소되어야 해결될 수 있으며, 교육평등화를 위해서는 약한 자를 더 도와주는 교육적 전략
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
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정을 관용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
화교육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와 관용으
로 수용하는 다문화의식은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므로 다문화교육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란 용어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두된 것
으로 아직 개념이 뚜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문민정부가 시작되고 세계화가 강조되었으
며, 이것이 ‘국제이해교육(global education, international education, educ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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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understanding) 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다14) 다문화교육은 한 집단
또는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편견
을 없애고 함께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이 ‘국제이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다문화교육이 한 사회 내의 주류와 소수인종간의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Meyer는 다문화 능력의 개발 방법으로 개인의 가치관 형성,
기초지식의 습득, 적용 방법의 터득으로 요약된다(Meyer, 2007:108)고 하였다.
국제이해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정책, 지역연구, 교육의 국제적인 교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제이해교육의 발생 배경은 세계화와 관련이 깊으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의 전 세계적인 보편화는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화(inter-dependence)를 가져왔다. 세계의 상
호 의존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구촌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인구, 자원, 빈곤, 인권 등의 문
제들이 세계적인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잦은 이동으로 인해 문화 간 갈등이
증가하고 문화 간 상호 이해 및 다양한 시각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의
상호 의존화가 증대되면서 세계이해(global understanding) 혹은 국제이해(international
understanding)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세계교육’ ‘국제이
해교육’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한다. 따라서 ‘다문화교
육’이 국내지향적 즉 ‘우리안의 타자’에 대한 교육이라면, ‘국제이해교육’은 국제지향적 즉 ‘우
리 밖의 타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차 교육과정이 도입
되면서 10여개의 재량활동 과목에 국제이해교육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네
스코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의 교육 운동으로 다문화이해, 세계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의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의식
을 가진 지구촌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심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4. 교육과정 중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중등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학교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학교 급간의 과정에 큰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
와 실업계고등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98%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의 대학입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침 8시 이전에 등교하여 밤 10시 이전에 퇴교하고 있으며, 주말
에는 나름대로의 학습계획에 의거하여 과외 등의 학습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실행해야 한다.
주말을 이용하여 다문화를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이 다문화의식을 향상시키는 데에
14) 김현덕,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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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계획은 실효성이 없거나
무리한 계획으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실천해야 하는 다문화활동이라
면 교육과정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성이 있으며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문화교육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1)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중심 다문화교육의 구현
(1) 교과활동시간의 활용
① 연구수업의 활용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연구 시행 예시(양지고등학교)>
연번 과목 대상
수업내용
1 영어 2학년 Teaching tolerance through survey method
2 사회 2학년 이슬람 문화의 특색
3 일본어 2학년 다문화 관련 수업연구
4 사회 1학년 세계의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② 동료장학의 활용
순번

실시 시기
(월,일)

대상자

장학유형

주제(과목)

장학 담당자

비고

9/6 ○○○ 동료장학 통일국가 수립운동 ○○○ 사회과
9/10 ○○○ 동료장학 한국윤리 ․ 서양윤리 ○○○
〃
9/21 ○○○ 수업연구 한국 속의 외국문화 ○○○
〃
(2) 특별활동 시간의 활용
① 자치활동 시간의 활용
② 적응활동 시간의 활용
<적응활동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예시(창원 안남중학교)>
내용
대상
방침
개나리 (인성실천노트) 전교생
적응활동 시간(14시간)에 운영

30
31
32

차시
1
2
3
4
5
6
7

실시
일자
4.4
4.18
5.9
6.13
7.4
7.18

활동주제
다문화 이해

활동내용

▪ ‘크레용의 신나는 파티’ 영상매체 감상활동
▪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이해하기
▪ 차별에 관한 체크리스트
▪ 함께 하는 우리
▪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될 것”
▪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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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발활동 시간의 활용
④ 행사활동 시간의 활용

대상
전교생
추진절차

<행사활동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예시(창원 안남중학교)>

내용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문화

관련기관

문화

문화

보고서

체험활동

협조공문

체험활동

체험활동

작성

월
4

추진내용

5
6
9
10

문화 체험 활동 내용
학생 ․ 교사 ․ 학부모가 함께 하는 등산
한빛 체육 대회 개최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한마당’ 참여
다문화가정 자녀 ․ 학부모 문화체험 활동
손말노래 발표회
전교생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마당
사물놀이 익히기

(3) 재량활동 시간의 활용
①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의 활용
<창의적 재량활동에 시행한 다문화교육 사례 예시(양지고등학교)>

영 역

소영역

주 제
다문화 체험 활동

실시일자
12(토)
14(수)
15(목)
6(금)
11(목)
24(금)
연중

학습내용
세계 음식 만들기
세계의 음식문화
다문화란?
범교과 다문화교육 다문화 학습활동
세계의 의생활문화
영역
반편견
종교
평등
다문화교육 외부활동 다문화 문화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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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교육 시행 시의 유의점

가. 다문화교육은 교육과정 외의 행사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용 프로그램 개발
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는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
며 특히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실현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나. 다문화교육 시행은 아직 초기이며,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은 아
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전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문화교육 방안을
효율적으로 확립하여 미래사회가 직면하게 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
적 방안을 모색하고 수립해야 한다.
다. 다문화교육은 체험활동이 효율적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용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요구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
라.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인 위치 및 특성과 학생 구성
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 다문화가정학생과 일반학생에게 다문화교육을 시행할 때에는 활동 일시, 활동 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이나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5. 다문화수업의 실제

1) 통합적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다양성과 평등이다. Meyer는 다문화 능력 함
양은 기초 지식 습득 - 가치관 형성 - 적용방법 터득의 단계1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였다. 이는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먼저 선행된 후 이를 토대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하고 이러한 기반위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교육에 대해 James. A. Banks는 20년 동안의 다문화교육을 개념화하여 다문화
교육의 제 차원을 내용통합, 지식 구성 과정, 편견감소, 평등한 교수법, 학생들에게 기회
를 제공하는 학교 문화와 사회구조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내용 통합은 교사들이 교
과나 학문 영역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원칙, 일반화, 이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화 및 집단의 사례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학습지도안은
통합교과적인 내용이 적합하다.
15) 박선종(2008).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이해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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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과 과학과의 수업사례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에 있어서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지고에서
개발한 수학과와 과학과의 다문화학습지도안 작성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과목)
재외국인 숫자의 통계처리
함수의 영역을 이용한 국기그리기
생명윤리 인간복제 가능한가!
빛의 성질을 활용한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문화축제

비고
수학과
수학과
과학과
과학과

위와 같이 수학과 과학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지도안을 만들 수는 있으나 문
화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거나 다양한 내용을 통합하여 다루는 데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과목일 경우에는 학습 과정 중에 지식구성 과정, 편견 감
소, 평등한 교수법 등 교사의 행동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3) 다문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사례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다양성이다. 서로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게임학습과 같은 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확인하는
데 효율적이다.
(1) 게임학습16)
① 종이찢기 게임
게임 1)
준 비 물 : 신문지 종이 각 1장씩
게임자세 : 서로 등을 돌리고 앉는다.
게임규칙 : 둘 중에 한 사람은 명령권자가 된다.
명령은 종이를 찢거나 접는 방법에 대한 명령이다.
한 사람은 질문하지 않고 명령대로 종이를 찢거나 접는다.
결 과 : 같은 명령에 의해 찢거나 접혀진 종이를 펼친 후 만들어진 모양을
서로 비교한다.
게임 2) 두 번째에는 명령자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나와 타인이 보는 나」 작성하기
내가 파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상대방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견해나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16) 고상준(에듀플랜 대표)가 고안한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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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종이에 자신과 타인의 장점이나 단점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점과 다른 점
을 쓰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과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다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2) 월드뮤직 감상17)
제3세계 음악인 World Music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다양
한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World Music의 예>
국가

음악가

제주의 왕자
산천초목
섬집아기. 등대지기
Cabo Verde Manda Mantenha
아프리카
Malaika
포르투갈
Barco Negro
Po Ata Rau
뉴질랜드
Hoea Ra
Pokarekare Ana
벨기에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노래 제목
내용
Cabo
까부베르데 섬은 아프리카 옆에 있는 작은 섬으로 아프리카의 노
Manda Verde 예선이
반드시 정박한 곳이다.
Mantenha
Malaika는 나의 천사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연인
을 사 올 돈이 없어서 결국 헤어져서 이별을 슬퍼한 남자가 부른 노
Malaika
래이다.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매매혼이 있으며 이 돈을 마련하기까지
남자들이 40대쯤이 되어야 가능하여 그 때쯤 결혼을 하는데 상대는
10대의 소녀이다.
일본 도쿄 출생의 재일 한국인 2세로서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이
제주의 왕자
고 프로듀서이다. 제주의 왕자는 국악과 피아노를 접목한 곡이다.
산천초목
우리나라의 국악으로 단아한 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진다.
섬집아기.
어머니가 미국으로 입양을 간 배경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동요를
등대지기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곡이다.
이는 Fado라는 포르투갈의 슬픈 노래의 하나로 Fado의 거장인 아
Barco Negro
말리아 로드리게스의 목소리가 무척 애잔한 노래이다.
밤의 달빛아래 나는 당신이 먼 땅으로 가버리는 것을 보았다. 잘
Po Ata Rau
지내고 다시 돌아오라 당신이 사랑한 사람에게. 여기서 울고 있다.
라는 가사의 아름다운 마오리송이다.
여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로 전쟁에서 돌아오
Hoea Ra
는 마오리족 전사를 위로하는 여자들이 부른 노래이다.
17) 김찬호(성공회 교수)로부터 연수받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

양방언
강권순
Richard Yongjae
Cesaria Evora
Miriam Makeba & Harry
Belafonte
Amalia Rodrigues
kiri Te Kanawa
Dana Winner

노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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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연가’라는 제목의 노래이다. 이는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사가 알려준 마오리송이다.
벨기에의 디바로 통하는 Dana Winner가 불렀으며 장대한 아프리
배경으로 개성이 강한 두 남녀의 사랑과 삶을 다룬 영화 "아웃
Stay with me till 카를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에서 주제곡으로 삽입 되었던 이 노래
the
의 원곡은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아다지오"로 편곡
을 한 것인데, 원수 부족의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 한밤중에 헤엄쳐가
morning
서 만난다. 여자는 아침까지 머물러 달라고 하나 그는 머물지 못한다
는 내용의 슬픈 노래이다.
Pokarekare Ana

(3) 인권 DVD 감상
(4) 다문화 작품제작 및 지도
<미술과 음악 수업 사례 예시(양지고등학교)>
과목
미술
미술
음악
음악

수업내용
세계 각국의 인형 및 다문화 달력 제작
다양성 표현하기를 통한 다문화 작품 제작
아프리카 음악을 포함한 세계민속합창지도
국악에 대한 이해교육 및 단소 연주 지도

4) 통합적 학습지도안의 적용

다문화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의 교육이 좋다는 확언은 있을 수 없고 다만
모색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통합적 학습지도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주의의 PBL
을 적용한 학습지도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구성주의
료타르(Lyotard, 1984)에 의해 제시된 포스트모더니즘을 추구하는 학습 방법으로 구성
주의의 교수-학습 모형은 인지적 도제이론, 상황적 학습이론, 인지적 유연성 이론, 문제
중심학습 등이 있다.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은 의과대학 교수인
Barrows라는 교수에 의해 20여 년 전에 의과대학에서 시작되었다.
PBL의 구조는 팀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 SDL)로 구성된다.
PBL을 적용하여 다문화교육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통합
교과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좋고,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다양한 해결 방안를 도출하게 하는 데 효율적이며, 문제해결의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
니므로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실천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세나 태도 변화를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다. 발표나 토론과정을 통해 서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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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적 창의적 재량학습 지도안 예시
주제 : 국제결혼자

1 국제결혼자

이 단원에서는 ▶ 국제결혼자가 증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국제결혼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본다.
국제결혼의 증가
◆ 이야기 하나
국제결혼 증가 원인
1990년 들어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인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주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에 노동력이 유입되었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한 연변처녀와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통해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이 이주노동자로 대거 유
입되기 시작하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어느 국제결혼정보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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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 국제결혼이란?
부부의 국적이나 주소, 혼인 장소 등 혼인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두
나라에 관계되는 결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국적이 다른 형태의 결혼
을 말한다.
◆ 이야기 둘
국제결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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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현재 거주 외국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총 외국인 국제결혼이주민 국적취득
2005
536,627
255,314
65,243
2006
722,686
259,805
87,964
<자료원 : 행정자치부. 2007>
외국인 처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처 국적별 2006
2005
계
30,208
31,180
일본
1,484
1,255
중국
14,608
20,635
미국
334
285
필리핀
1,157
997
베트남
10,131
5,822
태국
273
270
러시아
206
236
몽골
594
561
기타
1,421
1,119
<자료: 2007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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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5,594
1,224
18,527
334
964
2,462
326
318
504
925

국제결혼자녀 기타
25,246
151,299
44,258
276,680

2003
19,214
1,242
13,373
323
944
1,403
346
297
318
968

2002
11,017
959
7,041
267
850
476
330
241
195
658

우리나라와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일본, 필리핀의 순서로 나타났
다. 중국과 베트남 출신여성이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은 총
28%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에 집중되고 있어서 여성의 노동량이 많은 것과
교육에서 제외되거나 교육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국제결혼하기
◆ 이야기 하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혼례가 열렸다. 지
난 3일부터 양주시 소재 양주 별산대놀이마당
에서 시작한 '2008양주세계민속극축제'에서
국내팀, 해외팀, 부대행사 등이 별산대놀이마
당, 풍류마당, 열린마당과 숲속 극장에서 수
십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국내 작품으로는 양
주 별산대놀이와 상여회다지 공연이 관란객의
관심을 끌었으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혼
례도 성황리에 끝마쳤다. 사진은 다문화가정
을 위한 전통혼례 장면이다.
이용남기자【양주=뉴시스】2008/10/08
◆ 이야기 둘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이 열렸다. 23일 오
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KT &G 복
지재단 2008 다문화 사랑 한마음 결혼식'에서
20쌍의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고 있다.
이제원기자.2008년10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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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 국제결혼이 증가한 원인을 조사하여 정리하여 봅시다.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점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 이주 가정이 겪는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부부 당사자 들 간의 문제이다.
한국살이 준비가 덜 되어서 언어갈등의 문제, 생활습관, 식습관 등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차이에서 오는 문제, 생각의 방식이 다른 문제, 기대치에 맞지 않는 생
활에서 생겨나는 갈등이 문제이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가족형태, 노동력으로서의 역할, 노인수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
결혼 이주 가정이 겪는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둘째, 자녀교육의 문제이다.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다른 이중 문화를 가진 환경에서 태어난 2세들
은 자라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현재는 6세 이하가 59.8%를, 12세 이하가 32.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습지
도를 위한 사회적, 교육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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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 가정이 겪는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셋째, 사회적인 문제이다.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다양한 이민족들과의 결혼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국제결혼에 대한 선입견이나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국제결혼이 매매성을 띠고 이루어지는 현실은 개인의 인권 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 위상이 추락하고 국가 간의 갈등을 낳기도
한다. 지자체기관들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는 명목으로 상업성의 결혼단체
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매매혼은 근
절되어야 할 과제이다.

권금상(2008).미디어에 나타난 결혼이민가정 사례연구

생각해보기 3
☞ 국제결혼 가정이 겪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책을 생각하여 봅시다.

▶ 세계화와 아울러 우리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습
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하
나의 요인입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이 많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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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구분

국제결혼이 증가해야 한다.
찬성

반대

상대비판

나의반박

토론을
마치며

② 통합적 협동학습을 적용한 다문화교육 사례
모둠명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모둠원
권00, 김00, 우00, 김00
동00, 박00, 동00, 송00
한00, 김00, 정00, 오00
박00, 박00, 김00, 김00
안00, 이00, 안00, 조00
신00, 윤00, 이00, 장00
신00, 이00, 임00, 조00
김00, 김00, 이00, 허00
김00, 김00, 서00, 정00

<국사과1)의 예(양지고등학교)>

주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한국에 사는 새터민
한국계 일본인
한국에 사는 중국인
조선족이 말하는 한국
미국출신 한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문제점
한국에 사는 이슬람인
한국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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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후기

6. 편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방법 고찰로서 이는 지금까지 탐구해온 내용을 열거한 것으
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고찰하고 탐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
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세계는 글로벌화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를 체감하고 받아들여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
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해결 과제이다. 우리가 가진 장점이나 단점이 아닌
서로 다른 다양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해하며 관용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의식적인
것으로서 과정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지 단시일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방법과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특히 여기에는 인권과 삶이 담겨 있기 때문
에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담론과 논의를 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괴테의 말처럼 아무런
의미없는 망상과 같은 생각이 다듬어져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역시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와
관련된 지역사회 기관, 다문화교육 전문기관인 경기도다문화센터, 유네스코, 다문화교육
과 관련된 교과연구회나 학회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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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중등)
정 은 진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Ⅰ. 머리말
21세기 한국사회는 가속화되는 지구촌의 세계화․정보화로의 진행과 이주근로자, 결혼
이민자의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식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의 주
체인 가정, 학교, 사회 각 집단이 다문화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서
로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 중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이 그 출발점이라는
생각에 다문화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

다문화교육의 이해적

접근

교수․학습과정은 교육과정, 학생, 교사의 세 가지 구성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
어진다. 다문화교육은 정부차원의 교육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그에 맞는 다문화교육과정이
수립․운영되어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사를 매개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다문화교육이 이
루어진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의 성공적인 실천과 완성도는 다문화역량과 다
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기술을 갖춘 교사의 양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실제 수업을 진
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먼저 개괄적 이해차원의 다문화
개념과 목표에 대해 살펴본 뒤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방향과 실천적 교수․학습 방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교육은 1960년대 미국사회 소수민족과 다인종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민
운동의 산물로, 이민국가로 형성된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발전한 교육이념이다.
한 국가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타문화와 인종에
대한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문화중심주의적(ethnocentrism)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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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탈피하여 소수문화를 인정하고 그것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미국백과사전(1996: 60; 김선미․김영순, 2008)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문화,
인종, 사회에 속한 집단들이 사회에 서로 다른 다양한 역할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
고, 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채택,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다문화교육학자인 뱅크스(Banks)가 정의한 다문화교육은 커리큘럼과 교육제도
의 재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운동으로, 다양한 성별, 언어, 사회계층, 인종집단
에 속한 사람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노력이며(Banks, 1993;김선미․
김영순, 2008)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호
작용, 협상,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태도․기능을 습득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공동체의 건설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Banks, 2008)이라 한다.

2. 다문화교육의 목표

뱅크스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문화적․민족적․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주류문화와 비류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하에 새롭게 도래하는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모든 학생이 자문화, 타문화, 주류문화, 비주류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요
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는 데 있다.
넷째, 소수인종․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다섯째, 학생들이 전 지구적(global)이고 평평한(flat)테크놀로지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
요한 읽기, 쓰기,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섯째,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공동체, 국가적 시민공동체, 지역문화, 그리고 전 지
구공동체에서 제구실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Banks, 2008)

3. 학교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가정자녀 가운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08년 현재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20,180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2008년 현
재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취학 전 결혼이민자가정자녀(0세-6세)의 수가 이미 33,140명에
이르고 있어 6년 후인 2014년에 이들이 모두 취학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문화가정자녀의
취학률은 2008년 대비 2.6배의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우리 학교교
육현장에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이 엄청난 수준으로 심화되며 이들 다문화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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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위한 교육지원문제가 시급하고 절실한 학교교육의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시사
해주고 있다. (원진숙, 2009)
그 중 경기도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다. 2009년 경기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자녀의 수
는 5,729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3%이고 전체학생 대비 0.31%를 차지하고 있다. 다
문화가정자녀의 학교 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78.9%, 중학생이 14.3%, 고등학
생이 6.8%(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2009)로, 이는 초등학교는 다문화교육이 현실적 절
박함으로, 중․고등학교는 예견된 필요성으로 다문화교육이 인식되는 수치로, 이에 대비
한 학교 별 다문화역량 조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Ⅲ

.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1.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방향

1995년 발표된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의 주요 화두는 ‘세계화’였다. 세계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구현이라는 취지로 재량활동시간이 도입되어 국제이해교육 실시
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재량 활동은 크게 ‘교과재량활동’(필수교과인 기본교과를 심화 보충하는 학습을 하거나
선택교과를 학교나 학생이 선택하여 학습하는 활동)과 ‘창의적재량활동’(범교과 학습과 자
기 주도적 학습으로 전개되는데 국제이해교육은 범교과 학습의 16개 항목 중 하나의 활
동으로 예시됨)으로 나누어진다. 이 시점부터 국제이해교육이 비록 정규교과 내용으로 교
육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교육
인적자원부, 2000; 조난심, 2009)
2007년 2월 28일에 정책당국은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
였는데 새 교육과정개정안은 세계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요소들이 더욱 부각되어 초․
중․고교의 국어, 도덕,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교과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타문화 이해와 존중, 편견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표를 반영하고 2009년도부터 교과서
를 연차적으로 개발․보급하기로 하였고, 35개 범교과 학습 주제 중 일부로 국제이해교육
과 다문화교육이 제안되었다.
이처럼 국가교육과정 문서로 학교교육활동에 다문화교육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침을 제
시하였다는 것은 향후 교과서개발이나 검정과정에서 그 내용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
고 교과교육 외의 다양한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을 위한 자료, 프로그램, 실천방안
들이 제안될 수 있어 다문화교육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교육인적자원
부, 2007; 조난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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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8년 2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고시하여 다문화가
정자녀교육 기회마련 및 관련교과와 재량활동의 범교과 학습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반영
하였으며, 단위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별 다문화교육 자료 [다
른 빛깔 다른 무늬 아름다운 교실]등의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박준성, 2009)

2. 뱅크스가 말하는 유능한 다문화교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지식

가. 다문화교육의 주요 패러다임에 대한 지식
패러다임은 인간의 행동이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상호 연계된 아이디어의 총체로
1960년대 이후 다문화관련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저소득계층학생들과 유색인종학생들이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Banks, 2006a;
Banks & Banks, 2004).
그 중 주요한 두 가지가 문화적 박탈 패러다임과 문화적 차이 패러다임이다. 문화적 박
탈이론에서는 저소득층학생의 낮은 학업성취도는 학교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빈곤
문화에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문화적․계층적 특징의 문제로 간주하여 그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론이다. 문화적 차이 관점에
서는 저소득층학생과 유색인종학생의 낮은 학업성취도 문제는 그들의 문화가 학교 문화,
사회주류문화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견해로(Ladson-Billings,1994.;Banks,2009) 이들
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교사는 문화적 다양성이 지닌 긍정적 가치와 사람마다 갖
는 존엄성과 존재가치를 학생들에게 각성시켜 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학습에 관
심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열린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다문화교육의 주요 개념에 대한 지식
문화는 다문화교육의 주요 개념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인 동시에 교육의 내용이
되는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서종남, 2009) 문화란 한 사회집단의 생활양식, 즉 인
간이 만든 총체적 환경이라고 정의한다.(Geertz, 1995; Levinson & Ember, 1996; Banks,
2009) 각 민족문화의 본질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이 아닌 각 민족의 독특한 가
치관, 신념, 상징,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변화무쌍하다. 교사
는 다문화교육에 있어 이민시기, 사회계층, 지역, 종교, 성, 특수성, 교육과 같은 여러 요
인들이 한 민족 집단 내의 개인과 하위집단의 행동과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학
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Banks, 2008)
다. 민족 집단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지식
다문화가정의 출신지역, 공유하는 문화ㆍ가치ㆍ상징, 민족정체성, 관점ㆍ세계관ㆍ판단의
준거, 인구통계학적ㆍ사회적ㆍ정치적ㆍ경제적 지위, 편견ㆍ차별ㆍ인종차별주의, 민족 내부
의 다양성(지역, 사회계층, 종교, 연령, 성, 성적 지향, 정치적 성향), 동화와 문화접변(동
화란 한 민족ㆍ문화집단이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버리고 다른 집
단의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문화접변은 이질적인 문화ㆍ민족 집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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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작용의 결과 집단의 특성이 변화될 때 발생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양자 모두 그 과정
에서 문화적 특성을 교환하며 변화하게 된다.), 혁명(정치혁명과 산업혁명, 농협혁명과 같
이 장기간에 걸쳐 사회 근본 요소들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의 구성(학생들이
문화적 경험과 편견, 가치관이 지식 구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Banks,1996a; Banks, 2008)등에서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관점 뿐 아니라 피지배자와 희생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비판적인 사
고력을 기르고, 자신들의 결론을 정당화하고 일반화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김선미․
김영순, 2008)
라.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학생의 서로 다른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용할 교수법적 지식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은 교사가 지능에 대한 개념을 재 개념화하여 인간의 능력을 보
다 넓은 시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것은 교사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과 저소득층학생들에게서 더 많은 지적 우수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Gardner, 2006; Banks, 2008)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학업성취
기대를 높일 뿐 아니라,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의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해 줄 것이다(Brookover et al., 1979; Brookover & Erickson, 1969; Banks, 2008). 이는
학생의 행동과 교사의 기대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이질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기술과 관찰하는 기법, 긍정적 경청법
및 문화 간 소통기술을 습득해야 하고(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2008; 서종남, 2009)
교육적으로 동등한 학업적 성취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마련
해 주어야 한다.(김선미․김영순, 2008)

3. 다문화교육 시행 시 유의점

첫째, 다문화교육은 특정교과, 특정교사가 별도로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모든 교사가 해야 한다.(조용환, 2007; 서종남, 2009)
둘째, 다문화교육은 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생활 전반의 모든 교육활동에
다문화교육이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 일반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관리자, 학부모에게도
연수, 세미나, 토론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양한 자료와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법으로 기초부터 심화교육까지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서종남, 2009)
다섯째, 교사들은 수업 시 먼저 학생들의 선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편견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정관념 없는 대화법과 수용적이고 관대한 수업분위기를 조성
해야 한다.(정선희,1997)
여섯째,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 공정과 존중을 장려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Goodman et. al,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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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교사중심의 강의식, 교훈적 교수법은 다양성이 높이 평가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내용을 통합하는 다문화적 내용을 가르칠 때는 부적절하다.(Banks, 2008)
여덟째, 교사는 <표1>(오은순, 2009) 변인들을 고려하고 파악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이
를 반영하여야 한다.
변인

<표1>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관련 변인

영역
학생의 일반적인
요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응 수준

하위요인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교, 특수성(장애나 영
재성 등), 성적지향, 지형, 연령(학령), 발달단계, 능력
(학업 성취도 포함)
언어유창성, 자아개념, 자아정체성, 사제․교우관계
부모의 국적, 가족 분리, 선택의 주체 여부, 준비 및
학생 변인
가족의 역동성, 이주 형태(국제 학생 포함), 생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원,
활 환경의 변화, 문화적 고립, 사전경험, 정체성, 사회
어려움
경제적 지위, 가정 내 권력 변화, 학교와 가정의 문화
적 갈등
다문화가정 학생의 주도성, 공동체 의식, 문화적 의식, 적응력, 교육에 대
강점
한 존중감, 대가족, 근면성, 시민성
교육과정 변 인종, 문화, 계층, 민족, 언어, 종교
인
환경 변인 학교문화, 사회구조, 주류문화, 거주지문화

4.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의 이론적 배경

뱅크스의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의 이론적 배경
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문화내용 통합하기(Content Integration) :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에 등장
하는 주요 개념, 원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집단의 사례와 내용을 활용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리나 수학시간에 유색인종이나 다양한 민족 출신의 물리학자,
수학자의 전기를 활용하거나, 지식구성과정, 편견감소, 평등한 교수법의 태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둘째, 지식구성과정 알기(The 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 : 특정 학문영역에 내
재하는 문화적 가정, 준거 틀, 관점, 편견 등이 해당 학문영역에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
는 것이다. 이것은 료타르(Lyotard)가 제시한 구성주의 학습법에 기초한 것으로 구성주의
학습법은 협동학습과정에서 주어진 주제를 같이 탐색해 나가는 학습 환경으로 비판적․
과학적 사고력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촉진자의 역할
을 해야 하며, 학생들이 교사의 생각이나 행동을 모방하거나 습득할 객관적인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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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준비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구성주의 학습은 교사중심교육이 아닌 학습자 중심교육으
로, 평가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운용한다. 맞거나 맞지 않는 이분법
적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방법으로써 다문화교육에 적합
한 교육방법이다.(서종남, 2009)
셋째, 편견(선입견) 해소하기(Prejudice Reduction) : 교수 활동 시 인종적, 민족적 편견
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학생들의 인종적 특징 및 그것이 교수법이나 교재에 의해 어
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다.
넷째, 공평한 교수법(균등 교육 실시)(An Equity Pedagogy) :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
생의 배움에 적합하도록 수업을 수정하고 독특한 학습양식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균등한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문화와 사회구조의 역량
강화) (An Empowering School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균등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집단구분과 낙인
관행, 성취의 불균형 해소, 공평한 스포츠참여,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우호적 상호작용 등은 긍정적 학교다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이다.

5.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방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방향은 오은순(2009)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가. 교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적
실제 수업에서의 다문화교육 목표는 학생의 정체성 함양, 학생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
에서의 다양성, 평등․정의에 대한 개념인식과 세계시민성,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한 문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각 목표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
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오은순(2009)
구분
정체성
다양성

세부 내용
∙문화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인 이해하기
∙타문화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다문화적 사회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제공
∙문화, 국가, 세계의 상대성과 다양성 인식과 이해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정의의 필요성 인식
평등/정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불평등을 인식하는 방법 알기
∙차별, 왜곡, 편견, 고정관념 이해하기
∙민주주의 원리 터득
민주 시민성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과 상대주의적 태도의 발전
∙사회정의를 위해 일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행동
문화 창조성 ∙미래 사회를 위한 새 문화 창조능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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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내용
문화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의식주 문화는
물론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 내면적․정신적인 가치 등이 해당된다.(오은
순, 2009)
다문화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재에는 다양한 문화적, 윤리적, 인종적집단의 시각에서 해
석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과 다양한 사회계층, 사회현상들에 대하여 다루어야 하고, 이
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인종과 윤리적, 사회적 계층집단에서 오는 문제점과 사건에 대
한 개념과 논쟁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할 수 있어야 하며, 편견이나 왜곡으로부터 자유
로워야 하고, 다원주의사회를 긍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적당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학습 자료를 교사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여 무엇이 왜
곡된 사실인지를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끌어 줌으로써 다문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
다.(김선미․김영순, 2008)
다.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1) 통합교육: 다양한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내용을 통합하여 교과교육 시 연계하
여 가르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다.(오은순2009)
2) 개별학습: 수업의 초점을 학생 개인에 두고 가급적 모든 학생이 교수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 학습속도, 요구 등을 고려한 교수방법 및 절차, 자료의 선택,
평가 등을 실천하는 수업이다.(차조일,2009)
3) 협동학습: 구체적인 학습상황에서 학습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소집단 학습방법으로, 구성원 모두가 상호의존적 작용을 통해 집단에 부여된
학습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여 그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유용한 학습효과를 습득하게 하
는 학습방법이다.(차조일,2009)
4) 체험학습: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
다. 최근에는 가정과 이웃, 일과 놀이, 시장, 도서관, 대중매체 등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태도, 가치, 기술, 지식을 획득하는 무형식 학습(차조일,2009)으로 학
교 또는 지역행사 참여, 유네스코 문화교실(CCAP), 외국인과의 접촉과 교류, 학부모 참
여교육,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캠프활동 등이 체험학습에 해당된다.
5) 토론학습: 학생들이 다문화적 공통관심사 및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
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검토하는 방법이다.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의 습득보다는 고등사고
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 준비와 계획이 부족하거나, 학
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부족할 경우 의도하였던 성과를 얻기 어렵다.(차조
일,2009)
6) 비언어적 수단 학습: ICT활용, 심리역할극, 미술, 음악, 체육활동, 시뮬레이션, 요
리를 활용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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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ICT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자료

학습주제

관련 동영상 자료
‘그의 특별한 여행’, ‘비범한 사람들’, ‘해피엔딩을 꿈꾸며’
정체성 •지식채녈e•sbs스페셜- ‘아빠 나라를 떠난 아이들’
•지식채녈e- ‘팀 가이스트’, ‘그것만이 내 인생’,
다양성
‘당신의 이름은 몇 개 입니까?’
•sbs스페셜- ‘5년의 기록-압록강 二千里 사람들’
•지식채녈e- ‘서른 살, 젊은 여자의 죽음’, ‘56점짜리 인생’, ‘실종’
기억’
평등/정의 •sbs스페셜- ‘부끄러운
‘희망의 가족 공동체, 캠프힐’
•MBC드라마- ‘나도 잘 모르지만’
‘그들의 맨손’, ‘토론의 달인’, ‘잃어버린 33년’
민주 시민성 •지식채녈e•sbs스페셜- ‘185명의 왕국, 그 섬은 왜 행복한가?’
•지식채녈e- ‘two jobs, 스피노자의 이유’, ‘위험한 힘’, ‘질문들’
문화 창조성
‘못 말리는 구두쇠 영감’, ‘어떤 19살’
•sbs스페셜- ‘아키타 산골학교의 기적’

라.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의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논의는 교수내용이나 방법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져 다
양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오은순 외, 2007)
∙다문화 가치 인식에 평가
∙학생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천도 평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국 문화 요소 반영
∙과정 중심 평가
∙학생의 언어 수준 고려
∙개인의 면담 통한 진전도 평가
∙절대평가
∙자기평가 ∙분담별 평가
∙모국어 사전 사용 허용
∙모국어 활용

6.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개발과정

차조일(2009)의 ‘중등 다문화교육의 실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1단계 : 수업상황 이해하기
∙ 수업 여건과 학생의 정보(제반 환경과 문화적 배경)파악하기


2단계 : 수업자원 확인하기
∙수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 학생(일반학생, 다문화학생), 학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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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지역사회나 다문화센터의 담당자, 다문화인 집중 거주 지역 확인


3단계 : 수업목표 확인하기
∙교육과정목표, 교과서 단원목표는 거시적인 측면이므로 구체적인 수업목표
설정이 다문화수업 진행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단계 : 수업 개관하기
∙수업전개도를 통해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는 과정이다.
∙도입-전개-정리 3단계의 수업흐름을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나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5단계 : 수업자료 확인하기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관련 기관(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학교, 교사모임 등
에서 개발한 참고자료 활용하기
∙기존 자료를 수정 활용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기
∙ICT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하기


6단계 : 평가방법 확인하기
∙다문화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의 형성이 중요하므로 지필고사 형태의 형성평가
나 총괄평가 대신에 수행평가 형태의 평가방식이 적절하다.

7. 교육과정별 수업사례

다문화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영역으로는 ‘교과영역’, ‘재량활동
영역’, ‘특별활동 및 기타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교과영역’에서는 통상적 인식
이 다문화와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수학과 과학에서 다문화적 수업사례를 소개하고
‘재량활동영역’의 ‘교과재량활동’에서는 역사수업을, ‘창의적재량활동’의 ‘범교과 영역’에서
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중학교 활용자료를,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
료의 예시는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일선 초․중․고등학교 재량활동 한 학기분량
으로 개발한 다문화이해교육자료 3종 ‘다른 빛깔 다른 무늬 아름다운 교실’ 중에서 고등
학교 1차식 분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2008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오색다문화
공동체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특별활동 및 기타영역’에서의 다문화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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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과영역에서의 다문화수업 예시
1) 다문화적 수학 수업(Banks, 2008)
수학 교사들이 각 단원별 수업시간에 다문화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등교수법과 문
화적으로 사려 깊게 대응하는 교수방법을 수행해야 한다. 평등교수법은 교사가 다양한 배
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기법과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
적으로 사려 깊게 대응하는 교수전략은 학생의 동기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집단출신 학생
들이 교과 내용을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수학지식활용과 기능연습을 위해 이민자료 활용하기
수업의 핵심개념
수학기능을 미국의 이민추세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수업목표
학생들이 미국의 이민추세와 유형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수학지식과 기본기능을 활용한
다.
수업방법
① 학생들에게 1981년에서 1998년 사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수가 제시되어있는
국가별 미국이민을 나타내는 표를 나누어준다. 학생들의 학년수준과 도표독해경험에 따라
표를 단순화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조별로 1981년에서 1998년 사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합계를 보여주는 표를 구성하도록 한 뒤 내림차순에 따라 도표를 정렬
하도록 한다.
② ①에서 작성한 도표의 세 번째 열에 각 집단별로 아시아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정리해 보도록 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민추세를 설
명하기 위한 가설을 세워보도록 한다.
③ 학생들이 조별로 활동을 한다. 유럽,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주한 이민자
의 합계를 나타내는 다른 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도표에 열을 첨가하여 각 대륙별 이민
자가 총 이민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적도록 한다. 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추
세를 확인하고 이러한 추세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도록 한다.
도표에서 활용되는 기능들
학생들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개의 도표를 작성하면서 통계자료에 대한 도표 독해, 덧셈,
나눗셈을 포함하는 비율계산과 같은 다양한 수학기능을 연습한다.
2) 다문화적 과학수업의 사례
학교의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장차 보다 사려 깊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도
록 도울 수 있는 경험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학수업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협동
학습과 탐구학습은 활동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하고 빈번한 접촉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학생들이 서로 동등한 지위를 경험해야 다문화교육의 목적인 반편견, 반차별적 교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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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동등한 지위는 학생집단 사이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과학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피부색을 결정하는 생
물학적 원인에 대한 주제와 겸상적혈구 빈혈증, 고혈압, 흑색종과 같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정집단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들과 관련된 개념은 다문화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과학 및 건강관련 주제의 좋은 예이다.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인종차별주의를 뒷
받침하는데 이용되었고 또 동시에 인종차별주의를 논박하는 데도 활용되었는가 하는 것
은 다문화교육과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 다문화교육의 주제이다.(Banks,
2008)
나. 교과 재량 활동에서의 다문화수업 예시
1) 역사 수업
수업 목표
주제중심수업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행학습을 배경지식으로 활용하여 역사적 지식
을 비교, 활용, 종합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실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여 사건중심 학습에만 치중해 있는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한다.(김선미․김
영순, 2008)
역사 수업 지도안
주제
준비물
단계

<역사 속의 신분제도>
B4용지 2-4배 크기의 전지(모듬의 수만큼), 매직펜(또는 색연필), 스카치테이프
수업특성
수업내용
유의사항

(5“)
카스트제도관련 간단한 자료제시
-주의
집중,
흥미유발,
본
수업의
목표
도입 -수업 분위기 및 활동 제시
(비디오, 사진, 그림, 동영상, 또는 관련
조성
소설의 일부 문구, 학습용 사료 등)
(15“) -인도의 신분제도 특성 및 관련 사실 알
-선수학습 아보기
복습
-다른 지역 역사 속의 신분제도 찾아보 -학생 중심으로 사실을 회상하여
Ⅰ.다양 -사전지식
봉건적 신분제도 등의 몇 열거하도록 유도하고 교사가 보충한다.
한 문화 상 및 열거회 기(양반제도,
가지를 학생들이 대답하기)
/제도 공 -본 수업 관 -열거된
-열거한 내용을 하나씩 OHP용지나 칠판
것
중
2-3가지
신분제도를
골라
존 인식 련 사전지식 신분제도별 특징, 혹은 관련사실을 열거 에 판서하여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한 눈
단계 활용
해 보기(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은 교사 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
-본 수업 관 가 보충하면서 이해할 만큼 충분한 사
련지식 보충 실들이 열거되도록 한다)
Ⅱ. 문화/ (15“) -비교표 만들기 예시: 교사가 주도하여 -교사의 예시는 모둠활동이 원활하게 이
제도의 -모듬별 토의 다양한 신분제 비교표를 만들어 그 속 루어질 수 있게 가이드 하는 정도로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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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채울 내용을 학생 전체와 함께 만들
어 본다.
비교표는 각
학습
-모듬별로 토의하면서 비교표를 만들어 여주고,
모둠에서 독자적으로 완성하도록
완성해 가도록 한다.
유사점, -비교분석자
한다.
료
만들기
-비교포를
만들기
위해
비교할
만한
유
차이점 활동
-일부 중요한 비교 유형은 교사가
형을
다양하게
고안해
보도록
한다(교
이해의 -비교분석 기 사가 한두 가지 예시를 보여준다).
미리 제시해 준다.(예: 신분특성,
단계 준 창작 아 -각 모둠 별로 비교표를 그릴 전지와 매 지역, 시대 등)
-먼저 끝난 모둠에게는 미리 다음
이디어 제안 직펜을 나누어 준다.
-모둠별 작업이 끝나면 비교표를 테이프 단계의 토의과제를 제시해 준다.
로 붙여 전시한다.
-신분체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
기해 보고 토의하도록 한다. (예: 신분 -모둠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토의 주제
제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왜 각 지 를 알려주거나 교사 주도로 전체 토의 및
Ⅲ. 문화 (10“)
서로 다른 신분제를 가지게 되었 의견 발표를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적 편견 -문제제기 역은
을까?,
문제점은 무엇일까? 있다.
제거/다 -분석, 비판 신분제는각 왜신분제의
사라지게 되었을까? 이러 -교사는 모둠의 토의 활동을 돌아다니면
양성 인 단계
한
신분제는
오늘날의
식의 폭 -심층 토의 한 영향을 미쳤을까? 각 사회에 어떠 서 중간 중간 도움을 준다.
확대의 단계
사항은 교사가 모두 결론을 내릴
-토의주제, 비판할 점 등은 교사가 일부 -토의
단계
필요는
제시하고, 모둠원이 제시하는 문제나 비 있다. 없고 문제 사항으로 남겨둘 수도
판거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Ⅳ. 다양
-신분제에 대한 토의를 마친 후 자신의 -강압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
한 문화 (5“)
결론 및 소감을 각자 정리해 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의한다.
의 가치 -학습의 내재 종합적인
보게
한다.
평등성 화 단계 -몇몇 학생들이 자신의 정리된 의견을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학생들이 자유롭
이해의 -정리단계 발표해 보도록 한다.
게 표현하도록 한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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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지도안으로 실시한 역사수업 과정 및 시행평가
•서울 00중학교 1, 2학년의 2학기 말에 교과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매 수업에 투입된 학생들은 모두 다른 학급 학생으로 교사는 같은 수업을 여러 번
실시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처음 접하는 수업인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 수업을 직접 실시한 교사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다소 지니고 있었으
나 다문화적 수업과정안을 작성하는 일은 생소한 일이라 상당히 어려워하였고 교사가
작성한 일차 수업안은 전통적인 수업체계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 수 차 수정작업을 거
쳤다. 교사의 수업방식에 대한 발상과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론을 접해본 경험
만으로는 대체로 쉽지 않았다.
•교사의 수업 시행에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교사도, 학생도 시도해 보지 않은 수업진행
방식과 내용으로 다문화수업모형의 1단계조차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났다. 하지
만 같은 수업지도안으로 한 두 번째 수업에서는 교사의 수업진행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첫 번째 수업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어 계획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 시행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높고 조별 지도도 가능하여 계획한 수업안
대로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어 교사가 자신 있게 수업을 하게 될 때 더욱 수업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선생님의 질문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토의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석표(worksheet)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어려워했으나 교사가 예시를 보여
주자 곧 따라올 수 있었다. 활동중심수업이 효과를 보기위하여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
러한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환경 조성과 동기유발이 필요하다.
•여섯 차례에 걸친 시범수업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두 시간 연속의 재량활동 시
간의 수업에서는 4단계 수업모형까지 모두 실시할 수 있었으나 한 시간용 수업으로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교사중심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일 때는 전
략적인 교사의 개입과 숙련된 기술을 통해 학습자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비가시적인 수
업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수업전개를 위해 조 편성도 교사가 교실
상황과 학생수준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김선미․김영순, 2008)
다. 창의적 재량 활동 중 범교과 학습에서의 다문화수업 예시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주시민교육지도 자료’ 중에서 (중학교 활용자료)


제재
평등 개념 이해 활동
 활동목표 

시수

1시간

1. 평등과 불평등을 구분하는 사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 평등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3. 생활 속에서 불평등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활동 1 : 평등의 의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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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방법
예정 시간
준비감 및
사전 과제

【 마음 열기 】

모둠별 협동 학습
20분
활동 장소
강당(교실)
교 사 모둠 구성, 헌법 11조 ①항 및 학습지(학생 수)
학 생 필기도구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어린 시절 동화책을 읽거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이 이야기 속에서 불평등 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주가
이루어진 곳이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활동 안내 】
1. 먼저 생활 속에서 불평등 요소를 모둠별로 찾게 합니다.
2. 헌법 제 11조 ①항을 교사가 제시하고 평등의 의미를 모둠별로 파악하게 하고 대표 모둠을 선정
하여 발표하게 합니다. 필요하면 교사가 보충 설명을 간략하게 해줍니다.(법 앞에 평등, 과정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자유와 평등의 조화 등)
3. 자신이 생활 속에서 불평등 요소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헌법의 평등권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게 합니다.

1-1. 모둠별로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불평등한 사례를 찾아 3가지 이상 기록해 봅시다.
1-2. 모둠별로 우리 학교생활 속에서 불평등한 사례를 찾아 3가지 이상 기록해 봅시다.
1-3. 모둠별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불평등한 사례를 찾아 3가지 이상 기록해 봅시다.
1-4. 다음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적 기본권 조항입니다. 모둠별로 평등의 참 의미를 파악하고
한 모둠만 발표해 봅시다.
☞ 헌법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518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5. <문제 1-1, 1-2, 1-3>에서 자신이 생활 속에서 불평등 요소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문
제 1-4>의 활동에 비추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봅시다.



활동 2 : 생활 속의 불평등 요소 해결하기 
활동 방법
예정 시간
준비물 및
사전 과제

【 활동 안내 】

모둠별 협동 학습
25분
활동 장소
교 사 학습지(모둠 수)
학 생 필기도구

강당(교실)

주어진 예시 사례를 소인수 학급에서는 모둠을 3개로 만들어 제시하고 다인수 학급에서는 6
모둠으로 만들어 2개 모둠에게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불
평등 사례를 모둠별로 구안하거나 과제로 제시하여 활동하게 할 수도 있다.

【 예화 】
사례 1
김미경 씨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
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자연히 가족들은 김미경 씨에게 많은 기대를 걸게 되었다. 대
학을 졸업하면 학교 다닐 때의 실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대단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
다. 그러나 김미경 씨는 2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다
입사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지 않는 회사가 많았고 몇 군데에서는 필기시험에 합
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일지 못하고 있다. 김미경 씨는 자신이
면접시험에서 떨어질 정도로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남학생들은 취직한 사
람이 더 많았다. 김미경 씨는 단지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취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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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사례 2
남자 유도선수 10여명이 운동연습을 끝낸 후 회식을 하기 위하여 서울의 유명한 뷔페식당에
갔다. 이들은 외모로 보아서도 헤비급 거구일 뿐만 아니라, 실제 체중도 모두 100㎏이상이 나갔
다. 이들이 식당에 들어가려 하자, 식당 지배인이 나와 죄송하지만, “우리 식당은 운동선수들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입장을 거부했다. 이 선수들은 체격으로 인해 식사할 권리마
저 박탈당한 것에 분개해 식당 사장을 상대로 하여 평등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사례 3
김선희 양은 심한 청각 장애를 갖고 있다. 청각 보조기를 달아도 사람들의 입술 움직임을 읽지
않으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녀는 국립간호학교의 입학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시험에
서 그녀의 청각 장애는 확연히 드러났고 학교 측은 이 사람은 프로그램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도 없으며, 나중에 간호사가 되어서도 환자들을 안전하게 보살피지 못한 것을 주장하며 그녀의
입학을 거절하였다. 그녀는 장애인차별을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 제시된 예시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2. 제시된 예시 속에 차별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1-3. 제시된 예시 속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1-4. 각 모둠은 토의를 한 후 모둠의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합니다.
【 실천 의지 다지기 】
2.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 중 불평등 사례와 관련,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내가 실천하고
노력할 점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를 찾아 발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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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교육청 다문화이해교육자료 [다른 빛깔 다른 무늬 아름다운 교실]중에서
1

무지개가 단 한 가지 색이라면...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여러 빛깔로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어색해진 지금, 다문화 시대의 성숙한 주인공이 되
기 위해 마음을 열어 보자.

(고등학교 활용 자료)

학습 활동
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변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②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발표할 수 있다.

준비물

ο 교사 : 인터넷, 컴퓨터, TV, 학습지
ο 학생 : 학습지, 필기도구
주제 : “다문화이해”
① 4명이 한 모둠을 이룬다.
② UCC 프로그램 감상을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ο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055967&feed=YH

활

모

동

둠

절

학

차

습

이주노동자 축제(마이그런트 아리랑 축제)
ο http://www.cgntv.net/CGN_Player/player.htm?pid=2130&vno=4174
새터민 관련 뉴스
ο

http://qtv.freechal.com/Viewer/QTVViewer.asp?qtvid=155231&srchcp=Y&q=국제

결혼%20전통혼례식

국제결혼

③ 학습지 풀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파악한다.
④ 다문화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⑤ 학습지의 풀이 결과를 개별 또는 모둠으로 발표한다.
① UCC 프로그램 감상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② 동영상 상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습지만을 활용한다.
유의
사항

③ 사회의 변화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였음을 인식한
다.
④ 다문화교육의 개념 파악을 토대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한다.
①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

②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

③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 파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
을 형성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사이트
및 문
헌자료

ο 조영달,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이론적 쟁점
ο 김현덕,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
ο 오성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진단
ο 경기다문화교육센터, 제1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직무 연수
ο 김영신,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과 학교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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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일까?
개인 또는 모둠별 활동지 1

영역

다문화이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변화 내용을 파악하여 봅시다.
생각할 문제

다문화와 관련된 동영상을 봅시다.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

UCC사이트
마이그런츠 아리랑 축제

생각할 문제

동영상을 보고 아래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봅시다.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이주해 온 새터민이 많이 있습니
다.
◈

UCC사이트
새터민 관련 뉴스

생각할 문제

동영상을 보고 아래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봅시다.

우리나라에 국제결혼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UCC사이트
국제결혼

◈

우리나라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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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 대하여 파악하기
개인 또는 모둠별 활동지 2

영역

다문화이해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파악하여 봅시다.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
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최근 한국 정부에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
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 출신, 다른 인
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한국사회에 새롭게 유입된 대표적인 구성원은 국제 결혼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새터민 등
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연 100만명에 이른다. 국내 결혼 건수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중은 2006년도에 11.9%(통계청, 2007)로 10쌍 중 1쌍이며,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이주
한 새터민은 약 1만 여명(통일부, 2007)이며,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적게는 34만 여명,
많게는 68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각할 문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된 이유를 써 봅시다.

국제결혼자 또는 새터민의 입장을 상상하여 아래에
상상하여 봅시다

써 봅시다.
예시 : 나는 이주노동자입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
은 위험하고 임금도 많지 않지만 나와 같은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의 공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일을 하여 돈을 벌어서 고국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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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에 대하여 파악하기
개인 또는 모둠별 활동지 3

영역

다문화이해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파악하여 봅시다.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대두된 개념이다.
다문화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는

다른

나라의

문화이해(inter-national

understanding)와 한 국가에서의 다양한 문화이해(intra-cultural understanding)를 포함하는
말이다.

다문화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수업 등을 통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understanding)하고 수용하는 관용(tolerance)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가진 학생들이 평등한 성취
기회를 갖고, 인권을 존중받는, 학생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생각할 문제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파악하여 써 봅시다.

답을 알려주는 문제풀이
다문화교육이란?
정

답

정답에 대한 힌트

교육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과정이다.
○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
표이다.
×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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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의 대상과 필요성 파악하기
개인 또는 모둠별 활동지 4

영역

다문화이해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파악하여 봅시다.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나 새터민, 국제 결혼한 사람들과
그 가족 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 전체가 대상이 된다.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여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
고, 사회 전체의 갈등을 줄여 사회의 통합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문화
를 창조하는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풀이할 문제

다문화의 대상이 전체 국민이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 봅시다.

상상하여 봅시다 다음 상황을 읽어보고 그 사회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여 써 봅시다.
나는 새터민 학생입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데 졸업하면 북한의 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에 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외국에 이민을 간 불법 체류자입니다. 우
리 아이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에만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본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하여 봅시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기름 제거를 위한 봉사활동
이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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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활동 및 기타영역에서의 다문화교육 내용 및 방법
각 학교별로 다문화가정자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반’, ‘다문화
연구반’, ‘다문화 활동반’과 같은 계발활동 부서를 만들어 다문화가정자녀와 일반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활동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주고 체육대
회, 소풍, 수련회 등의 행사활동에서도 다문화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교육이
라는 인식 없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다문화적 의식과 타문화 존중, 반 편견의
식을 가지도록 교육적 배려를 해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에 있는 여
러 다문화관련 지원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관련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적
극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물론 다문화가정자녀가 없는 학교라도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히 시행할 교육적 가치가 있는 활동들이라고 본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다문화가정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들 중 다문화가정 학
생, 학부모, 교사, 일반가정 학생, 학부모 각 1명씩 5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사
가 중심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멘토와 멘티가 되어 여러 가지 활동과 체험 속에
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장이 되는 오색다문화공동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오색
다문화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다문화가정학생의 경우 학교 적응교육과 정체성교육에 큰 도
움이 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는 한국 사회적응교육의 장이 되며, 일반가정 학부모와 학생
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운영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색다문화공동체는 2008년 2학기 15개
교 75개 공동체로 출발하였는데 현재는 91개교 479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2009학년도 오색다문화공동체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동중학교, 부발중학교, 원곡중학교
의 운영사례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명

주제

주요 프로그램

∙다문화 체험 활동
-매월 2,4주 토요휴업일 활용, 멘토 교사 주관으로 전통예절
교육, 한국문화 및 유적지 탐방, 주말현장체험학습, 지역다문
화 축제 참여
사랑하 ∙다문화 이해 활동
내동중학교 이해하고
는 색동저고리 -월1회 멘토 교사가 다문화학생 상담 및 인성교육 실시
-월1회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친교활동을 위한 친구의 날
실시
∙방과 후 활동에서 다문화가정자녀 대상 학습부진 보충학습과
축구반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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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체험활동
-한국음식 만들기, 전통문화 알기(도예체험)
학생 개별지도활동
진로․독서․상 ∙다문화가정
-진로지도(진로 선택과 나의 미래)
담
활동
중심
부발중학교 오색다문화공동 -독서를 통한 이해력 및 표현력 신장
-상담활동(청소년기의 발달과제인 자아정체성 확립)
체 운영
∙지역사회연계 지원활동
-이웃나라 문화체험활동
-이천시 다문화가정센터에 도서 기증
∙한국 문화 체험
-도자기 체험, 천연 염색, 한국무술 ‘점프’공연 관람, 음식 만
들기, 미술 작품 만들기
따로 또 같이 ∙기초 학력 증진
원곡중학교 하는 오색다문화 -방과 후 수학보충학습
공동체 운영
-독서․논술토론활동
∙정체성 확립
-지기이해활동 프로그램 운영
-소수자 예술 발표회 참여

Ⅳ

.

맺는 말

교육과정이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교육과
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고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는 교사들의 수업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성공적인 실천은 다문화역량과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기술을 갖
춘 교사의 양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앞서 다문화교육적 역사수업의 예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알고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프로그램의 의도와 각 단계의 흐름, 그리고 강조점 등을 잘
파악하고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같은 교사가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교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감각적으로 내재하게 되어 처음
실행의 문제점을 보완, 실행하게 되면서 수업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고 각 단
계별 프로그램의 의도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
이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원연수프로그램은 이론뿐 아니라 워크숍형식의 프로그램 실
행과 실행결과에 대한 토론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김선미․김영순, 2008) 다문화교육
과정은 역동적인 과정이다. 다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그것을 교사들에게 전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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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문화교육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중추적이다. 다문화적 교재가 다문화교육과정 실행에 필수라 하더라도 다문화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기반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인종ㆍ민족ㆍ언어ㆍ문화 집단에 대한 분명하고 긍
정적인 태도를 지니지 못한 교사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다문화적 교재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잘 설계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연수프로그램은 효과적 다문화교
육과정의 개발과 실행에 꼭 필요하다.(Ladson-Billings, 2001; Bank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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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도래와 한국사회의 대응"
김 해 성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
1. 단지 시골에서

올라와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5학년 가을, 서울에 전학을 온 나는 시골에서처럼 책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첫 등교를 했다. 나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소풍 왔냐?” “책가방은 어디 두고
보자기로 싸가지고 왔네!” 책보를 툭툭 치면서 놀리기 시작했다. 시골에서는 책을 보자기
에 싸서 남학생들은 어깨에, 여학생들은 허리에 둘러메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왜 놀리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 분위기에 압도돼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얼마
날자가 지나고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국어책을 읽도록 지시를 했다. 읽기를 시작하자 사투
리 억양이 우스웠는지 아이들은 피식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내 “...했습니다.”
하자 몇몇이 “다~”를 따라하며 사투리가 섞인 내 말투를 흉내내는 것이었다. 끝내는 웃음
보가 터지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급기야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나는 울음을 터뜨
리고야 말았다. 그때 선생님은 나를 앞으로 불러내었고, 이내 반장도 불려 나왔다. 선생님
은 반장에게 나의 뺨을 세 대 때리도록 지시를 하자 잘 훈련된 세퍼트처럼 망설임 없이
힘껏 내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자리에 돌아와 뺨을 만져보니 때린 손가락 자욱에 따라
우툴두툴 부풀어 올라 있었다. 뺨을 맞은 아픔도 아픔이지만 수업시간에 집단적으로 놀
리며 장난을 친 아이들을 혼내기는커녕 거꾸로 놀림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시골아이를
불러내어 그것도 반장을 시켜 따귀를 때리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다. 억울함 때문에 어깨
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나를 본 선생님은 다시 반장과 나를 나란히 불러내서는 아까보다
더 세게 때리라는 지시를 했다. 다시 뺨 세 대를 맞았다. 자리로 돌아온 나는 이를 악물
고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시 울었다가는 다시 뺨을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같은 나라에 사는 같은 민족이 아닌가? 단지 시골에서 올라와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만
으로 놀림을 당하고 뺨을 맞고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온 이들은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항변을 할 수 없는 이들은 주먹
을 부르르 떨며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다. 어쩌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과 중국
동포, 다문화가정의 인권을 위해 한 우물을 파고 살아온 나의 삶도 결코 우연은 아닌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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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한국사회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재 110만 명을 돌파했고, 국내 체류 외국
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상회하고 있다. 2006년 5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전 세계 최저 출산율로서 현재의 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100년에 남한 인구는 2,3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저출
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바 인구 부족은 곧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
되어 현재 100만 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인 체류자는 곧 500만 명, 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
이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에서는 ‘외국인을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검토하거나, 법무부의 국적제도 T/F팀에서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
혹은 속지주의(屬地主義)를 통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방안과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제도 대폭 확대’, ‘귀화제도 간소화’, ‘이중국적 허용’ 등의 파격
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6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 통계에서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13.6%인데, 이는 8쌍 중 1쌍 이상이 외국인과의 혼인으로서 지난 1995
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이에 한국 국제결혼은 13,494쌍에서 43,121쌍으로 증가했고, 이
수치는 220%가 증가한 것이다. 특별히 농촌의 경우에는 두 세 쌍 중 한 쌍이 외국인과의
혼인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인종, 다민족사회, 다문화 사
회로 성큼 다가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전 세계에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을 시작했다. 1987년 노동
자 대투쟁으로 인한 노임단가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수출경기의 호조는 한국에 인력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1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면서 3D업종에 취업을 기피
하는 현상이 만연되고 영세한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자
리를 채우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기업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의 수교를 앞두고 많은 중국과 구 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입국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5년 복수비자로 방문과 취업이 이루어지는 방
문취업제가 실시되고 있고 그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의 외국국적 체류자는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 50여 만 명 이외에도 교수, 회화강사, 엔지니어, 사업가, 유
학생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국내에는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피부색과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도 외국인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불법체류자인바 이들이 불법체류자이기에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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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있다. 지금은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시작단계로서 첫 번째 단
추를 잘 꿴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프랑스의 인종폭동사태가 우리에게서 터지
지 말라는 법이 없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나이가 많아지고 병이 들면 국가가 사회적인 부담
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외국인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한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만의 하나 이들이 범죄자가 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
히 한국 사람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이주민들을 위해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투자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중에 더 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거나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
는 것이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아 준다면 한국을 사랑하는 친한 인사
가 되어 돌아가겠지만 만일 함부로 대한다면 반한인사가 되어 돌아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4. ‘단일민족’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를 ‘단일민족’으로 표현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 왔다. 그러나 과연 우리
는 단일민족일까? ‘단일민족’을 순수한 한글 표현으로 ‘배달겨레’라고 쓰기도 한다. 사전을
보니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여 사는 단군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배달’의
뜻은 무엇일까? 혹 ‘배가 달라서 ‘배달’은 아닐까?‘ 하는 불경한 생각을 해 본다.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환인이라는 천신의 아들 환웅이 홍익인간(弘益人間)
의 뜻을 펴기 위해 천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었다.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기를 원했고, 환웅은 그들에게 마늘만 먹고 견디는 숙제를 주었다. 이를 극복한 곰은
여인이 되었고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이 태어났다. 그가 단군왕검이며, 고조선의 시조이다.
그렇다면 천신의 아들 환웅과 웅녀(곰)의 사이에서 태어난 배가 다른 민족이 우리이지
않을까?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65.2%가
‘그렇다’고 답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단일민족’이라고 주장
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한다. 2005년도 갤럽조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도
시가 서울이라고 꼽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어떨까? 학자
들이 우리 민족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북방계 60%, 남방계 40%로 유전자가 섞여 있고
‘복합민족’이라는 판정을 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큰 획을 그은 인물은 미국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즈 워드가 아
닐까 싶다.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다니며 대통령을 만나고 광고에도 출연했었다. 화려한
귀국과 환호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아픈 기억과 치욕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어
느 한국인 여성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출산을 했다. 그런데 웬걸, 태어난 아들은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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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검었다. 아마도 엄마는 엄청나게 심각한 고민을 했겠지만 배 아파서 난 자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엄마에게는 ‘양공주’, ’양색시’라는 그래도 점잖은 표현을 넘어 ‘양갈*’
라는 손가락질이 돌아 왔다. 아들은 ‘*둥이’라는 쌍스러운 표현의 대상이자 놀림감일 뿐이
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숨 막히는 상황에서 비상구를 찾은 것이 미국 땅이었다. 한편
미국 땅에서 엄마와 아들은 또 다른 외국인으로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죽도록 일하
고 죽도록 운동을 했다고 한다. 누가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5. 새로운 사회에의 도전

1) 필자는 1980년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 가까이 줄 곳 노동자 지원활동에만
매달려 왔다. 공장에 취업하여 일하였지만 1년이 채 안되어 대학출신자라는 이유로 해고
를 당하였다.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산자교회를 개척하였고 노동 상담소<희망의 전화>
를 개설하여 한국인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지원하며 노동자 선교를 시작했다. 한편 목사
로서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일을 하게 되었고 노동문제와 인권문제의 전문가
로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2년도에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16층에서 추락하
여 사망한 중국동포 허순필씨와 팔이 절단된 필리핀사람 에리엘 갈락씨의 사건 해결을
요청받았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노동문제이고 인권문제였기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 줄 수 있었다. 허순필씨의 경우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8,880만원의 보상
금을 받아 주는 등 소문이 나면서 가슴을 태우는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다. 한국인들을 위하
여 일하던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들과 함께 일하는 계기가 되었
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들이 당한 불이익이나 인권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일을 하였
다. 그래서 처음 설립한 것은 외국인노동자의 집이었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기, 폭행
등 인권,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2) 외국인노동자들의 많은 상담을 해결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열 명의 문제
를 해결하면 백 명이 찾아오고 백 명을 문제를 해결하면 천 명이 찾아오는 식이었다. 한
편으로 성남에 있는 우리 센터에 부산이나 목포 등지의 사건을 의뢰하는데 이를 외면할
수도 없고 한번 해결을 위해 나서면 하루 이틀이 소요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도 없고, 무
료상담과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없었다. 결국 좀 더 제도적인 개선이나
법률제정을 통해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보호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했다. 외국인노동
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전국에 수소문해서 십여 개의 단체가 모여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의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의 총대를 메게 되었다. 서로 연대하면서 지방사건은 그 해당
지역의 상담소가 처리하니 외국인도 편해지고 우리들도 한 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 가운
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은 ‘외국인노동자법률’ 제정이었다. 서명운동, 공청회,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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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는데 출입국에서 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는데도 이를 중단할 수는 없었다. 이틀 뒤 출
입국 직원이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골목을 막고 단속을 시작했고 한국인 교회 교우들이
나서서 법무부 단속 차량을 막고 연행된 네팔인 두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결국
경찰이 투입되고 필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이 되었다. 그러나 6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벅찬 기
쁨을 누리게 되었다.
3) 한편 1999년 국회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제
정되었다.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등으로 규정했다. 국적은
1948년 정부수립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 출국한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 300만
여 명은 동포가 아니라는 법이었다. 농성을 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는 안중근 의
사나 윤동주 시인, 그들의 후손은 우리의 동포가 아니라는 것이고, 애국하지 말라는 법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직후 성남중국동포의 집 3인이 청구인이 되어 헌법소원을 냈
고,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였다. 이후 2004
년 2월 9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이를 대통령이 공포했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노무인력이 대거 입국을 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을 교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에게 재외동포법을 시행하지 못
하지만 우선적으로 5년 복수비자로서 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포 방문취업
제’를 시행하고 있다.
4) 우리에게는 크레파스와 물감에는 ‘살색’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
여지없이 살색을 칠하곤 했다. 이 살색은 우리에게나 살색이지 피부색이 희거나 검은 이
들에도 과연 살색일까? 어릴 때부터 '살색'을 칠하며 자라온 우리에게 다른 피부색에 대
한 차별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러시아나 이란 출신 노동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 그들은 피부색이 흰 백인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방글라데시, 인도
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 온 이들은 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호소해 오기 일쑤인데 이를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피부색에 대한 차별의식이 심각하게 남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
래서인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왔다"고들 둘러댄다.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 그러면 '검둥이'라고 손가락질 하며 놀리지만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커피
한잔 드시라”며 “영어 좀 배울 수 없겠느냐?”고 물어온다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과 함
께 크레파스와 물감의 ‘살색’ 없애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결
과 지금은 ‘살구색’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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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전 방글라데시 사람 하나가 손목이 절단되었다. 사업주와 싸우다시피 해서 3천만
원을 받아 주었다. 귀국해서 젊고 예쁜 여자를 하나 샀다는 편지가 왔다. 물론 부인과 자
식이 있는데 말이다. 방글라데시 친구들을 불러 따졌더니 이슬람권에서는 경제력만 있으
면 부인을 네 명까지 둘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또 어떤 이들은 공장을 만들고 악덕기업
주가 되어 있거나,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한국에 초청해 달라고 편지를 하기도
한다. 보상받은 돈으로 마약에 빠지거나 술에 취해 폐인이 된 이들도 있다. 모든 일이 온
통 실패라는 좌절감에 빠졌다.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문제를 해결하면 되
는 줄 알고 상담소를 만들었는데 이는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결과였다. 뒤늦게 이들이 새
삶을 살도록 하지 않고 도움만 주는 것의 참담한 실패를 맛보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 이들을 의식화하고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기에 여러 교회와 신학대학, 노동자대학
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6. 다화시대의 교육현실과 아픔

사례 1.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J씨(37세)는 필리핀 유수의 대학에서 교육학
을 전공하고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잠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현지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국인 직원을 만나 결혼을 하고 1992년 한국에 입국을
하였다.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던 중 1998년 남편이 질병에 걸리고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다. 이후 남편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자 J씨가 나서서 낮에는 어린이집, 밤에는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병원비는 쌓여만 가고 유치원에 가는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생활은 점점 쪼들리게 되었다.
병들어 일을 하지 못하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크게 의지하고 살아 왔는데 결국 남편은 빚
더미와 함께 자녀 둘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빚은 줄어
들지 않고 자녀 양육도 힘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2004년에 자녀 둘을 필리핀 친정집으
로 보내게 되었다. 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였고 이제 빚도 정리가 되고 있다. 하나
의 꿈이 있다면 자녀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것이다.
이제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또 다른 걱정이 앞서고 있다. 엄마자신의 피부색이 검
어서 그런지 자녀들의 피부색도 한국인보다 표시가 나도록 검은 편이다. 이전에도 자녀들
이 어린이 집에 다닐 때 어린이 집을 가기 싫어했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철없이 피부
색을 가지고 놀려 대었기 때문이다.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학교에 가면 여전히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다. 예전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을 때 J씨는 큰맘
을 먹고 카메라를 들고 학교를 찾아 갔다. 열심히 달리는 자녀들의 사진이라도 찍어 주기
위해서였다.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던 중에 큰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큰 아이는 정색을
하면서 엄마의 등을 떠밀어 댔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엄마가
필리핀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 놀림감이 되기에 당장 집에 가라는 성화였다. 눈물을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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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자연히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어 버렸다. 현재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은 차라리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피부색이나 언어에 대
한 차별이 없기 때문이란다. 한편 또 다른 걱정은 벌써 4년째 한국을 떠나있는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미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있기에 학교에
가서 한국어나 학습 진도를 어떻게 따라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엄마는 물론 아들과
딸도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인데 말이다.
사례 2. 아프리카 대륙의 우간다에서 온 A씨 부부는 두 살배기 딸을 데리고 우리 외국
인노동자의 집을 찾아 왔다. 집도 없고 아이 때문에 엄마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
다. 얼마가 지났을까? A씨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떼어 영아원에
맡기고 싶다는 요청을 해 왔다. 어렵게 안양에 있는 영아원에 아이를 맡기도록 주선을 하
였고 매주 일요일마다 방문을 하여 정을 나누었다. 그런지 2년여가 흘렀을 시점에 이 부
부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사정을 호소해 왔다. 자신들의 딸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지만
한국아이들 틈에서 자라나다 보니 우간다 말은 다 잃어버리고 한국말만 쓰는 한국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일요일마다 찾아 가면 더듬더듬 한국말로만 힘들게 의사소
통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호소였다. 진퇴양난의 지경에서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현상
을 우리는 보고 있다.
사례 3. 스리랑카 출신의 P씨는 초등학생 자녀 둘을 데리고 관광으로 입국을 하였다. 한
국에 비자기간을 넘겨 머물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사글세방에 자녀들을 방치하다시피 하
다가 외국인의 자녀들도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소식들 듣게 되었다. 상담소
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근처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 갔지만 한국
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측은하게 여긴 아이들이 말을 걸어
왔지만 긴장을 하고 있는 아이는 입도 열지 못하였다. 그때 개구쟁이 아이들 몇이 다가와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자 울음을 터트리게 되었다. 아이들은 이를 즐기기라
도 하듯이 지속적으로 장난을 치게 되었고, 결국 스리랑카 아이는 왕따가 되고, 동물원
원숭이처럼 움추린 채 말도 하지 못하는 자폐증세로 발전하였다.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어
도 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면서 피가 마르는 고통으로 스스로 한국어를 배
우며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옥이며 고문이다. 이후 눈물을 머금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부모와 헤어져 스리랑카로 귀국을 하게 되었다.
사례 4. 방글라데시 최고대학을 나온 M씨는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같은 대학 한국인 여
성과 결혼을 했다. 이내 딸을 낳게 되었고, 혹여나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
나’ 하는 염려로 더 열심히 한국말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국인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하여
한국아이들과 사귀며 살도록 하였다. 그래서인지 어떤 한국인 아이들보다 유창하게 한국
- 536 -

말을 구사하게 되었다. 이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입학 후 다음 날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잠시 어떻게 공부를 하나 창문을 넘겨보다가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되
었다. 담임선생님은 다짜고짜 “어머니, 얘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네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어가 문제가 될까 싶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교공부
를 시작한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것이다. 과연 책이라도 읽어보라고 시켰
는지, 아니면 말을 해보라고 했는지 다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선생님이기에 차마 답변이
나 항변을 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 왔다. 곰곰 생각해보니 선생님도 피부색이 좀더 검
은 딸에 대해 지레짐작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돌아왔다. 열흘이
지났을까? 딸이 방과 후 집에 돌아와 울면서 말을 시작하였는데, 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한
다는 내용이었다. 얘기인즉슨 반 친구 하나가 전학을 갔는데 자리가 비게 되었고, 이 딸
의 짝을 뽑아 빈자리를 채우고 딸은 혼자 앉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마침 인사를 배우는데
짝과 함께 서로 인사연습을 하게 되었고, 짝이 없는 딸은 책상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가방
과 함께 인사연습을 했다는 것이다. 엄마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었다.
안그래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는 말처럼 과연 아무
런 생각없이 선생님이 그랬을까하는 분노가 일어났다. 따지러 갈 수 도 없고, 그냥 놓아
둘 수도 없는 고민에 빠졌다. 아마도 처음 딸의 짝이 자기 엄마에게 자신의 짝은 외국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엄마의 요청에 따라 딸의 짝을 빼내지는 않았을까하는 짐작을
해본다는 것이다.
7. 우리가

꿈꾸는 다문화 학교

다문화가정에 대해 이전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으로 대두
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종합지원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
리에게서 이들에 대한 배려와 대책은 필수적이어야 하고, 가장 큰 대책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초ㆍ중ㆍ고생을 합해 2005년도에 6,121명인데 2006년
에는 7,998명, 2007년에 13,445명으로 전년도 대비 68.1%로 급증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의 경우 88%가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결혼으로 입국을 한 경우이다. 우리에게
는 어릴 때 엄마가 자녀에게 기초적인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엄마가 자녀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는 없다. 걱정이 된 엄마는 이를
보충하고자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집중적으로 보게 하고 중독증세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다.
또한 부모 중 피부색이 좀 더 진할 경우 유전학적으로 검은 색이 우성이기에 아이도
좀 더 검게 태어난다. 학교에 가면 철없는 아이들의 ‘아프리카에서 왔느냐?’는 등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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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놀림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이 아이들은 가정에 방치되거나 언어습득의 뒤처짐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놀림이 싫어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리가 없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다. 이들은 사회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
가거나 범죄의 유혹을 받기 쉽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온 이들의 2세, 3세 자
녀들이 이런 과정속에서 일자리를 달라며 항의시위를 벌이다가 차량에 불을 붙이기 시작
한 것이 프랑스의 인종폭동사태이다. 만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터진다면 그 모든 책임
은 고스라니 우리가 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로서 모든 국경과 민족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소
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핵심은 언어이고 서로
다른 언어를 매개하는 통역, 번역은 국제화시대의 핵심적인 기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다문화교육과 개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다문화학교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고
민되고 있다.
이미 개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어린이집에서의 공용어는 한국어이지만 엄
마의 모국어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 모의 이중 언어를 어린이 집에서부터
배우고 새로이 설립될 다문화 초ㆍ중ㆍ고교에서도 다중언어를 배우게 하자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중국출신 엄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어린
이집과 학교에서 계속 중국어를 배우게 된다. 대학 진학시에 중국어학과에 입학했다면 어
느 한국학생보다 뛰어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각광받는 뛰어난 학생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중국과의 엄청난 교류 속에서 외교관이 되거나 무역거래에 종사하거
나 현지 진출기업의 업무를 진행하는 인재가 된다. 현재 좋은 기업이나 직장을 선점하는
이들은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이들이 아닌가? 언어구사능력 까닭에 좋은 대
우가 보장된 직장을 선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최소한 이중 언어의 전문가로 육성하여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자는 것이다.
어릴 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약점은 차별과 인권침해로 연결이 되고, 학교와 사회
에서 부적응과 뒤떨어지는 삶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언어의 치명적인 약
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되살려내고, 자신의 삶을 자신있게 살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세
우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학교이다. 이제 다문화사회의 다문화가정과 함께 어깨를 걸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첫 단추를 잘 꿰어 나가자!
8. 다문화시대의

프로그램 내용들

○ 자치단체의 이주민 사업을 위한 자료조사 사업
- 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있는 외국 이주민들의 국적, 숫자, 남녀별, 외국인노동자, 결혼
이민자와 자녀들, 지역적 분포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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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업을 위한 위원회 구성
- 다문화사업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학자,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위
원회를 조직하고 필요한 사업과 내용을 정하며, 이를 추진하는 위원회임.
○ 자치단체에 다문화를 위한 부서 설치 및 담당자 배정
- 자치단체에 다문화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부서를 설치하며, 담당자를 배정하여
책임적으로 다문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자치단체 각 위원회 중 외국인 이해관계시에는 외국인대표 할당, 배려
- 이주민의 대표를 직접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켜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협의할 수 있
도록 배려하는 것임.
○ 관공서 민원실에는 외국인 전용 창구 마련 및 토탈 서비스
- 이주민을 위한 별도 창구 및 모국어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해당 외국어로 만들어진 지역사회 가이드 북 제작과 비치 및 배포
- 이주민에게 모국어로 된 지역생활 및 긴급상황시 필요한 정보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
○ 요소에 외국어 신문, 안내장, 잡지 등 비치 및 배포
- 해당국가에서 발행되는 대중 매체물을 입수해 공공기관 배치 및 무료 대여
○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관광 요소를 개발하고 관광 자원화
○ 국제이해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지역사회에서 실시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강화 및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캠페인 전개
○ 지역 ‘국제교류센터’ 설치와 쌍방향 문화교류 시행
- 이주민에게 일방적인 한국문화 전달을 지양하고 이주민의 문화를 내국인에게 알리
는 쌍방향 문화교류 장치를 마련
○ 외국어 통역 서비스센터 설치(모국어 통역 서비스 1644-0644와 연계 등)
- 이주민을 위한 통역 서비스 센터를 마련하여 언어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함. 또
한 현재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모국어상담전화(한국어,몽골어,베트남어,
중국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영어,필리핀어,스리랑카어,러시아어,우즈케키스탄어,키르키스탄
어,파키스탄어,방글라데시어,캄보디아어,미얀마어,네팔어)와 연계(삼자통화방법)하여 통역
서비스 지원대책 마련.
○ 외국어 Web-site 개설 및 활용
- 현지어로 운영되는 다국어 웹 사이트 개발 및 운영(정보전달)
○ 지역 소출력 라디오방송국 설립 및 운영
- 지역에서 많이 거주하는 이주민의 언어로 운영되는 소출력 FM 라디오 방송 운영
○ 시(군, 구)의원 1인 배정
- 이주민들 중에서 한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이주민 직접 참여 정치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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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행려환자, 노숙자들의 수용 및 지원
- 한국생활 적응에 실패한 이주민을 위한 대책으로 임시 피난처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지원대책 강구(내국인 실직자 및 노숙자 대책과 동
일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함)
○ 기존의 정부, 민간의 이주민 지원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 전국 200여개의 공공 및 민간 이주민 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협
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연초 ‘이주민을 위한 달력’ 제작 및 배포(꼭 필요한 정보 내용 인쇄)
- 이주민을 위한 정보달력 및 수첩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
○ 이주민을 위한 상담소 개설(인권, 노동, 체류, 고용, 생활의 제반 문제 상담 및 지원)
- 이주민의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소를 설립하여 인권 및 제반문제를 처리해야 함.
○ 이주민을 위한 ‘쉼터‘ 설립 및 지원(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대상)
- 오갈 데 없는 이주민을 위한 중,장기 거주 공간을 마련하여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
숙소 및 식사 제공
○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 개설(언어별 도서 수집)
- 현재 운영 도서관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각 국 언어로 된 도서를 수입, 배치
○ 이주민 나라별 전통 축제 개설 및 해당국가와의 교류 및 우의증진
- 지역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해 다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해당국가와의 문화 교류 및
친선관계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함.
○ 이주민 공원 조성 (홍콩의 ‘센트럴 파크’ 주말 공원)
- 이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소규모 공연장 및 벼룩시장 등을 개설하여 이주민
과 내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
성하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도모해야 함.
○ 이주민들의 공연 및 발표와 문화교류를 위한 공간 확보
-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여 이주민의 자긍심
을 고취시킴으로 매사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내국인에게는 생소한 외국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마련해 줌.
○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단체, 종교기관의 지원활동 요청 및 조직 구성
- 민간단체 및 종교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주민 지원사업에 나설 수 있는 정책을 마련
하고 시행해야 함.
○ 지역거주 이주민을 위한 월별 기념일 제정
- 많이 거주하는 이주민 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나라의 특별한 날(예, 독립기념
일, 명절 등)에 맞춰 ‘방글라데시의 날’ 등을 지정하고 해당국가 소개 및 행사를 진행)
○ 특성화 은행(외국 이주민의 예금, 송금, 환전 등을 휴무일에도 처리 등)
- 외국인노동자의 특성상 평일에 은행 및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 540 -

것이 어려움으로 이주민을 위한 특성화 지원대책(일요 은행 창구, 주말 보건소 등)을 마
련하여 실시해야 함.
○ 특성화 업종 및 지정(병원, 할인 마켓, 약국, 상담소 등)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주민을 위한 특성화된 병
원(예,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각나라 먹거리 판매장 등을 마련해야 함.
○ 이주민을 위한 무료진료소 개설 및 진료
- 보건소, 의료원, 뜻을 같이하는 민간병원 등 이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대책 마련
○ 자원 재활용센터 설립 및 운영
- 중고 가전제품, 중고 가구 등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매장 마련하여 가능하면 이주민이 수집, 수리, 판매, 배송 등을 담당하며,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여 마진 없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이주민을 위한 직업안내센터 설립 및 활동
- 현실적으로 이주민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만큼 이주민들을 위한 직업안내센터 마련
이 시급함.
○ 외국인을 위한 ‘음식은행’의 설립 지원
- 각 나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각종 면허시험에서 외국어 출제
- 실기는 가능하나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과 밀접한
면허시험의 경우 현지언어로 출제
○ 각종 기능시험에 참여하도록 배려(정착 및 생계에 도움)
- 이주민이 각종 기능시험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각
종 기능시험에 합격한 이주민에게 지원 확대 정책 마련
○ 외국 이주민을 지역 학습에서 강사, 교사로 활동 배려
-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주민의 언어를 내국인에게 학습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
하고 한국인은 세계언어를 학습하고, 이주민은 일거리를 갖게 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다문화 시대를 위한 각 종 세미나 개최
○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주민 인식 개선사업
○ 이주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 집 설립 및 감면과 면제의 폭 확대
○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초, 중, 고등학교 설립
○ 다문화가정 부부교실(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함께 등록)
○ 다문화가정 주부교실(한국의 예절, 전통, 음식, 생활 등 학습)
○ 이주민 한국어 교실, 컴퓨터 교실, 전통 문화교실 개설
○ 이주민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개설
○ 이주민을 강사로 초청하여 해당국가 언어 학습 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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