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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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기
시간
년 여름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기 시간 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년 겨울에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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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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문화 관련 연수가 부족하고 다문화 관계 자료가 미흡한 실정에
서 이번 연수는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들 간의 협조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하고 이 자료집이 연수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현장에서도 귀
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 직무연수가 계속되어 나가는데 중요한 정보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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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번 직무연수에 참가해 주신 경기도 초ㆍ중등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 자료집에 옥고를 보내주신 다문화교
육 전문가와 현장 지도자 및 실무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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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운영 계획
1. 연수 목적

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다문화적 감수성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나 다문화사회를 주도할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원의 자질과 교육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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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학점 개․폐강식 시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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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62

(4

,

2

)

,

,

.

3.

4.

연수개요

가
나
다
라
마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경기지역 초등 중등 교사 명 초등 명 중등 명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기
차
월
일 금 일간 초등 명 중등 명
차
월
일 금 일간 초등 명 중등 명
바 연수시간 시간 개 폐강식 및 평가 시간 포함
사 연수종별 직무연수
.
.
.
.
.

주 최
주 관
대 상
연수명
연수기간

:
:
:

155

:

(

92

2009

(4

,

-63

)

)

: 1

2009.12.28(

)

~

2010.01.08

(

),

10

[

45

,

24

]

2

2010.01.11(

)

~

2010.01.22

(

),

10

[

47

,

39

]

.

: 62

.

:

(

2

)

연수 장소 및 강의실

가 연수 장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수원
나 강의실
구분
장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차
소강당 및 중앙세미나실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복지관
차
소강당
.

:

(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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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월
금
월
금

2009. 12.28(

2010. 01.08(

2010. 01.11(

2010. 01.22(

비고

) )

) )

5. 과정별 교과 편성
영역 및 강의 과목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변화의 시대 교육전략)

교양/ 교직
(12)

내

용

경기도의 교육 전반에 관한 교육청의 향후 정
책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들어본다.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경기도
다문화교육
추진방향과 과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정책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교육 정책
과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추진방향과 보
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급속히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새로
운 대안으로서 떠오는 다문화교육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시수

정순권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교원인사 및
교원 인사시스템을 이해하고, 교원의 전문성
교원능력개발평가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에 대하여
의 이해
알아본다.

다문화가정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다문화가정 학생 한 상황이며, 언어발달 지체와 문화부적응 발
교육 지원 정책과 생 등 어려운 교육 여건에 처해있다. 이를 해
방향
결하기 위한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해 들어본
다.

2

정필영
2

박준성

최충옥
(경기대학교 교수)

2

2

전우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혜진

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다인종,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변
화와 이에 대응하는 시민교육의 방향은 무엇
인지에 대해 들어본다.

김영순
(인하대학교
교수)

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 민족성 및 이에 대한 제 관점
을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 등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김연권
(경기대학교 교수)

2

다문화교육을
다문화사회 위한 관련 법규의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들을 살펴보
의 기본이해 문제와 개선방향 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6)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
회에서 외국인노동자･국제결혼이민자･새터민･
다문화사회와
성적소수자 등 소수집단이 겪는 어려움과 이
인권
들의 인권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모
색한다.

다문화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8)

강사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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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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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질적 문화로 인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새터민(탈북자)들에 대해 이
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 고
민해 본다.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양식에 대해 들어보고,
한국에서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등을 생생하
게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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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혁
(서울대학교 교수)

2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과장)

2

정천석
(한국다문화가족
연구소 소장)

박관삼
(성남이주민센터)

2

2

마석훈
(새터민청소년공동
체 우리집)

2

서종남
(경기도다문화교육
센터 부소장)

2

영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문화텍스트
와
동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초등)
(4)
문학을 통해본
다문화교육(중등)

다문화교육
의 이해
(6)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6)

동화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다
문화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문학 작품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
고, 다문화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한다.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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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는 다문화(교육)내
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다문화 교육과정을 모색한다.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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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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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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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교육
의 방법
(6)

다문화와 관련한 영화를 관람한 후 토론을 통
해 다문화현상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김연권
(경기대학교 교수)

한용택
(건국대 연구교수)

한용택
(건국대 연구교수)

모경환
(서울대학교 교수)

교사가 다문화가정자녀의 지도와 상담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과정상의 특징과 심
리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다룬다.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인 다문화수업
을 하기 위해 교수학습과정안의 구성과 내용
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
기 위한 방법들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교사
의 실질적 다문화교육 능력을 함양한다.

2

2

조난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본부장)

최충옥
(경기대학교 교수)

2

2

초등: 김영신

관
자
교
제

학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뤄지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과 지원체제 등
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2

(용신초 교장)
2

중등: 박선종
(영덕중 교감)

오은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위원)

2

서종남
(경기도다문화교육
센터 부소장)

2

초등: 손소연
(원일초 교사)

2

중등: 우희숙
(경인교대 강사)
이현순(양지초 교사)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

다문화수업에 관한 사례들을 분석･검토하여 박영준(가양초 교사)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백옥련(양지고 교사),
실현하기 위한 지도방법을 모색한다.

2

정은진(수원공고 교사)

다문화교육
실습
(12)

초등: 최충옥

다문화교육
워크숍

그동안 학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
습경험을 토대로 팀별 토론과 발표를 통해 다
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힌다.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개별 평가)

앞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수업을 하기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직
접 작성하여 본다.

4

다문화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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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팀별 평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기
관･단체 및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현장의 생
생한 내용들을 직접 체험한다.

6

(경기대학교 교수)

* 직무 연수 60시간은 62시간 이상(개강식 폐강식 포함)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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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서종남

2

(센터 부소장)

6. 세부 교과 진행표
차

- 1

:

년 월 일 월 부터

2009

교시
날짜

12

28

1교시
09:00～

개강식 및
제 1 일
오리엔테이션
(12월28일/월)

(

)

2교시

년 월 일 금 까지 일간

2010

01

08

3교시

(

)

4교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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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정책과 방향

최충옥/ 중앙세미나실

김연권/ 중앙세미나실

전우홍/ 중앙세미나실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다문화교육을 위한 관련
법규의 문제와 개선방향

다문화사회와 인권

담당자/강의실

조난심/ 중앙세미나실

박성혁/ 중앙세미나실

김철홍/ 중앙세미나실

초등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김영순/ 복지관 소강당1

모경환/ 복지관 소강당1

김영신/ 복지관 소강당1

중등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담당자/강의실

모경환/ 복지관 소강당2

김영순/ 복지관 소강당2

우희숙/ 복지관 소강당2

초등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손소연/ 복지관 소강당1

마석훈/ 복지관 소강당1

정천석/ 복지관 소강당1

중등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담당자/강의실

마석훈/ 복지관 소강당2

정천석/ 복지관 소강당2

박관삼/ 복지관 소강당2

담당자/강의실

초등
담당자/강의실
제 2 일
(12월29일/화)

중등

담당자/강의실
제 3 일
(12월30일/수)

담당자/강의실
제 4 일
(12월31일/목)

초등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개별과제)

다문화교육 현장탐방
(팀별과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개별과제)

다문화교육 현장탐방
(팀별과제)

담당자/강의실
제 5 일
(1월1일/금)

중등
담당자/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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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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1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1

박관삼/ 복지관 소강당1

중등

문학을 통해 본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담당자/강의실

한용택/ 복지관 소강당2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박선종/ 복지관 소강당2

초등
담당자/강의실
제 6 일
(1월4일/월)

초등

제 7 일
(1월5일/화)

5교시

담당자

다문화교육 현장탐방
(팀별활동)
다문화교육특강

중등

다문화교육 현장탐방
(팀별활동)

담당자

중앙세미나실

초등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안

영화를 통해 본 다문화교육

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박영준/ 복지관 소강당2

김연권/ 복지관 소강당2

오은순/ 복지관 소강당1

중등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영화를 통해본 다문화교육

담당자/강의실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2

오은순/ 복지관 소강당2

한용택/ 복지관 소강당2

초등

동화를 통해 본
다문화교육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다문화교육 워크숍

한용택/ 복지관 소강당1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1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1

중등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안

다문화교육 워크숍

담당자/강의실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백옥련/ 복지관 소강당2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교원인사 및

경기도 다문화교육
추진방향과 과제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장학사/ 복지관 소강당1

박준성/ 복지관 소강당1

복지관 소강당1

담당자/강의실
제 8 일
(1월6일/수)

담당자/강의실
제 9 일
(1월7일/목)

초등
담당자/강의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제 10 일
(1월8일/금)
중등
담당자/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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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2

:

년 월 일 월 부터

2010

교시
날짜

1

11

(

1교시
09:00～

개강식 및
제 1 일
오리엔테이션
(1월11일/월)

)

2교시

2010

년 월 일 금 까지 일간
01

22

(

3교시

)

4교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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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정책과 방향

최충옥/ 중앙세미나실

김연권/ 중앙세미나실

이혜진/ 중앙세미나실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

다문화사회와 인권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담당자/강의실

조난심/ 중앙세미나실

김철홍/ 중앙세미나실

정순권/ 중앙세미나실

초등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손소연/ 복지관 소강당1

모경환/ 복지관 소강당1

김영순/ 복지관 소강당1

중등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담당자/강의실

박관삼/ 복지관 소강당2

김영순/ 복지관 소강당2

모경환/ 복지관 소강당2

초등

영화를 통해 본
다문화교육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다문화교육을 위한 관련
법규의 문제와 개선방향

김연권/ 복지관 소강당1

마석훈/ 복지관 소강당1

박성혁/ 복지관 소강당1

중등

새터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다문화교육을 위한 관련
법규의 문제와 개선방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담당자/강의실

마석훈/ 복지관 소강당2

박성혁/ 복지관 소강당2

우희숙/ 복지관 소강당2

초등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개별과제)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2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1

복지관 소강당1

중등

영화를 통해 본
다문화교육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개별과제)

담당자/강의실

한용택/ 복지관 소강당2

박선종/ 복지관 소강당2

복지관 소강당2

담당자/강의실

초등
담당자/강의실
제 2 일
(1월12일/화)

중등

담당자/강의실
제 3 일
(11월13일/수)

담당자/강의실
제 4 일
(1월14일/목)

담당자/강의실
제 5 일
(1월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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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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안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이현순/ 복지관 소강당1

정천석/ 복지관 소강당1

박관삼/ 복지관 소강당1

중등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및 상담

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안

담당자/강의실

정천석/ 복지관 소강당2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정은진/ 복지관 소강당2

초등
담당자/강의실
제 6 일
(1월18일/월)

초등

제 7 일
(1월19일/화)

5교시

담당자

다문화교육 현장탐방
(팀별활동)
이주민의 생활문화읽기

중등

다문화교육 현장탐방
(팀별활동)

담당자

서종남/ 중앙세미나실

초등

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오은순/ 복지관 소강당2

김영신/ 복지관 소강당2

중등

문학을 통해 본
다문화교육

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담당자/강의실

한용택/ 복지관 소강당2

오은순/ 복지관 소강당2

초등

동화를 통해 본
다문화교육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평가

다문화교육 워크숍

한용택/ 복지관 소강당1

복지관 소강당1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1

중등

선진국의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평가

다문화교육 워크숍

담당자/강의실

최충옥/ 복지관 소강당2

복지관 소강당2

서종남/ 복지관 소강당2

교원인사 및

경기도 다문화교육
추진방향과 과제

다문화교육 특강

정필영/ 복지관 소강당1

박준성/ 복지관 소강당1

복지관 소강당1

담당자/강의실
제 8 일
(1월20일/수)

담당자/강의실
제 9 일
(1월21일/목)

다문화교육 현장탐방
(팀별활동)

다문화교육 현장탐방
(팀별활동)

초등
담당자/강의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제 10 일
(1월22일/금)
중등
담당자/강의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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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4기)

다문화 교육현장 탐방
수행 평가 운영 지침 (팀별 과제)
&
다문화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지침 (개별 과제)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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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현장 탐방 운영 지침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Ⅰ 추진 목적
.

o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현장 방문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실태와 현장을 파악한
다
다문화교육 기관과 단체 등의 현장탐방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현장의 다문화교육 활동가 전문가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보고 다문화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본다
.

o

.

o

.

Ⅱ 추진 방침
.

o

현장 탐방은 팀별 명 내외로 연수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현장 탐방 장소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수생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정하며 원활한 탐방활동을 위해 담당 교수님의 자문을 받는다
현장탐방비에 대한 지원은 연수원 측의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정도의 지
원을 할 수 있다
연수생의 현장 방문으로 인해 현장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 및 예의를
갖추어 소정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5-8

.

o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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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내용
.

o

현장 방문 계획서는 팀별 조직 후 연수 일차 차
차
까지 붙임 의 팀별 계획서 부를 제출한다
팀별 팀장은 팀의 운영을 대표하며 팀원과의 협력을 통해 계획서 작성 현
장방문 결과 보고서 발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팀 조직은 연수 개강식 후 전체 대표 선출 후 전체 대표 주도로 자율적으
로 팀을 조직하도록 한다
각 팀은 명 내외로 팀원을 조직하고 팀장 총무 발표자 각각 명씩을 선
출한다
현장 탐방은 계획서 제출 후 연수 제 일 차 월 일 차 월 일 까지
팀별로 실시하며 현장까지 오가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교육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팀장은 계획서를 연수원 측에 제출과 동시에 교통
비를 지원받는다
현장 탐방 결과는 다문화교육워크숍 시간에 팀별로 발표하며 이와 함께
팀별 보고서 부와 작성한 파일을 연수 제 일까지 연수원 측에 제출한다
발 표 팀 대표 명 파워포인트 장 발표 분정도
보고서
매 내외 형식 붙임 참조
현장 탐방 전 과정 계획서 보고서 발표 수행과정 등 을 평가하며 그 결과
최우수 팀 초등 팀 중등 팀 에게는 팀원 전원에게 경기대학교 총장상을
수여할 예정임
3

2010.1.13)

o

1

(1

1

2009.12.30/

2

:

.

,

,

o

:

.

,

.

o

5-8

1

.

o

,

8

(1

:

1

6

/ 2

:

1

20

)

,

.(

.)

o

‘

’

,

1

o

-

:

-

:

8

1

A4

10

1

10-20

,

(

(

,

5-7

2

,

,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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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1>
다문화 현장 탐방 계획서
결

연수
담당자

연수센터
소장

재

팀장 성명

팀원

현장탐방

탐방 장소

일시
1. 선정이유:
탐방장소
정보

2.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3. 다문화 교육 시설 및 특징 사전 조사 내용 등
사전 조사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세부 탐방 계획

1. 역할 분담 계획/ 준비물/ 현장까지 이동방법 등
2. 탐방 목적 및 방법 (탐방 Focus)
3. 관찰 및 조사 내용 기술
4. 탐방 지역/ 기관 또는 단체/ 사전접촉여부
5. 만날 사람 및 인터뷰할 사람?(사진 및 녹음, 녹화 등)
6. 기타

위와 같이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연수생: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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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

<붙임2>
다문화교육현장 탐방 결과 보고서

팀 명
작성자

:
:

Ⅰ 현장 탐방 장소 기관 또는 단체 및 일시
.

(

)

Ⅱ 팀원별 역할 분담 및 준비물
.

Ⅲ 탐방의 목적 및 연구방법
.

Ⅳ 탐방 결과 및 내용
.

1)

2)

3)

*

방문 기관 단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조사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사진첨부 권장
/

(

/

,

,

,

)

Ⅳ 탐방 소감
.

*

팀원들의 소감을 기술
- 21 -

다문화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지침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1.

교육과정 구성

교사는 교육과정과 관련 교과의 단원과 연계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성하거나 범
교과학습 재량활동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성할 수 있다 다문
화교육을 위한 주제 선정에 있어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의 목표 단원 내용을 고려
하여 선정하고 학습자의 상황과 교실 수업의 가용 환경 자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다문화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시 참조할 수 있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영역에 관한 설명이다
(

)

.

,

,

,

.

,

,

.

1)

지식 측면
범주

하위 요소
문화의 이해

문화 일반 이해

해설
공통적인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태도

문화의 이해태도 한국사회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태도
지구촌의
상호의존성
노동과 자본의

다문화 현상 이해

세계적 이동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력적 대응
한국 사회의

한국의 상황 이해

변화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세계화가 다문화 현상에 끼친 영향
노동력과 자본의 세계적 이동 속에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현상을 분석
협력과 공존이 요청되는 상호의존적인 세계
와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력적 대응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변화
다문화적 한국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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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측면
범주

하위 요소

해설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토의, 토론, 참여와 체험을 통한 상호 의
사소통능력

조사 및 해석

다양한 관점에서 다문화 현상 분석 및 해
석다문화 현상 이해를 위한 적절한 자료
수집

자료 해석하기

민주적 절차 준수 대화, 타협, 다수결의 원리 등 준수
문제 해결능력

갈등 해결

사회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인식
문화적 갈등에 대한 합리적, 평화적 해결

가치․태도 측면
범주

하위 요소

해설

편견, 고정관념,
차별

문화와 집단에
대한 인식태도

․문화적 고정관념, 차별, 편견에 대한 인식
․다양한 문화 존중에 대한 태도

차이와 다름에
대한 존중

다양성, 차이
존중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문화적 갈등과 편견의 인식과 극복

배려와 공감

․체험, 배려, 공감능력을 통한 다문화적 이
해능력 함양
․공동체적 민주시민성 함양

배려와 공감
타인이해

2.

개인 의사결정 및 집단 의사결정

공공문제에 대한
숙고 및
공공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공동체문제
다문화적 갈등문제에 대한 참여적 해결
해결을 위한 실천

사회참여기능

3)

의사결정

다문화교육 지도 영역
다문화교육
↑

↑

교과교육

교과외 교육
특별활동

․다문화 현상을
․다문화 현상과
․교과 체험학습
․다문화 현상과

직접 다루는 교과 단원 활용
관련되는 단원 재구성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등)
관련된 시사적 소재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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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재량활동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학습
․팀 티칭

3.

다문화교육의 수업방법

다문화교육은 크게 지식과 사고중심의 다문화이해능력 함양과 가치 태도 중심의 실
천능력 함양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업방법으로 강의 토의 사례연구 현장견학
역할극 활용 등의 수업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교 다문화교육을 지도할 때에는 지식 중심의 강의형 수업구성 보다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인종적 차별의식 고정관념 편견에 직면하고 편견을 직접 체험하거
나 공감적 상상과 배려를 통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반성적으로 검
토하는 가치 태도교육 중심의 다문화교육이 보다 권장된다
,

,

,

,

ICT

,

,

,

.

,

,

,

,

,

.

다문화교육의
초점
수업

다문화 관련 이해능력 함양

다문화 관련 실천능력 함양

(지식과 사고 중심)

(가치·태도와 행위 중심)

진행의
중심

․다문화 현상과 관련한 시사성
자료와 매체
활용

․다문화 현상과 관련한 객관적 정보를
담은 문헌과 자료를 활용한 이해

동기화

←

․다문화 관련 사실･개념･용어 등 확인
↓

높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

․인터넷, 방송, 신문, 영화,
사진, 통계, 사례 등 활용
↙
↓
․문화 간 존중과 공존을 주제

↘

로 한 역할극, 시뮬레이션
․조사 및 발표(다문화 현상, 정책 등)
학습자 활동

․교내외 다양한 문화 체험(게

→

․다문화 관련 논쟁문제 토론

임,

←

․제작 및 표현

민속놀이,

체육대회

등)
․현장 방문 혹은 초청을 통한
교류

4.

주의사항
o

개별과제는 다문화수업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차시 분을 작성하여 연수 제 일
까지 제출한다
교수학습과정안은 아래 첨부한 양식에 맞춰서 매 이내로 작성한다
작성한 과정안은 부를 출력하여 연수원에 제출하고 작성한 파일은 연수를 위한
인터넷카페
에 올린다
1

8

.

o
o

3-5

.

1

,

(http:/
/
caf e.daum.net/
cm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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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다문화 교수학습과정안 양식

1>

다문화교수학습 과정안 구성의 세부 주제
주제
하위 주제
학습목표
학습내용
평가방법

2)

교수학습 과정안 전개도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과정
학습방법
학습
자료
다문화
교육 요소
단계
도입
전개

차시

수업( )
수업형태 교과내
재량활동( )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정리
3)

/

교수학습 활동지 참고자료
,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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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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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

,

,

-

.

,

.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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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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07.

,

.

.

3.

.

4.

.

5.

.

6.

(

,

,

,

)

,

,

.

7.

,

,

,

,

8.

,

.

,

.

9.

,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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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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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

2008

1

2008

~

2008

7

4

~

2

9

, ‘2007

(2

3

(18

)’

12

, ‘2008

~

’

),

‘

.(

: 4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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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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수원) 찾아오시는 길>

○ 버스 이용시
- 광역버스 : 1007(잠실역), 1007-1(잠실역), 3001(강남역), 3007(강남역), 7000, 7001(사당역)
- 일반버스 : 11, 11-2, 2-5, 13, 16, 16-1, 20, 24, 24-1, 25, 32, 37, 40, 45, 50, 58
○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수원역에서 하차 → 경기대행 버스(11, 11-2, 13, 24, 32번 등) 승차
○ 자가용 이용시
- 경부고속도로 : 신갈인터체인지에서 인천·안산방면(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동수원 톨게이트 통과
후 동수원 인터체인지에서 1분 거리
- 경수산업도로 : 경기도 교육청 사거리에서 경기대 방면으로 3분 거리

<경기대학교(수원) 캠퍼스 안내도>

복지관
중앙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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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직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1.
-

정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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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우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6.
-

김영순 인하대학교 교수
(

)

)

경기교육의
비전과
전략
경기교육 기본계획 중심으로

- 2010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
정 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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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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교 자의 부모의 간 제5호에 해당된
요건 학
서 1년 이상 연 임시로 고용된 교원이 임신 또 의
때
육기관
등에서
호를
위하여
필
구, 연수하게 된 때
는 출산하게 된 연수하게 된 때 요한 때
때
때
3년이내
1년이내
1년이내 3년이내
(학위취득의
(여교원의
경 3년이내 (재직기간
기간 경우 3년연장 고용기간 우 2년 연장가
중(3년연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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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
여야 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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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가. 휴가의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나. 연가
재직기간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연가일수
재직기간
3일 ․3년이상 4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12일 ․6년이상

연가일수
14일
17일
20일
21일

1) 재직기간 :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2)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음(반일 연가 2회=연
가 1일)
3) 결근․휴직․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4)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
일로 계산
5)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다만, 의
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다. 병가
1) 일반병가 : 연 60일 범위 이내
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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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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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을 위해 참석할 때
마. 특별휴가
1)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구분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대

상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일수
7
1
1
5
1
3
7
5
3
3
3
2
1
1

※ 입양휴가 : 14일
※ 2006. 11. 1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 상기 경조사휴가일수
는 기존 규정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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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반드시 출산 후 45일 휴가 확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3)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신고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려는 자는 여행지, 여행기간, 여행목적 기타 필
요한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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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징
계

경
징
계

징계의 효력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파면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인자는 퇴직급여액의 1/4,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을 각각 감함
배제
해임 ◦공무원관계로부터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등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
(2009.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04.01
시행) ◦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2/3를 감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정직 ◦보수의 2/3를 감함
1～3월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8월간 승진, 승급제한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감봉 ◦보수의 1/3을 감함
1～3월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12월간 승진, 승급제한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견책 ◦전과에
◦처분집행의 종료일로부터 6월간 승진, 승급제한

※ 유의해서 알아둘 일
1.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함
으로써 그동안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
익이 따름(불복시 재심 청구 가능)
2. 징계의결 요구 중에는 승진임용, 전보, 의원면직, 명예퇴직수당 지급, 정부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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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
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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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면된 전력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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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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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보

가.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2010학년도)
1) 제7조(전보희망자순위명부 작성) ① 전보순위는 전보년수(현임교 근무년
수와 가산년수 합계)를 우선으로 하고 전보년수가 같을 때는 근무성적
(평어), 고령자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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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구역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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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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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복귀자
는 파견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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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요청(본인이 동의)에 의하여 1년～4년(단, 특수
목적고등학교 교사는 1년～5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면 전보년수 산정 시 현임교 근무년수는 최대 5을 인정한다.(단,근무성
적 “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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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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이면 전보 내신을 할 수 있다.
가) 지역교육청 인사구역내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근무 부적
응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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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희망지 외로 전보 조치된 자(단, 특구역 및 경합구역 만기자와 경합
구역에서 현임교 5년 이상 근무하고 TO감으로 전보된 자는 제외)
나. 교원의 시․도간 교류
1) 본 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수급 상 필요
시 시․도 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2) 전출 순위
가) 1순위
○ 장애 등급 1급 이상인 장애인 부양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또는 독립유고장
예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로서 부부 별거자
나) 2순위
○ 부부별거자
○ 직계존속 별거자
다) 3순위 : 일반희망자
3) 내신 자격
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무경력 1년 미만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불가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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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목적 및 방향

평가 목적
○ 교사의 학습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
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ㆍ이해할 수 있는,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을 통해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
발을 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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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을 도모한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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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
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교사 평가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등급
및 서열화를 지양하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평가의 종류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 교장, 교감 및 동학년, 동교과 교사들이 교사 각각의 수업ㆍ학생 지도 영역
에 대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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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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답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생활 전반(수업 지도 영역, 학생 지도 영역)에 대
하여 만족도 응답
○ 동일한 설문지에서 이루어진 학교운영 영역에 대한 응답은 교장ㆍ교감에
대한 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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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지도 영역에서의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학생지원」
- 학교운영 영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교원인사」,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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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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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주체(평가자)
평가자 및 참여범위

평가자
교 장
교 감

참여 범위
선정 방식
소속 학교 교장
소속 학교 교감
▸ 초등 : 소속 학교 동 ▸ 동학년(초등), 동교과(중등) 교사가 참여하는
학년 교사 또는 전
교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
체
으로 운영
원 교 사
▸ 중등 : 소속 학교(병 ▸ 동료 교사 평가자의 구체적인 참여범위 등은
설 포함) 동교과ㆍ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
동일 계열 교사 또
정
는 전체
초1~
참여하지 않음
초3
▸ 평가대상이 교과전담교사 등일 경우 피평가자
가 담당한 학급 중에서 2~3학급을 표집하여
초4~
실시할 수 있음.
학 초6 ▸ 담임 학급 학생 전체
생
▸ 학교 규모나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관리위
원회에서 구체적 참여 범위 결정
담당 ▸ 학교 규모나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관리위
중1~ ▸ 한평가대상자가
교과의 지도 학
원회에서 구체적 참여 범위 결정
고3
급 전체 또는 일부
▸ 학부모 전체
▸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자녀 이상일 경우, 자
학부모
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중복 참여하지 않음.
또는 일부

○ 학부모는 가능한 많이 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정
보를 제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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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
나,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 평가 대상자인 비교과 교사 및 일반 교과(담임) 교사 1인에 대하여 3인 이상의
동료 교원 평가자가 배정되어야 하며, 동학년, 동교과 협의회 및 학교단위 능력개
발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함.

○ 학생의 만족도 조사(또는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조사)는 교
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영역에 한함.

○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는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학교 교장ㆍ교감ㆍ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임.

○ 소속 교사 전원은 평가 대상자인 동시에 다른 동료교사 평가에 1회 이상 참
여해야 함.

○ 특수교사의 경우,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교사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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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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1~초3 학생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에 관한 만족도 응답은 학생에 갈음하여
학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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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가 요소별로 1개 이상
의 문항을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단위학교에서의 구체적인 평가문항과 만족도 조사문항은 ‘Ⅲ. 평가문항 및 만
족도 조사문항 예시안’을 참고하여, 해당 평가 영역ㆍ요소를 고르게 선정하여
창의적ㆍ자율적으로 구안ㆍ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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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별 준거

평가 지표별 준거

- 일반 교과(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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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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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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교사에 대한 평가영역ᆞ요소ᆞ․지표

평가 평가요소
영역
수업
지도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학생건강
증진사업
학생
지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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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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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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교사에 대한 평가영역ᆞ요소ᆞ지표

평가 평가요
영역 소

평가지표
식생활 지도

영양교
육

위생 및
안전관
련 지도
학생 식 단
지도 작 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평가지표 개요
학생들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한 식생활 지도와 식
습관 및 식생활 예절 등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식
식생활 정보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학
공 및 상담
생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상담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평가
조리실 종사자 조리실 종사자들에게 개인위생, 작업위생 및 안전
지도 및 감독 관리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는가에 대한 평가
식재료 공급업 정기적으로 식재료 공급 업체에게 품질 및 위생
체 지도 및 감 등과 관련된 기준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독
철저하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평가
영양소 및 열량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적절한 열량을 갖춘 식
분석
단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평가
않고 다양한 맛있는 제철 음식을 제공하
맛과 다양성 단조롭지
려는 노력이 식단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평가
예산집행 및 업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식재료를 구매
체 선정
하는가에 대한 평가
주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매일 확인하
식재료 검수기 식재료가
여
기록하고,
식재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준 이행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한 평가
급식 시설 및 도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화
시설 및 도구관리 재 및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
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평가

위생 및
안전관
최적의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배식 전에
리
검식실시 및 식 조리된 음식의 맛, 온도, 상태 등을 확인하는지와
품위생 관리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식품위생과 관련된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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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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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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서교사에 대한 평가영역ᆞ요소ᆞ지표

평가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지표 개요
영역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계획을
도서관 이용 학교도서관
수립하고,
편리한
이용 및 서비스의 질적 개
의 활성화 선을 위해 다양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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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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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평가지표문항들에 대하여 60~79% 충족한다.
○ 해당 평가 지표의 능력, 지식, 수행 수준 등이 보통이다.
○ 해당 평가지표문항들에 대하여 40~59% 충족한다.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수행 수준이 미흡하다.
○ 해당 평가지표문항들에 대하여 20~39% 충족한다.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과 수행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 해당 평가지표문항들에 대하여 0~19% 충족한다.

○ 평가지표에 포함될 문항의 수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2~5개 정도로 정
함.

○ 평가자가 체크하는 단위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중에서 택하
여 행한다.
<지표체크안>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지표문항의 수와 관계없이 내
용에 의거 지표별로 통합ㆍ포괄하여 체크리스트 평가 ⇒ 평가의 편의성
도모
<문항체크안> 평가자가 평가지표 문항별로 각기 체크리스트 평가한 다음, 통
계적으로 이들을 평가지표별로 합산 평균한 다음,

31쪽 의 <C안>과

같은 방법으로 지표별 평어를 산출하는 방법 ⇒ 평가의 신뢰성ㆍ공정성
ㆍ객관성 제고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그
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계 척도로 구분하여 정의적ㆍ주관
적으로 판단하여 표기함.
자유반응식 평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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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가 자유롭게 표기하는 자유반응식 평가의 경우, 평가 영역ㆍ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을 서술하거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자유롭게 서
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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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원칙을 준용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 결정
평가 대상자(교사)의 권리와 의무
○ 평가 결과 및 만족도 결과, 자기평가 결과에 의거 자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
고, 필요시에는 학교 및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평가관리위원회에 제시
할 수 있음.
○ 평가관리자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제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자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평가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평가 대상자는 1회 이상 타인 동료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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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평가, 학생만족도, 학부모만족도 평가 등, 평가 종류별로 시기와 횟수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운영체제 및 평가 기구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체제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
⇕
학교장
⇕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

▸시ㆍ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 수립
▸교장ㆍ교감 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수립

※ 교육감은 초ㆍ중학교의 평가관리를 위해 지역교육청
별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교육청과 학교간 연락업무 수행, 관내학교 평가 운영
지도
▸자체 능력개발 조치 시행 및 교육청에 보고
▸교사 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수립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및 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 추천
▸평가관리위원회 실무처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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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목적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평가 전담 기
구
○ 성격 : 학교단위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
의기구
○ 운영규정 : 학교별로 평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평가관리위원회 운
영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
○ 구성 방법 : 다음 예시 중, 학교 실정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효과
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
▸ 예1 :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소위원회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설
치
▸ 예2 : 별도의 기구로 설치

○ 위원수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1인 이내로
학교 규모 및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위원의 구성 :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하되, 구성 비율은 학교별로 자율적
으로 결정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 위원의 선출 : 교원 위원은 전체 교원 회의에서 추천하고, 학부모 위원은 학
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 학교장은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천된 인
사를 교원능력개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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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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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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 중에서 1~3인 가
량을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선정 후 임명
○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평가관리자와 보조
원은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 엄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함.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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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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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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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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일정표(예시)

2

※ 이 일정(안)을 참고로 하여 각 학교는 학교여건과 학사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담
월당
3
월
초
ㆍ
중
순

3
월
말

4
월
초
ㆍ
중
순

학교장
평가관리위원회(평가관리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
회 구성 준비, 주관부서 및 책
임자 지정
▸기본적인 시행계획을 토대
로 학부모 연수(3월중 학
부모 총회 등 활용) 및
교원연수
▸평가관리위원회운영규정
시안 작성(주관부서)
▸운영규정(시안)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요청

교원
▸연수 참여
▸교육과정운영계획서(학교
교육계획서) 작성시 평가
기본계획 반영
(주무부장)

▸평가관리위원 임명
▸평가관리위원회 회의 개 ▸교원 평가관리위원 추천
최
▸평가관리위원장 임명
▸평가관리자 선정 및 임명 -관리위원 연수, 교원능력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평 개발평가 기본방향 결정 ▸동학년 협의회 또는 동
가 참여자 의견 수렴 실시 ▸관리위원 위촉장 수여 및 (계열)교과협의회에서
의견 개진
-동학년 또는 동(계열)교 서약서 제출
▸평가관리자
추천
과협의회 개최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
-수업참관 범위ㆍ절차ㆍ ※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가그룹 구성
방법 등을 결정
▸평가대상자별로 평가자 그룹
(평가그룹) 편성 완료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학교단위 교원능력개발평 ▸학생교육 실시
확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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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평가 대상자의 권리와 의
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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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찰, 비디오 녹화 분석, 수업
사전 안내 및 홍보 실시 립
활동 자료 검토 등을 통한
▸교원용 연수, 학생용 교육, 평가 활동 전개
학부모 홍보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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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학교장
평가관리위원회(평가관리자)
교원
월당
▸관찰 평가 활동 계속 전개
▸동료교사
평가
실시
안내
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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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능력개발
지원
실적
초 중간점검
한 연수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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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와 책임자를 지정함.
❏ 주관 업무 부서에서는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
원회규정(시안)을 작성함.
※ <서식 1-12>『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규정안(예시)』참고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시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이 최종 결정함.
❏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결정된 후, 동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함.

❷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 협의회 개최
❏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면, 학교장은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함.(회의
명, 일시, 장소, 심의안건 개별 통지)
❏ 회의자료, 위촉장, 서약서, 관리위원 연수 자료 등을 준비함.
※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용 연수 자료를 제작하여 활
용함.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이 개발ㆍ보급한 자료를 재구성)
❏ 제1차 협의회에서는 평가관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 상견례, 경과
설명,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계획 안
내 등을 실시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위원은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 엄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
을 위해 위원회에서 관리위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
❏ 연수는 워크숍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되,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개요
설명 → 질의ㆍ응답 → 협의ㆍ토론 →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기본 방침 잠
- 69 -

정 합의 등의 순서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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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하
여 임명함
❏ 평가관리자 역할 :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명부 작성 및 평가를 실시하며,
아울러 교장ㆍ교감 능력개발평가를 수행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수합ㆍ정리하고 개인별 최종평가 결과를 작성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안)를 작성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함.
❏ 전담부서 설치 :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전담 부서를 설치함.

❹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수립
❏ 평가관리위원회 연수 및 협의 등을 통해 잠정 결정된 기본 방침을 토대로
평가대상, 평가내용 등 평가시행의 기본 방향을 수립
❏ 동학년ㆍ동교과(동계열) 협의회, 학부모회, 전교 학생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방법을 활용한 관련자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지표 및
조사지표문항 선정, 수업참관 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수립
❏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에는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기본 방향, 평가 절
차 및 일정, 평가 대상 확정, 평가그룹 구성, 평가 추진을 위한 업무 분담
등을 포함
❏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
종 확정함.

평가그룹의 구성
❏ 평가그룹 구성
▸ 수업지도나 학생지도 영역에 대하여 관찰ㆍ이해의 가능성이 높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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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동일한 학년에 속하는 교사들이 평가그룹을 이루어 상호 평가함이
가장 적절할 것임.
▸ 필요시, 학력ㆍ경력 등에서 조력 가능 교사, 인접한 근무 교사 등을 요청
하여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그룹을 구성할 수 있음.
❏ 평가그룹 구성의 실제
▸ <사례 1>과 같이 중등의 경우, 수업지도 영역과 학생지도 영역을 구분
하여 평가그룹 구성 가능 (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지를 제작하고 영역별
평가그룹에게 배포)
▸ 피평가자(평가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동교과나 동학년 담임이 아닌 교
사도 평가자로 참여 가능
▸ 평가자의 수는 영역별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영역별로 또는 평가대상별
로 동수일 필요는 없음.

구분
<사례 1>
※ 중등의
경우

평가대상 평가 영역
(피평가자)
수업지도
김○○
학생지도

박○○
유○○
최○○
천○○
조○○
김○○
류○○
이○○
구○○
조○○

평가자 (평가그룹)
동교과
동교과
동교과
연구부장
교감
동학년담임
동학년담임
동학년담임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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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하도록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편람 내용을 요약하여 교원용 연수 자료, 학생용 교육
자료를 제작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평가 편람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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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능력개발평가 편람에 포함될 주요 내용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기본 방향 :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목적
등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 제도 및 절차 : 평가관리기구 및 구성, 평가대상, 평
가자의 선정 및 연수, 평가지표문항 및 만족도 조사지표문항, 평가 시기 및
기간,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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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항, 기록 방법, 자료의 공유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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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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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무
를 다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다.
▸ 평가 시행 방안 및 연수 자료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
행하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연수 계획에 반영한다.
❏ 학생에 대한 홍보
▸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담임교사 등이 미리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 평가의 중요성과 평가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학교ㆍ학급 게시판, 학교 홈
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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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만족도 조사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열람 가능하도록 한
다.
❏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학부모총회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용 연수 자료를 배부하고 교사 능력개
발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 불참한 학부모에게는 학교 홈페이지 자료 게재, 가정통신문, SMS 등을
통해 평가 계획 등을 자세히 알린다.
▸ 학부모용 조사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 학부모 연수는 되도록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학부모
총회 시에 실시 (3월 중 및 설문조사 실시 직전)

4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담임과의 학부모 시간 예약 상담제’ 정례화(학부모
단체 의견)

평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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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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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ㆍ교감 또는 평가관리자가 참석하도록 함.
▸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직원회의, 교직원 연수 시간을 활용하여 협의회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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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1인에 대한 평가그룹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동교과, 동
학년, 동계열 교사 등)와 교장ㆍ교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함.
❏ 평가 방법은 평소 관찰 및 공개 수업 관찰, 비디오 수업녹화 분석, 수업활
동자료(포트폴리오)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동료교사의 구체적인 참여 범위, 수업 참관 시기와 횟수 등은 교원능력개
발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정함.
▸ 소규모 학교 등에서는 평가 참여자가 평가가 가능한 지표 문항을 발굴하
여 전체교사가 상호 평가하거나, 학년별로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안 등 평
가관리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함.
❏ 기존의 교내 자율 장학(연구 수업, 수업 공개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평가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수업을 교사능력개발평가를 위
한 수업 참관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수업 참관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참관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은 학교장
이 결정함.
▸ 단, 평가자와 수업 담당 교사 간에 사전 협의하여 수업 결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일제 참관 수업공개, 부분참관 수업공개, 개별참관
수업공개 등 학교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 평가 실시 전에 평가관리자가 평가표를 회수용 봉투와 함께 배부하고, 연
중에 평가한 결과를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평가관리자가 취합함.
❏ On line 응답 평가시에는 평가를 위한 접속 시기ㆍ방법 등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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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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
는 조사지를 활용하여 실시함.

※ 학생의 만족도 조사지는 서식을 활용하되, 세부 지표는 ‘Ⅲ. 동료평가 문
항 및 만족도 조사문항 예시안’ 참고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
로 결정함.
※ 학년에 따른 학생의 이해 수준 및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 활용
❏ 평가 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기, OMR 카드,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함.
❏ 응답결과 수합ㆍ정리 등 평가업무의 효율성, 공정성, 비밀보장 등을 고려
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평가 적극 권장
❏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수업 결손 및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되, 학
교 실정에 따라 연 1회(6월경) 또는 연2회(6월, 11월경) 실시함.

☞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로서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제 조사를 지양함.
❏ OMR 또는 수기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교사가 입실하여 자
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학년 또는 학급을 교차 입실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실시함.

☞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교사가 안
내하고 퇴실한 후에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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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교사는 학생이 작성하여 봉한 설문 결과(조사지 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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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의 학급 경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방법은 6월 중 설문조사, 응답지 우편발송, 응답지
밀봉 전달 등 창의적으로 실시하되, 결과처리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기, OMR카드, 홈페이지 활용 등 학교실정에 맞는 가장 효
율적인 방안을 강구함.
❏ On line 응답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를 학교 컴퓨터실로
초빙하여 학교 홍보를 한 후, 접속 방법, 응답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학부모만족도 조사지의 회수는 담임의 경영에 대한 것인 만큼 가능한 학
급 전체 학부모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되, 강제적인 회수의 경우에는 결
과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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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 수업지도ㆍ학생지도⇒교사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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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
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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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관
리자에게 제출하고, 평가관리자는 만족도 응답지를 취합ㆍ분류ㆍ정리하여
해당 교사에게 전달함.
❏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
할 수 있도록 학부모 회의 등을 통한 학교 홍보 실시 후, 조사설문지 배
포
❏ 학부모만족도 조사지의 회수율은 50%이상으로 가급적 회수율을 높이되,
강제적인 회수의 경우에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평가관리위
원회에서 적정한 회수율을 정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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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5

❶ 평가 결과 취합 및 정리
❏ 평가지, 설문지, OMR 카드 등 원자료는 평가관리자가 일정한 시기를 정
하여 최종적으로 취합하되, 취합 방법은 학교별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ㆍ
시행함.

※ 평가자 또는 응답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되, 참여현황을 파악
하기 위한 참여집단, 학년 , 반 등 최소 정보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관리자는 교원(교장ㆍ교감ㆍ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제출한 평가표
및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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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사지표문항 그렇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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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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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식에 따라 응답반응을 10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처리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두자리까지 환산
평가 지표
문항 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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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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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100
90
80
70
60

☞ (예시 1)의 환산법 ; 100점×60.09% +90점×27.70% + 80점×9.86%
+ 70점×1.41% + 60점×0.94% =
☞

(예시

2)의

환산법

;

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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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된 서술 반응 내용을 4~6개의 요소로 유목화하여 종합 정리함.

※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른 학교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과목별, 학년별
로 빈도가 높은 서술 내용을 4~6개의 요소로 종합하여 정리함.
❏ 교사능력개발평가 결과의 원자료는 평가관리자가 보관하고, 평가자의 인
적 사항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함.
▸ 원자료는 평가 실시 익년도 말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이 폐기 여부 결정
❏ 체크리스트 및 자유반응식(서술형) 평가(조사) 결과를 평가 대상자별, 과
목별, 학년별, 응답반응별로 종합 정리한 자료는 평가대상자, 학교장 및
보관용으로 각 1부씩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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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평가결과 통보(개인 및 학교장)
❏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대상자별, 과목별, 학년별, 응답반응별로 정리된
자료를 해당자 및 학교장에게 각각 1부씩 통보함.
❏ 통보방식은 온라인 본인 한정 열람, 우편 발송, 이메일 전송 등 학교실정
에 맞는 방식을 강구하되, 타인이 알 수 없도록 보안 유지
▸ 개인별 최종 평가 결과는 평가관리위원회 밖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공
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준용
❏ On line 방식의 통계 처리시 가능한 통계 결과를 그래프로 처리하여 가독
편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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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해와 비교하여 종합 의견을 기술하고, 향후 개선 계획 및 수업 개
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요청 사항을 포함한 『자기능력개발계획서(연수희
망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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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자신의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내에 평가 결과가 현저히
왜곡되어 나타났다고 판단 될 경우, 본인의 수업활동 및 능력개발 노력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음.

❹ 자기능력개발계획서 작성
❏ 교사는 수업 개선 및 능력 개발 계획을 담은『자기능력개발계획서(연수희
망서 포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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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로그램 정보제공, 비용지급 등 필요한 조치 적극 시행
❏ 학교장은 제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교내 자율 장학
을 지원하고, 연수 희망 교사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함.
❏ 개인별 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해당 학교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소속
교원에게 공개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자
료 및 학교단위 연수계획 수립 등에 활용
❏ 교육청은 연수 수요 파악 및 연수 계획 수립에 평가 결과를 참고하고, 교
사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함.
❏ 당해연도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위원회와 평가관리자는 교사
능력개발평가 관련 규정의 정비, 평가관리위원 연수 준비 등 다음 연도
교사 평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교사에 대하여 연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보존 기한
▸ 평가관리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보관 책임자에게 평가자료 일체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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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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 및 『자기능력개발계획서(연수희망서)』등을 종합하여 학교단위 교원능
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안)를 작성
※ 종합보고서 작성 시 개개인의 평가 결과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학
교와 교육청 단위에서의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을 자세히 구성함.
○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사의 능력 개발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교원능
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안)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출함.
○ 학교장은 교육감(장)에게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를 첨부하
여,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보고함.
○ 단위학교 종합보고서 통계처리시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되, 비교과 교사의 평
가결과서(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1부, 자기능력개발계획서 1부를
봉인하여 종합보고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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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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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다문화가정 계
순위 국가
비고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

1
2
3
4
5
6
8
10

일 본
필리핀
중 국
조선족
몽 골

베트남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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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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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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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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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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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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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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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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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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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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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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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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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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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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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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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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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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2)
전 우 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장)

Ⅰ

.

들어가며

지금 세계는 총 인구 60억 중 매년 3억 이상의 이주민이 이동하고 있다(국제이민기구,
2007). 세계화, 정보화, 산업구조 개편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외국인근로자 유입,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히 다인종․다
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등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 취학함에 따라 인적 교류와 문화 접촉 증가에 따른 갈등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동시에 외국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한국 사회와 문화가 보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국제결혼건수(총 혼인건수 대비 비율) : (’01) 15,234건(4.8%) → (’07) 38,491건(11.1%)
* 외국인이주노동자(명) : (’87) 6,409 → (’06) 63만 → (’08.7) 70여만 (100배 이상 증가)
* 다문화가정학생(명) : ('06) 9,389 → ('07) 14,654 → ('08) 20,180 → ('09) 26,015(전년대비
28.9% 증가)
그러나, 당면한 현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
이며,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의 양육 등으로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이 발생하는 등 어
려운 교육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살아
가야 하는 일반 학생, 교사 등의 다문화 관련 인식은 낮은 수준4)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언어․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류사회
2) 이 원고는 「다문화사회연구」(제2권제2호, 2009)에 게재된 글을 수정한 것임.
3) 2005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4인 가족 113.6만원)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4)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의식과 관련해서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가 56.3%에 그쳐 아직
도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태이며(전경숙 외, 2007), 일반인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
식조사에서 일반 성인의 다문화 지원 정책 인식의 경우 정책은 필요(75%)하지만, 세금은 낼 수 없다
(80%)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전경숙 외, 2007), ‘표면적 의식’과 ‘잠재적 의식’간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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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들이 가지는 언어․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
부모의 개인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필
요하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
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일반 학생 등 국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지속적 교육이 요청된다.

Ⅱ

.

한국 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1.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매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증가 추세에 있다. ‘09년 5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
국인은 약 110만명(행정안전부)으로, 전체 인구 100명 중 2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저출산 고
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인력 유입 증가,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전문인력 진출 확
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수 증가, 외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체(H-2) 도
입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91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으로 국내에 외
국인 연수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03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D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체
류 외국인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2.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가족 형태 등장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농촌지역 출신의 국제결혼 등으로 ‘90년대부터 한국에 국
제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총 혼인건수 대비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
이 10% 이상 수준까지 급증하였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5)은 이주노
동자나 다른 외국인 이주민과 달리 한국에 정주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영주할 것으로 전
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구의 경우, 가족 단위로 이주하여 이주민 집단촌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민
속 문화를 유지하고 발달시켜 온 반면, 한국의 이주민 대부분은 개별 이주의 형태로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국제결혼이민자는 단기 거주가 아닌 한국인 가족으로
융합하여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 놓이므로 더불어 생활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이
5) 국제결혼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은 약 8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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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 2008).

<그림1> 국제결혼이민자 추이

* 출처 : 법무부 통계월보('08.10)

3.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 발생

교과부 조사에 따르면, '09년 4월 기준으로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은 26,015명으로, 전년 대비 28.9%가 증가하였다6).
<표1>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09, 교과부)
구분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연도

인원

초

증감

인원

중

증감

인원

고

(단위: 명, %)

증감

인원

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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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632

30.5

2,987

34.9

1,126

67.5

24,745

31.7

2006

1,115

12.0

215

2007

755

2008

981

2009

834

△

32.3

29.9

△

15.0

391

314
307

△

39.0

81.9

61

△

73.1

1,391

63

3.3

1,209

19.7

107

69.8

1,402

3.3

129

△
△

△

12.0

1,270

△
△

11.6

13.0

15.9

△

9.4

또한,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09년 취학전 국제결혼가정 자녀(만 0～6세)는 64,040명7)으
6) '08년 국제결혼가정 학교의 지역별 비율은 경기(20.7%),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
순으로, 부모국적별 비율은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교과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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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이 모두 취학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15년에 총 취학 학생은 '09년 대비 약 3.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09, 행안부)
계

만 세 이하

107,689

64,040

6

만

7-12

세

28,922

만

세

13-15

8,082

(단위: 명)
만

세

16-18

6,645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연구 및 결혼이민자와의 면담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
부진, 둘째, 왕따 등의 정서적 충격 경험, 셋째, 정체성 혼란이 그것이다.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 학생은 한국
어 능력 부족, 기초학습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8)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민자인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입학
준비도 부족, 가정교육 지원 부족으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은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 등의 문제
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요청된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는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설동훈 외(2005:138-139)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로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34.1%)’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13.4%)’,
‘외모가 달라서(4.9%)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위해 교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타 인종․문화․역사 등에 대한 균
형 있는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7)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총 64,040명으로 이 중 57.3%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
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동아 A14, ’09.10.13)
8) '단어의미(개념) 이해 검사' 결과, 국제결혼가정의 학생들은 전체 40점 만점에 25.92점을 기록하고,
이는 2002년 일반학생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2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검증되
었다. 또한, 학생의 단어의미 수준은 그들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5년 이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어
머니 출신국이 일본, 중국인 경우에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한국어를 잘하는 부모(외국인인 경우)를 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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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화 충돌로
인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한국 및 출신국 등에 대해 균형있게 이해하도록 경험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

다문화교육의 의의 및 특징

다문화교육은 미국에서 1960～1970년대 민권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학교에서인종주
의를 막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개념화되었고, 이후 인종, 민족, 성, 사회계층, 언어, 장애 문
제와 관련된 학교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김철홍, 2008).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은 다문화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뱅크스
(J.A.Banks)는 다문화교육을 개념, 운동, 과정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며, 이를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사회계급 집단 출신 청소년이 교육적 평등을 경험할 수 있도
록 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을 변혁하는 개혁운동이며, 교육의 평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
는 이상적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교
육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름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특징은 첫째,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
도록 하기 위한 차원의 활동으로, 다문화 이해에 관한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인종, 민
족, 성, 언어, 종교 등이 사회구성원 다수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 속에서 차별받지 않도
록 노력하는 차원의 활동이다.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는 그들과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에 대
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고, 소수의 사회구성원에게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다문화적 관점이 반영된 교육과정, 교과서를 비
롯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의 활동이다(김순희, 2007, 620).
1988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한 캐나다는 다문화교육을 4가지로 세분하여 제
시하고 있다. 첫째, 공식 언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를 위한 공식언어교육, 둘째, 모
국문화를 간직하도록 하여 소수민족 아동의 자부심을 유지하는 문화유지교육, 셋째, 민
족 집단에 대한 편견 교정을 위한 다문화교육, 넷째, 반인종차별교육 등이 그것이다. 소
수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국가 정책적으로 강력히 지원하여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라는
별칭을 얻은 캐나다 내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이 분리와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성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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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경우에도 주별로 다양하게 특성화된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언어
관련 정책과 문화간 이해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언어교육
(ESL, LOTE(Language Other Than English,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문화간 이해교육
(Intercultural studies)이 있으며, 교육과정 내에서 편견, 인종차별주의 극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으로 급선회하여 문화다양성보다 사회통합
을 강조하고 있다(박성혁, 2008).
한편,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어, 프랑스 문화 교육을 강조하며 동화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05년 프랑스 폭동 이후 다각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을 개발, 실질적 지원을 통
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통합에 접근하고 있다. 직업교육 확대, 교육우선지역(ZEP) 선정 등 지역
중심 교육불평등 현상 해소를 지원하고, 기초 학력보장교육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박
성혁, 2008).

Ⅳ

.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

1. 법․제도적 환경

정부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07.5), 「다문
화가족지원법9)」('08.9)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
녀, 난민 등의 처우 개선과 이들의 국내 적응, 내국민과의 관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간 다문화가족문제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협의, 조정 등을 다루는 ‘외국인정책
위원회’에서 다루어 왔으나 2009년 12월 17일 이 문제를 전담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
장: 국무총리)가 출범하였다. 또한, 교육정책 차원에서는 「교육기본법10)」,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11)12)」 등을 통해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외국인 보호 자
9)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
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
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둔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
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
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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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등의 학교 입학, 전학 등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
리에 관한 국제협약」(UN, '91),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UN, '91) 등 UN 인권 관련
협약을 통해 이주근로자 자녀 등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2. 다문화교육정책 추진 성과

다문화가정 학생 및 교육적 지원 필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학
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통합교육, 일반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 등을 위해 다
양한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혼혈인,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발표
하였고, 이후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국정과제 및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등에 포함
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 및 교육청에서는 이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일반화된 교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학교 현장
에서 활용할 프로그램 개발, 실태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07년부터 '
중앙다문화교육센터'(서울대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문
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사용 교수-학습
유형 등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연수 등을 실
시하여, 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나.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

'06년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RHRD) 을 통해 12개 지역의 51개 세부 프로그램을 지원
(약 28억원)하였고, 지자체, 교육청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천사례 나눔대회'를 통해 다문
화가정 등에 대한 지역 단위의 경험 및 과제 등을 공유하였다.
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
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75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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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지역 다문화교육센터(14개소)를 지정․운영,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
로그램(64개)을 개발․운영하였다.
'08년에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험활동, 한국어(KSL)반 운영, 멘토링, 방과후교
실,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사업을 지원하였다. 한
편, 학교 단위의 다문화교육 실행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정책연구학교를 지
정․운영13)하였다.

다.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07년 2월에는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교육 요소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및 개정 교육과정에 '타문화 이해 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
표를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교과서는 ’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 중이다.

라. 외국인 학생 등의 취학 관련 제도 개선

교과부는 국제협약14)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15)
('08.2.22)하였다. 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
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
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였다.

13) '06년 2개교, '07년 12개교, '08년 10개교
14) 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 대해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를 규정한 바 있다.(‘91년 국내비준 및 발효)
15)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
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
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
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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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2006년으로 정책 지원
의 역사가 길지 않으며, 그 이전에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와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개별 지역이 처한 세부적인 상황과 특성에 맞게 정책과
프로그램을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원해 왔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기 지원, 일회성 행사, 소
수를 위한 교육 지원 등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그간 추진해온 다문화교육
정책의 한계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지원하기 위한 큰 그림이나 지원 체계의 확립은 부족한 편
이다. 그동안은 정부부처간, 정부-지방간, 지역사회 내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
고 기존의 정책내용 및 대상에 따라 이루어져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
다.
둘째, 대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이 이주민 1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사회 적응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고, 자녀
에 대한 적절한 양육을 위해서는 이들의 한국어, 문화, 사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가 우
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학습 및 정서적 지원, 진로지도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의 대상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의 소수
자를 주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의 빠른 사회 적응을 위
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프로그램 등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다
문화교육이 완성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일반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위해 교사, 예비교사 대상 교육, 연수,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
다소 부족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다수가 언어․문화적 차이, 사회․경제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주로 소
외계층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바,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강점
으로 살릴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어 및 부모 출신국의 언어 등 이중언어를 구
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소수자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무조건적인 시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아 및 강점 개발 등을 통
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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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다문화교육 지원 방향 및 과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08년에는 시․도교육
청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
('09～'12)』을 수립('08.10)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은 '09～'12년까지 다
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약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다문화교육을 위한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된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
모의 교육역량 강화, 둘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증진이다. 이러한 정책목
표를 추진하기 위해, '학습단계별․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와 '교육기관 역
할 분담 및 지역기관 연계 강화'를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일반
인, 교사 등 모두를 포함하되, 대상별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다문화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
록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초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학 전 인지․언어 수준 강
화, 입학 초기의 기초학습 능력(한국어) 등 학습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
녀학교 생활 이해 및 상담을 지원한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교육청,
학교 등 역할 분담을 통해, 교과부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지역간 연계, 평가 등
을 수행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별 다문화가정 현황, 재정, 인프라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단위학교에서는 다문화 이해교육, 학부모 상담 등 수요자가 원하
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지부), 지방문화원
(문화부), 민간단체 등 지역 내 다문화교육 지원기관을 파악하고 연계․협력하여 자원 활용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기관별 강점을 살린 위탁교육 또는 전문가 공동 활용
을 통해, 부처간, 기관간 지원의 유사․중복이 아닌,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원 방향을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다.

2. 주요 정책과제

가.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1)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위해 표준화된 교재, 교육 프로그
- 136 -

램(안)의 개발 및 보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07～
'08년에 이어 ‘09년에는 학교 현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초등 저학년)의 언어․인지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
구 개발, 교과서 및 교육과정 내 다문화적 요소 분석,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를 위한
매뉴얼 및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도서개발 등이 진행 중이다.
<그림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정책 방향

(2)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사업 모니터링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특성 및 학생 분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있어, 중앙정
부 차원에서 교육청의 지원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는 등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청별 사업을 분석하여 지원의 과다, 과소 등을 확인하고, 차년도 계
- 137 -

획 수립 시 방향을 제안하도록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체계적
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09년에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16)에 다문화교육 지원 내용을
반영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한다.
(3)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08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84% 이상이 초등학생이고, 교사의 대부분은 다문
화가정 학생을 교육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당혹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김이선 외, 2007). 이에,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 준비뿐만 아니라, 이에 앞선 예비
교사 단계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이해, 다문화교육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학습 및
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과부에서는 예비교사의 다문화 관련 이해를 제고하고 학생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
고 있다.17)
◦ 지원 분야 : 다문화교육의 이해(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 지도․상담 시 유의할 사항,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방향 등을 포함하여 지도)
◦ 대상 기관 : 초등교원 양성대학(10개 교대, 제주대, 교원대, 이화여대)
◦ 개설 방법 : 다문화교육 강좌를 교양(또는 교직)과목으로 개설(2학점 이상)
◦ 지원 내용 : 강좌 개설 대학에 800～1,000만원 지원(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강사료 등)

한편, 교대생 등의 지속적인 다문화 이해 및 교육 지원 활동을 위해 초등교원 양성대
학 내 다문화교육 학습동아리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 학생은 다문화교육
관련 학술, 세미나 참석 및 관련 교육 지원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교육 관련
마인드를 키워나가게 된다.

나.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령 단계별로 언어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이 부
족한 학생에는 수준별 보충프로그램(방과후학교)을 제공한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
과, 기초학력 부족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초․중등 예비교사 및 교
16) '09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교육복지 확대" 분야, "소외계층 교육 지원" 영역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을 반영하였다(20점). 평가지표로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프로그램 운영 실적, 다문화가
정 학생 교육 관련 교사 연수 및 지원 실적,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율
적․창의적 시책, 북한이탈청소년 학습․진로 지도 멘토링 운영실적 등을 제시하여, 시도교육청의 다문
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한다.
17) ‘09년 11월 현재, 10개 대학이 “다문화교육의 이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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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을 활용한 교과지도, 숙제지도 등 방과후 멘토링도 지원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교대생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을 지원하여 다문
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과지도, 숙제지도, 상담, 문화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도록 하여 초등
예비교사의 다문화가정 학생 및 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기회 등을
제공한다. '09년에는 약 3,000명의 대학생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생에는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며, 2학점의 교육봉사학점을 부여한다.
(2)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평생교육 및 상담 지원
결혼이민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이들의 한국어 습득(문해교육), 한국 문화 이해, 정보화 등을 위한 교육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 등을 목적으
로 하여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개인․사회적 역량, 자녀교육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학부
모의 주체적 참여와 일반 학부모 등 다수자의 반성적 수용에 기반한 상호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18).
한편,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
성과정'(서울교대-서울시교육청 연계, 6개월 900시간 과정)을 운영하여, 70명의 과정 이수자
가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에서 방과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자녀의 학교생활․숙제지도(준비물)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해
한국의 학교․교육제도 및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학교생활 안내책자를 다언어(한글 및 일
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주간’ 등을
통해 자녀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한국어가 서툰 학부모를 위해 자원봉사 통역 서비스
도 제공할 계획이다.
(3) 교원 연수 강화
18)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및 일반 학부모의 공통 관심사인 자녀교육을 프로그램의 핵심주제로 설정하여, 한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교육제도, 문화,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자녀교육의 방법과 교육적
상황을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문화 이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주체적 관점 형
성 및 해석을 유도하고, 이수 학부모 중 역량 있는 학부모가 다문화 이해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
육방법을 개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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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장·교감 등은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를 받도록 하며,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교사 직무연수의
하나로, ‘다문화교육의 이해’ 과정'(60시간)을 개설, 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 연수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현직 교사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를 고려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학생 등의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존중, '다름'으로 인
한 편견 해소 등을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다.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1)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학교 내에서 외모, 피부색, 말투, 가정환경 등의 차이로 인한 따돌림, 차별 등을 없
애고 서로의 역사, 사회․문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생 등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교
실’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는 부모와 부모 출신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일반
학생은 타 문화에 대한 경험과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2)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아울러, 다문화 이해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 등에 보
급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의 사회, 문화, 풍습 등 소개하고
한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양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
다문화교육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영상물을 개발하여, 학교 단위에서의 다문화교육을 활성
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다.
(3)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 상담한 교사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한다. 초․중
등교육 단계별로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상담, 학부모 지원, 학교 환경 구성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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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향후 과제

그동안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지
원은 이들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교육적 소외계층으로 보고,
우리 사회 적응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정의 상당
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수그룹이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 생활 등에
익숙지 않아 겪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가정이 갖는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및 자녀가 갖는 강점을 잘 살리고 활용하고 있는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인식 등을 바꾸는 데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정에 희망과 귀감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자녀들을 발
굴하여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교와 교육 안에서 각각의 다양한
특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일반인의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게 요
청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상호 이해 및 존중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현장의 교육, 프로그램이 방향
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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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 역량’을
중심으로*19)
김 영 순 (인하대 사회교육과 부교수)

Ⅰ

.

들어가는 말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다문화’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으며, 오늘과 같이 ‘다문
화교육’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세미나 혹은 워크숍과 같은 학술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이 붐을 일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으로부터 기인된다. 그 동
안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초 ․
중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 ․ 중 ․
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자녀는 2006년 9천 389명, 2007년 1만 4천 654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
어 2008년을 기준으로 총 2만 180명이다(연합뉴스 2009.01.30)
이처럼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이들이 ‘한국인’으
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
을 위한 교육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1일 정부가 ‘다문화가정 자
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 주로 이민자 자녀들의 학습결손
방지와 학교적응지원에만 그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자
녀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우선 선정,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1대 1 결연, 소수자 배려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교육 측면에서의 교원연수강화,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단위 지원프로그
램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그렇지만 이런 정책 제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의 인식 변화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학교교육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교육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교
육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정착을
*19)본 강의록은 2009년 11월 24일 경기대 인문과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주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시
민인문학)을 위한 발표용으로 작성되었음. 이 글은 필자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라기보다 그 간 진행
되어온 다문화 시민성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 차원에서 언급 한 것이며, 필자가 번역한
“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lations”(2010년 2월 출판 예정)의 6장 일부를 발췌하여 구성
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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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미를 보이나 학교 밖 사회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언어나 문화 정도의 이해교육에 머무르
고 있다. 이 점은 다문화교육이 시민사회로부터 시작되어 제도권 학교 차원으로 확대되어 온 경향
에 비추어 보면, 한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교육적 차원에서의 다문
화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점은 다문화 시대의 시민들이 갖추어야할 ‘다문화 시민성’ 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학교 교육의 영역에서 ‘다문화 시민’ 교육이 수행되는 것과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
어 다문화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시민성은 곧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역량의
바로미터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다문화 역량으로 간주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교육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자한다.
따라서 이 글의 2장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시민교육에 관한 담론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다문화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축할 것이며, 4장에서는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방법에 대
해 제안 할 것이다.

Ⅱ

.

다문화 사회의 시민교육에 관한 담론들

이번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갈등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을 어떻게 교육의 장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이
런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 시민교육이란 개념을 통해 답할 것이다.
우선 시민교육의 대상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이다. 시민이란 시티즌 혹은 시티즌
십으로 사용된다. 특히 시티즌십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개념을 우선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시티즌십의 주요 연구자인 Kymlicka와 Norman(1995: 284)에 따
르면, 시티즌십은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과 ‘바람직한 시민의 덕성 및 활동으로서의 시티즌십’
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 있다. 우리는 흔히 시티즌십을 ‘시민권’으로 번역하며 때때
로 ‘시민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두 용어 모두 시티즌십 개념의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해 ‘시민권’이라는 말은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시민의 덕성으로서의 시티즌십’은 물론이고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이라는 의미조차
담아내지 못 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적 지위로서의 시티즌십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
무’, 그리고 ‘소속 국적’이라는 의미를 포괄한다.
‘시민권’은 좁은 의미의 형식적 권리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그 때문에 이런 복합적 의
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시민성’이라는 용어 역시 시티즌십이 내포하고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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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미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므로 적합한 번역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현
(2007)은 시민권이나 시민성 대신 ‘시티즌십’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시티즌십은 ‘바람직한 시민의 덕목과 활동’으로 정의할 것이며, ‘시민 의식’을 뜻하는 ‘시민성’으로
사용될 것이다.
원래 시민성의 개념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으로 원래 국민 국가가 대중적인 애국심과
보편적인 규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충성을 좆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조철기, 2005: 465).
그러나 최근에 시민성이 정치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지고 있고 국가적
통일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관점으로 접근되고
있다(Smith, 1989: 147).
시민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이중 대표적인 몇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Quigley와 Bgahmuller(1991)는 시민성을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제도가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 역할이라고 정의한다. Williams(2001)는 시민성은 국민국가의 맥락에서 국가
적 경계에 의해 구속된 개인의 정체성으로 개념화된 것이라고 언급한다. Proctor(1998)는 시민성을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권리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측면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본
다. Rogers(1992)도 권리와 의무의 두 측면 모두 고려하여 시민성을 정의한다. 이렇게 볼 때 시민
성은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들어 교통 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인터넷 등장을 통해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시민성의 개념
도 확대되고 변화되고 있다. 오늘날 시민성의 개념은 단일 국가의 법률적 의무나 권리 뿐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로서 다중시민성 또는 세계시민성 등의 개념이 등
장한다. 다중시민성은 시민은 한 국가의 시민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연합된 지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다중적으로 가진다고 보는 개념이다(Habermas, 1992;
Turner, 1986; 김왕근, 1999).
세계시민성은 세계화에 더 강조점을 둔 개념으로 세계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의 공존에서 요구되
고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이다(Cole, 1984; Merryfield & Wilson, 2005). 그렇다면 인종적 민
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성은 무엇이며 교육은 어떻
게 변화하여야 하는가?
Tilbury(2002)는 전지구차원의 세계화로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능
동적 시민성의 강조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Kymlica(1995)는 오늘날 지구촌 시대에는 다문화적
시민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문화적 시민성은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종교
공동체가 국가 시민 문화 속에 반영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가 시민문화가 변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Hicks(2003)는 문화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정체성의 함양, 다양한 집단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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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역할을 다하고 보다 정의로운 구각 및 세계 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능의 함양을
포함한 세계 시민성 교육을 제안한다. 지리교육에서 세계 시민성 교육은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무
시되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진 사람들과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복잡하고 논쟁적인 세계
적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위의 논의들에서 살펴보면,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의 형성 등으로 시민성은 국가적 정체성보다는
지역정체성과 세계정체성으로 이동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민성이나 정체성의 개념이
통일적이고 동질적인 개념에서 다차원적이고 복수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민
성에 부흥하는 시민교육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우선 학교 영역의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들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욕구, 기능, 경험들은 교수 전략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각각
의 학생들은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능력, 인종, 종족, 성, 언어, 종교, 계층적 배경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 이념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과 교육에서의 동등성을 실현하려는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등성이란 학생들의 출신 집단에 관계없이 사회적 혜택에 접근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Gollnick & Chinn 2002, 6). 그러나 전통적인 교수 모형은 학생
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정체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모두를 위한 하나의 가장 좋은 방
법’이 있다는 확신을 작동시켜 온 것이다. 이렇게 단일 접근법이 모든 문화 집단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장 동화된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게는 사실상 쓸모없는 교육을 하게 만들었
다(Maxim 2006, 49). 여기에서의 가장 동화된 집단이란 기존의 사회를 주도하는 다수 주류문화 집
단을 의미한다. 종족 정체성의 다양성은 강제로 통합되거나 주류사회에 대한 반발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다문화 상황이 도래한 한국 사회에 단일 접근법을 적용하여 소수자에게만 다수자
사회에 적응할 것을 강조한다면, 결과적으로 소수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그들만이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수자의 정체성 재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그들이 한국에 거주하
기 이전에 받았던 교육, 경험, 관계 등을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교육하는 결과를 초래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주자 부모의 정체성이 무시당하므로 부모가 낮은 자존감을 지니게 되면
이것이 그 자녀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양영자 2007, 216-217).
소수 이주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은 종족적 소수에 대한 차별을 불러와 민주적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결국에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운영을 주도하
는 다수자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자에게 사회적 평
등의 구현과 관련된 동등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평등 원칙을 적용하고, 이
를 통해 고용과 충분한 수입, 정치권력과 같은 사회적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구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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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Howe 2000, 34). 또한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이라는 적극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평등 원칙에 따른 소수자의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외국 경험 없이 다문화 가정 자
녀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이중언어, 다중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상
황은 국내에서 글로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실천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이란 다원주의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의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Koppelman &
Goodhart 2005: 292). 이를 위해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이 효율적인 교수와 학교 환경 개발에 사용
되어지는 교육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공식적인 학교 환경을 문화, 다양성, 사회정의, 민주주의 개
념에 맞도록 변화시켜야 한다(Gollnick & Chinn 2002: 5).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들은
긍정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동질 집단 소속의 개인이라기보다는 고유
한 개별주체로서 보아야 하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종족적 배경을 스스로 명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Manning & Baruth 2004: 19).
소수집단 학생들이 주류사회의 개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
하고, 주류문화와 비교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이 개별 학생과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결
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수집단 학생들이 가진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그들의 배
경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민감한 교수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들의 가
정환경이나 문화적 정체성이 학업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를 가져야
하며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해야 한다(Brophy & Alleman 2007: 40). 이러한 의미의 문화반응
교수법은 문화민주주의 논리와 밀접하다. 그렇다면 문화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다문화 사회의 시민교
육은 다문화 역량을 보유한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Ⅲ

.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 역량

OECD를 중심으로 역량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별히 유럽에서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는 21세기는 문화가 개인과 조직,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것이라는 과학적 진단에 기인하여 청소년과 성인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이병준, 2009: 66).
둘째, 문화적 역량연구는 유럽통화가 통합된 후 다음 단계의 공통과제로 인식되는 유럽연합 속에
서의 문화적 공동체와 문화적 다양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월의 관심에서 진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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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화적 역량연구는 PISA 연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유럽 국가들이 그들이
Culture-PISA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관심에서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ychen(2003)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역량을 영역으로서의 문화와 도구로써의 예술과 문화로
범주화하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문화 개념은 Rychen이 문화적 역량을 놀이자의 역할에 비
유하여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이 영역으로서의 문화에서 문화적 역량을 정의하면, 각 개인의 역할
은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역할과 유사하게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도전하고 규칙을 지키며, 고군
분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역할자로서 각 개인은 ’지식, 가치, 규칙, 의식, 코드, 개념, 언어,
법, 기관’등과의 친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문화적 활동과 소비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연관된다. 그리고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창조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이병준, 2009). Rychen의 입장에서 볼 때 다문화역량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제도화
한다. 문화사회에서의 놀이자(플레이어)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ychen과는 달리 Timmerberg(2002)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역량은 문화적 역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immerberg는 문화적 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문화적 역량과 예술적
역량을 각기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Timmerberg에 따르면 문화적 역량은 성(젠더), 문화, 세대,
종교적 다양성 속에서 필요한 사회적 역량으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가야 하는 역량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편견 없는 포용성, 관용, 열린 마음, 간문화적 능력들의 요소
가 강조된다. Timmerberg의 입장에 따르면 다문화역량은 문화적 역량의 하위역량이며, 다문화교육
의 개념과 모형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하는가에 따라 관용과 개방된 마듬과 같은 문화적 역량과
도 연관이 있다. 다문화역량은 이주사회 속에서의 상황들과 교감(교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는 Timmerberg와 Rychen과는 다른 이해도 있다. BKJ는 문화 영역에서 역
량을 문화적 역량과 예술적 역량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문화적 역량은 예술적 역량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문화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 문화적 삶에 참여, 문
화적 정체성, 사회적 자본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이병준, 2009).
<표 1> 문화적 역량의 개념 구조
문화적 역량: 관용

*개방성
*다문화 역량
*정보 해석/번역 기술 능력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삶에 참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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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KJ(2003)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들은 하나둘씩 등장하는데 비해 다문화역량에 대한 구성요
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논의들만이 있을 뿐이다. 이 개념은 ‘간문화적 의식’ ‘다
문화 경영’과 더불어 다른 사회적, 의사소통적, 방법론적 능력들이 함께 섞여있다. 여기에는 공감,
수용, 관용, 갈등관리능력 등과 같은 능력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다문화역량은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과 타자의 자기규정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들을 성찰할 수 있는 것과 연관이 된다. 이와 더
불어 다문화역량은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보이는 사람들과 섬세하게 교류하는 능력, 간문화적 행위
능력의 개발을 위한 전재가 된다. 따라서 자기성찰에 대한 능력은 넓은 의미에서의 반인종주의로
이해될 수 있는 가치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역량은 사회적 기술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역량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강조되는 것을 지양하고 두 가지 차원의 다문화역량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이고 둘째는 기관과 시스템적 차원의 다문화역량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 역량에 대한 개념들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부분적 역량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다. 현재 다문화역량이 무엇이며 다문화역량을 구성하는 그 요소가 어떠한 것인
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은 없다. 다만 최근 생애 핵심역량의 논의에서 등장
하는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들과 갈등관리능력, 그리고 문화적 역량에 포함되는 관용적 능력,
개방적 능력 등은 다문화역량의 내용적 요소에 포함될 수도 있다(참고 <표 2>).
<표2> 기초 및 핵심능력의 차원에서의 다문화역량
1
2
3
4
5

다문화역량
의사소통능력
사회적/대인관게 능력
갈등관리 능력
공감, 관용, 수용능력
문화 간의 차이 인정 능력

이러한 다문화역량의 논의 속에서 위에 제시한 <표2>를 기초로 최근 독일 바이에른주 시민교육
연합회와 독일성인교육연구소는 다문화 역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역량을 교육학적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해야 한다. 물론 그 시각조차도 지지하는 이론적 모
형에 기초하기는 하지만 다문화역량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역량은 생애기초역량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은 다문화
역량이 입상의 생활과 삶속에서 요구되는 기초적 역량으로 파악되어져야 한다. 둘째, 다문화역량은
기초직업능력에 속한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어 작업적차원에
서도 국제화의 물결 속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역량은 거의 모든 직업에 필요 되는 기초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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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역량은 문화적 역량이다. 다문화역량은 한 사회 속에서 개
인 주체가 세계와의 소통 속에서 관계성과 정체성, 취향을 형성해가는 문화적 역량으로 이해되어져
야 한다. 넷째, 다문화역량은 지식과 기술, 태도및 인식까지를 포함한다. 다문화 역량은 지식적 측
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 좀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개인과 사회
의 인식의 측면까지 모두 포괄하는 심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다문화역량의 전달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준은 거시사회적 차원, 생활세계연관성의 차원,
그리고 개인이 겪는 심리사회적 성장의 차원 세 가지 측면에서이다. 이 세 가지 수준은 교육적 실
천의 전문성논의와 관련하여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체사회적 문제 접근은 세계화의
문제와 연계하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포함하는 시각을 가진다. 둘째, 생활세계연관성의
차원은 개관할 수 있는 생활세계, 심리사회적 주체의 성장 차원은 주체가 겪을 수 있는 내적·외적
정황, 위기와 미래에 대한 지각과 같은 첫째와 둘째 접근의 시각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의 능력개
발에 초점을 둔다.

Ⅳ

.

다문화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1) 협동학습의 개념과 유형
이번 장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시민들이 학습해야할 올바른 인간관계, 즉 인간관계 학습을 위해
학교내에서의 협동학습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즉 다문화시민이 가져야할 다양성
에 대한 존중을 위해 협동학습이란 교육적 실천을 도입한다. 우선 협동학습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보다 더 넓은 사회적인 상호의존의 상황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적인 상호의
존은 각 개인들의 학습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존재한다. 사회적인 상
호의존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적인 상호의존(협동)은 개인들이 공동의 목
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존재한다. 부정적인 상호의존(경쟁)은 개인이 단지 몇 명만이 도
달하게 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여 공부할 때 존재한다. 각 개인의 학습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적인 상호의존은 개인 행동에 의해 나타난다.
협동은 공유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협동 상황 안에서 개인은 그들 자신과
다른 모든 모둠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한다.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은 본인과 서로의 학
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작은 모둠을 교육적으로 사용한다. 반대로, 경쟁학습은 오
직 몇 명의 학생만이 도달할 수 있는 A와 같은 점수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은 그 일에
참가한 개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
는 빈도가 늘 것이다. 개인들 사이에 구성된 상호의존의 유형은 그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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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라 결정되고 성취의 결과 여부도 크게 결정한다. 협동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것의 결과는 각
자의 노력에 용기를 주고 서로를 지지하고 보조하고 도와줌으로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증진시키고
자 하는 개인의 노력을 만들어 낸다. 경쟁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력을 막고 방
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적인 노력 모델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
은 개인들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혼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간에 상호 접촉이 없는 상
황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호작용 형식은 아래 세 가지의 크고 서로 연관된 결과를 포함하는 수많은 가변성에 영
향을 끼친다(Johnson&Johnson, 1989)
○ 성취를 위한 노력: 이것은 높은 성취를 포함한다. 그리고 더 훌륭한 결과물을 포함한다. 지속
성, 내재적 동기, 성취의욕, 과제에 대한 시간투자, 높은 수준의 논리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도 포함한다.
○ 긍정적인 관계: 협동정신, 관심, 도움을 주는 관계, 개인적인 사교성 및 학문적 사교성, 다양성
가치와 결속력을 포함한다.
○ 심리적인 건강: 심리적 적응, 자아 존중감, 사교적 기술, 사교 능력, 자아 정체성, 어려운 난관
에 대처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협동학습의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핵심은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위한 기초를 놓는데 있다
(Johnson & Johnson, 1989). 첫째, 협동학습에서 모든 학습자는 의미 있고, 역동적인 참여를 한다.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학습자는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협력하여 과제에 몰입한다. 둘째, 협동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고, 심리적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끊
임없는 동기부여가 되어 학습에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붓게 된다. 반면 실패감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과제를 성취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이 학습자에게 심리적이거나 언어적인 공격
성을 일으키기도 한다. 셋째, 협동학습의 체계적인 활용은 학습자들에게 관심과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관계성을 발전시킨다. 소외된 학습자들과 친구가 없는 학습자는 사교성과 소속감이 있는
학습자에 비해 폭력성과 부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넷째, 협동적인 모둠은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효
과적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상호작용과 모둠활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다섯
째, 협동적인 모둠은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함에 있어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준다. 그 결과 학습자들
의 쾌활한 성격, 난관에 대처하는 능력이 확대된다. 문제를 공유하지 못하는 학습자와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부정적인 성향을 가질 위험이 있다. 여섯째, 협동적인 그
룹은 높은 자존감, 의미를 찾는 감각을 촉진함으로써 학습을 위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질적인 삶이
되도록 기여한다. 일곱째, 협동의 장점은 교사들의 협동, 교사와 행정가의 협동, 행정가들의 협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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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협동학습의 체계적인 활용은 구성주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구성주의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에게 일련의 공인된 절차
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단위의 갈등 해결 및 조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다. 의미있는 결과들
로 나타나는 협동학습의 효과성은 교수학습방법이라기 보다는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도구의 하나
로 여겨진다. 위에서 논의한 협동학습은 크게 세 가지 특정한 유형을 띤다. 형식적인 모둠, 비형식
적 모둠, 기본 모둠이 그것이다.
<표3> 협동 학습의 유형 기

모둠의 형태
협동 학습 모둠
거짓 모둠
형식적인 협동학습
전통적인 학습 모둠 비형식적인 협동학습
협동학습 모둠
협동 기본 모둠
높은 수준의 협동학습수
행을 할 수 있는 협동
모둠

필수 요소
학습 결과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성취를 향한 노력
개인적인 책임
긍정적인 상호 관계
상호작용 증진
육체적인 건강
대인관계와 작은 모둠
안에서의 기술
모둠 세우기

○ 형식적 협동학습 모둠 (Formal Cooperative Learning Groups)
형식적 협동학습 모둠은 한 시간의 수업에서 몇 주간의 수업까지 함께 활동하고, 공동 목표를 성
취할 뿐 아니라 공동으로 특정한 과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습자들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 문제해결, 교육과정 단원학습, 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및 실험활동, 교과서 및 참고도서
읽기, 어휘 학습, 교과서 질문에 답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함께 할 학습자들로 구성된다.(Johnson,
Johnson, & Holubec, 1998).
○ 비형식적 협동학습 모둠(Informal Cooperative Learning Groups)
비형식 협동학습 모둠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수업까지 일시적인 모둠으로 공동의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학습자들로 이루어진다(Johnson, Johnson, & Holubec,
1998; Johnson, Johnson, & Smith, 1998). 직접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지적인 활동, 즉 자료들을 조직하고, 설명하고, 요약하고, 통합함으로써 개념을 구조화시키는 지적
인 활동을 하도록 수업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형식 협동학습 모둠은 학습자가 수업의 도입과 정
리 단계에서 3~5분 동안의 토의를 하거나 수업이 전개되는 중에도 2~3분 짝토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협동적인 기본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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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둠은 장기적이고, 안정된 구성원들과 함께 이질집단으로 구성된 협동학습 모둠이다
(Johnson, Johnson, & Smith, 1998). 기본 모둠은 학문적인 진보(예를 들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과제를 실행하고, 배우는 진보),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을 위해 모둠원들을 지원하고, 돕고,
격려하고 조력한다. 기본 모둠은 1~7년 동안 지속되는 영속성을 지니고 오랫동안 관심을 주고받는
관계성을 제공함으로써 모둠원들이 학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 기본 모
둠의 활용은 출석률을 향상시키고, 필수 활동과 학교 경험을 개별화시키고, 배움의 질과 양을 개선
시킨다. 학교를 개선시키는 1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기본 모둠에 책임이 주어진다면 긍
정적인 발전은 높아질 것이다.
2) 협동학습의 구성요인
사실 수업을 조직해나가는 것으로 학생들은 서로서로 일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된다. 당
신은 반드시 협동 과업을 만드는 기본 요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다.
○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당신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명확한 과제와 모둠 달성 목표를 주어서 학생들은 그들이 함께 가라
앉거나 혹은 함께 그것들을 해쳐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게 해야 한다.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은 모둠
구성원들이 그들이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존재한다. 만약 한 사람이 실패하면 모두가 실패한다. 그러므로 모
둠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노력은 그나 그녀 자신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모둠 구성원들에게도 해당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그들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헌신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협동 학습의 핵심이다. 만약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협동학습도 존재할 수 없다.
교사들은 아마도 상호적인 목적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사람의 몫과 각각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것), 상을 연관시키는 것(모든 모둠 구성원들의 상, 그들이 기준 이상의 것을 달성하고 각각의 구성
원이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것), 나누어진 정보들(구성원들은 다른 전문적인 기술을 갖는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요약자, 참여하는데 있어서 격려자(칭찬이), 퇴고자)과 같은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구성한다.
○ 개인적인 책임
두 번째 협동학습의 본질적인 요소는 개인적인 그리고 모둠별 책임이다. 모둠원들은 반드시 자신
들이 도달할 목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구성원은 개인에게 주어진 일에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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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의 학습 결과에 아무도 “무임승차”할 수 없도록 보증하는) 그
모둠은 모둠의 목적에 대해 명확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a)그것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그리고 b)모둠원들 각각의 개인적인 노력들. 개인적인 노력은 개개인의 점수가 매겨진 수행과
제와 모둠의 일원인 개인이 과제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누가 더욱 도움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통해 존재한다. 협동학습 모둠의 목적은 개인의 완전한 권리 안에서 각 구성원
들을 더 강한 개인으로 만드는 것, 과제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누가 더 도움과 지지 그리고 격려를
필요로 하는지를 함께 배워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더 높은 수행을 완수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협동 학습의 세 번째 기본적인 요소는 가급적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
이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도와주기 위해 실제로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증진된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이 재능, 도움, 보조, 격려와 학습하기 위한 각각의 노력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칭찬할 때 발생한다. 협동 학습 모둠들은 모두 학문적인 보조 시스템(모든 학생들
은 그 혹은 그녀의 학습을 맡길만한 누군가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인식 활동들과 대인관계의 힘들
은 단지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을 고무시킬 때 발생한다. 교사들은 팀들을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원
들은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한 과제들의 각각의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입으로 설명하고, 이미 학습한 개념의 성질들을 토론하고, 반 친
구에게 하나의 지식을 가르치고, 과거의 학습을 현재와 함께 연관 짓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서
로의 학습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고무시키는 것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들 모두의
목적 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헌신하게 된다.
○ 사회적인 기술들
협동학습에서 네 번째 기본적인 요소는 요구된 인간관계와 작은 모둠 기술들로 학생들을 가르치
는 것이다. 협동 학습 모둠에서 학생들에게는 대인관계와 작은 모둠 기술들이 요구되고 또한 모둠
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팀웍고 같은 인간관계와 작은 모둠 기술들을 학습해야 한다. 협동 학습은 원
래 경쟁적이고 개인적인 학습보다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하는 것과 팀의
일을 하는 것을 동시에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둠원들은 효과적인 리더십, 의견 정하기와 신뢰 쌓기, 대화, 충돌 조절, 그리고 사전에 제시된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교사들은 모둠원들에게 학문적인 기술을 익히듯이
의도적이고 꼼꼼하게 팀웍 기술들을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협동과 갈등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Johnson & Johnson 1992). 건설적으로 갈등을 다루기 위한 순서와 기술들은 학습
집단이 오랜 기간 동안의 성공을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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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화 과정
협동학습의 다섯 번째 요소는 모둠화 과정이다. 모둠화 과정은 모둠 구성원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일의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에 효과적으로 토론을 할 때 존재
한다. 모둠은 어떤 구성원의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할 것인지 혹은 바꿀 것인지에 대해 서술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a, b와 같은 임무를 지정해줌으
로써 모둠화 과정을 구성한다. (a) 모둠의 성공에 기여하는 최소한 세 명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작
성하는 것 그리고 (b) 내일의 성취가 좀 더 성공적인 모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행동을 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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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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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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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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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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619
3,072
8,054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220,262

% 외국인남편
%
건수
0.2
4,091
1
0.8
3,544
0.9
2.1
4,134
1.1
3.6
4,896
1.6
6.3
6,444
2.1
8.2
9,853
3.2
9.8
11,941
3.8
9
9,482
2.8
8.4
9,351
2.7
3.4
30,744
1.4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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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이주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과 이주민 문제(인권 보호, 사회 통합)
 한국 :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기존 법률 체계의 한계

전 세계적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 그로 인한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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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급증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

,

,

.

.

.

,

1990

,

.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년 만 천명에서 년 월말
현재 체류외국인 만 명 불법체류외국인 만 명 등 총 만 명으로 약 배가량 증
가하여 전체 국민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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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여건 총 결혼 건수의 에서 년에는
건 총 결혼건수의 약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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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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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1

(

11%)

배 이상 확대되었고 특히 농어촌지역은 총 결혼건수의 약 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이미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 라는 폐쇄적 순혈주의를 주장하기 어려
울 만큼 다문화사회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40%

.

‘

’

.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2009.9.30

구

분

,

: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계

1,149,493

966,689

182,804

1)

558,712

473,559

85,153

한국계

379,775

3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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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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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11

3,775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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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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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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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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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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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

39,732

27,035

12,697

몽

골

30,222

17,673

12,549

아

26,552

21,451

5,101

완

24,902

23,995

907

탄

20,510

12,975

7,535

인

도

네

타

시

이

우

즈

베

키

스

)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가정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법의
관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법적 지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법체계는 국민국가의 관점 을 바탕으로 하여 구
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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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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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법적 지위를 형성하기에는 그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 즉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는 하지
만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
정 국제결혼가정 심지어 북한이탈주민까지 또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너무나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다
.

,

(

(

)

),

,

.

1) 한국계 중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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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유형이 어떠하든 결국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기존의 국가 법 체
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결국 국민국가 주권
국가의 개념에 기초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온 전통적인 법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한다면
국민과 외국인 개념에 기초한 기존의 법체계 는 어떤 형식이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

,

‘

’

.

이런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보면 다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 가정과 직접적 ․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살
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문화교육에 관한 논의를 교육영역 내부로 제한
할 경우 다문화교육 대상자들이 놓여있는 특수한 사정과 다문화교육의 법적 위치를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탁상공론 또는 제도적 기반이 약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일관된 체계가 없이 파편
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법적 지원과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 상호 충돌하
는 경우까지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문화가정 관련 법령들을 살피고 더
나아가 다문화교육의 지향에 기초하여 이들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

.

.

.

.

2.

다문화 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다문화 가정과 헌법

 민족주의 가치 강조[전문, 제9조]
 기본권의 주체성을 ‘국민’으로 한정
 조약 ․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인정[제6조 제1항]
 외국인의 법적 지위[제6조 제2항]
수 사례별 구체적 판단의 필요성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 조에서 민족의 단결 과 민족문화의 창달 을 국가적 의무로
강조하는 등 민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의 이런 민족주의적 경향은 우리 헌법
만의 경향이라기보다는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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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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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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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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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
로 한정하고 있지만 제 조 제 항과 제 항 을 통하여 조약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국제
법규에 대하여 우리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
는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국제법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국내법적 권리를 향유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
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법적 지위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외국인이 헌법의 기본권을 향유할 주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현재 우리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 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나라 간 이동이 일상화된 현실과 그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참정권처럼 국민주권의 원칙 상 인정하기 어려운 기본권이 있는가 하면 국가배상
청구권처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평등권과 인간존엄성
과 행복추구권처럼 성격상 국민 의 권리로 한정하기보다는 인간 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 또 사회보장권처럼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보장하기 어려운 성격
이지만 외국인근로자가 급증한 우리 현실 때문에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기존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구축되어
있는 국가의 법체계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법의 사각 지대 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 하위 법령
체계의 미비 또는 충돌 문제는 더욱 많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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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과 국제법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다수의 국제규약 가입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미가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년 비준)

우리나라는 현재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국제규약
에 가입한 상태다 예를 들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
약 년 비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약 년 비준 모든 형태
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년 비준 아동권리협약 비준 난민의 지위에 관
한 협약 년 비준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국제법규 가운데 이른바 다문화가정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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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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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보호 다문화교육 등의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은 년 월부터 발효한
국제법규로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이주노동자
와 가족의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체류노동
자 세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인력송출국가들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산업선
진 국가들은 불법노동자의 조장과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년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이 협약이 주요 국내법과 충돌해 현
단계에서는 협약 가입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현재 이 조약은 국내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로서 역할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편적 법원칙의 차원에서 적
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국제법규로서 아
동 권리에 관한 협약 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조약은 주로 다문화가정 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제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는 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다 이 조약 제 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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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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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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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들은 헌법 제 조 제 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에 의하여 국내법화 할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영
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의 의미를 두고 공식적으로 가입하거나 협약
을 체결한 경우로 제한해 해석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비록 직접적으로 모든 국
제법규들이 국내법화 될 수는 없겠지만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들을 참고하여 한계를 넓혀가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 조 제 항
의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된다 는 조항 역시 외
국인의 권리의무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고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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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념을 살려 해석의 폭을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

다문화 가정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다문화 가정과 국적법
 속인주의(혈통주의) 원칙, 단일국적주의
 외국인의 국적취득은 원칙적으로 ‘귀화’를 통해 가능
 혈통주의, 단일국적주의 및 귀화절차의 완화
①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확대(1997년 개정)
② 간이귀화요건 완화(2004년 개정)
③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2009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근본적 한계 여전(이주노동자, 혼인의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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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적법은 헌법 제 조 제 항 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 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속인
주의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국적법의 이런 원칙은 이주민 통합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의 역사와 문화
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출생지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로는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우
리나라와 같이 원칙적으로 속인주의 부모의 혈통 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중동 산유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다 한편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를
절충하는 방식 즉 거주지주의를 취하는 국가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
란드 벨기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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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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통주의의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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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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적법 체계에 의하면 외국인 이 대한민국의 국민 이 되려면
한국인 부모를 둔 미성년의 외국인 에게 인정하는 인지 를 제외하면 귀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출생 등의 사
유로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 제 조 제 조 자연히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 하에
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국적 문제는 혈통주의와 귀화절차 단일국적주의 완화 를
통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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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국적부여 방식을 부계혈
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확대하여 혈통주의를 완화한 바 있다 또한 년 국적
법 제 조 제 항 제 호와 제 호를 신설하여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완화하였다 구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하려면 혼인한 상
태로 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년이 경과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
에 년 이상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년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사
망 실종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혼한 경우와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를
간이귀화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귀화절차를 완화하였다 한편 년에는 제한적으로 복
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국적법도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혈통주의의 완
화 귀화요건의 완화 단일국적주의의 완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가정까지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려면 출생지주의까지는 아니라 해도 거주지주의 정도로는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혼인의 경우 따로 귀화 허가 없이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등 간이귀화요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의 경향은 국적 부여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추세로
서 우리나라도 년 귀화 요건으로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를 요구
하는 등 귀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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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과 출입국관리법, 기타

 외국인 개념의 준거[제31조 제1항]
 외국인 정책의 부분적 변화(영주권제도, 2002)
 혼인이민자, 재외동포에 대한 영주권 신청 자격 완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지위 강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수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근본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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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 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인정 절
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본법이다 그러므로 출입국관리법은 다문화 가
정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 법률 제 조에 의하면 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다문화 교육 관련 법
령에서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는 외국인 의 기준을 여기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
리법은 외국인에 관한 준거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다문화 교육과 간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31

90

,

‘

’

.

,

.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점의 하나는 경제 활동 등을 이유로 장
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어느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하여 년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영주권제도 을 신설하였다 영주권
제도는 국가의 구성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다문화 가정을 통합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 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혼인이주자와 재외동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주
권 취득 자격 년 은 완화하면서 체류기간을 장기적으로 허용 년 연장 가능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국내 거주 기간 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년 한도의 단기 체류를 원칙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다문화 가정
에게는 영주권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른 선택의 여지를 사
실상 차단하고 귀화를 통해서만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귀화 요건마저
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원천적
으로 요건을 갖추기 어렵도록 차단해놓은 현재의 국적법 및 출입국 관리법 체계는 다문
화 가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근본적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
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논의가 보다 풍부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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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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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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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과 교육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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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정과 교육 관련법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일반조항(교육기본법 제4조)
 외국인 자녀의 학교입학절차 간소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교입학 문제
 실효성 문제

일반적으로 이주민 세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적의 문제 와 더불어 교육
의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나라는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로 국제아동
권리협약이나 이주노동자협약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
인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자격 을 부여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경우
질병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기타체류자격 을 제한적으로 인정하
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문화가정 세들은 이러한 신분의 불안 뿐 아니라 교육 기회에 있
어서도 직접적으로 많은 제한을 겪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년 월 현재 취
학 연령대 외국인 자녀 세 이상 세 이하 는
명으로 추정하며 이중 외국인학교
재학생 명을 제외하면 국내학교 유입 가능인원을 약 명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불과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명의 외국인
자녀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다문화가정 세들의 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현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 조 에는 인종 등
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에 대한 규정으로서
외국인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부
모의 체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는 하지만 국내
법과의 충돌과 절차 정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년까지 취학 연령에 있는 외국인 근
로자의 자녀들은 학교 교육을 받을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인 부모들이 자녀
를 학교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
서는 년부터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우리 정부는 년 월에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 는 권고를 받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강화하였다 즉 년부터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라도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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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교육의 기회균등)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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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년 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을 다시 개정하여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간소화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
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불안한 신분 상태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며
특히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는 현재 본국자녀를 입국시키는 사례까지 증가하
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교육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가 다문화사회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이기도 하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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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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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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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 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다문화 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3)
 근로기준법 제5조 :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9)
수 외국인의 사회보장권 문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처음 만나는 지점이 국적 체류 등과 관
련된 법률이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나는 법체계는 교
육 근로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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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은 다문화 가정의 건강과 복
리와 관련된 법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법률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가족의 유
지․발전 가족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동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나 시책을 추진
할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됨은 분명하지만 이 법률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사람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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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문제들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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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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률로는 년에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법률에 의하여 그 동안 산업연수생제 를 통해
수급되던 외국인고용을 고용허가제 로 전환하여 년의 취업 기간을 보장하였으며 아울
러 동 법률 제 조 와 근로기준법 제 조 에 의하여 국내 노동자와 같은 노동 권을 부여
하였다 그리고 년 이 법률을 제정하면서 경과조치로 국내에 있던 불법체류자를 합법
화한 바 있다 그리고 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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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체결
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년의 취업활동 기간
범위 내에서 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체결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사용자가 외국
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노동부 고용지
원센터에서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이 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가지고 출국했다가 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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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다시 이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근
로자와 사용자간 체결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현재의 년에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자율
적으로 하고 또한 취업활동 기간이 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 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사회
보험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사회보장권은 기본적으
로 정부의 적극적인 급부 행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민 의 권리이며 외국인은 원칙
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다만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구체적 내용
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은 의무가입 하도록 외국인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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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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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다문화 가정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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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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문화 가정 관련 법률

 주민투표법(2004년) 및 공직선거법 개정(200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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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선거권 와 제 조 공무담임권 에
서 참정권은 모두 국민됨 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관련 개별 법률들도 일관
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제 조는 선거권을 세 이상의 국민에
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 조 제 항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세 이상의 국
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 조 제 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법 제 조는 당원의 자격에 관하여 외
국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 조에서는 외국인의 정치 자금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제 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정
치활동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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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는 국민이라기보다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 즉 주민의 복리 증
진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투표법 제 조와 공직선거법 제 조에서는 주민
투표권과 지방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
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투표법 제 조 과 영주권을 취득한 후 년이 경과한 외국인 공직선거법 제 조
에게는 예외적으로 주민투표권과 주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선거
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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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다문화 가족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법률로서 재한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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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처우기본법

(2007)’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

을 들 수 있다

(2008)’

.

첫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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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에서는 국가가 외국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조 제 조 제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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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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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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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
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 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내용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등에게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
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 직
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문화이해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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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 사회에의 동화를 전제로 한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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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와 인권
김 철 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I. 이주민의 인권
1. 인권 개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
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
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조
인권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
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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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향유하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과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인권이 인간의
고유한 존엄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존엄 사상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
었으며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인권이념 은 이성주의와 계몽
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에 근간한 근대의 철학적 사상의 산물이다 인권의 근대
적 개념은 유럽에서 비롯되었지만 기본적 인권과 자유 및 사회적 정의의 관념은 모든 문화의
구성부분이다 보편적 인권은 제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 을 통해 모든 사람과 국가
가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할 인류 공동의 가치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인간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에 온정 자비 형제애 사랑에 호소가 아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질서 내에 인권에 대
한 명확한 위치가 설정되지 않으면 인권은 무의미하게 된다 인권이 국가에 의해 선언되고 입
법부에 의해 확립된 법적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
으면 안 된다 그것은 법의 일부로서 법원에 의해 집행 가능해야 하고 국가와 정부를 법적으
로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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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권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권력 특히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한다 인권은 국가 권력
의 한계를 정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지난 년의 역사는 이러한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세기말 프랑스와 미국의 시민혁명을 통해 확립된 인권 사
항은 권력행사의 주체 특히 정부에 대한 통제를 위한 수많은 인권운동의 원동력이었다 오늘
날 인권은 개별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주된 규범이 되었으며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는 여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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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의 특성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을 지닌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
고 평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반 위에서 동일하게 중점을 두고 인권을 다루어야 한다 국가적 또는 지
역적 특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의 의미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및 문
화적 제도와 관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년 비엔
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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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민족 또는 사회 종교 언어 국적 연령 성적 지향 장애
기타 어떠한 특징과도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
다 세계인권선언 제 조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년 비엔나
선언 역시 모든 인권의 보편적이고 불가분적
이며 상호의존적
이라
고 천명하였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
은 인권의 보편성 불
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을 담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은 모든 인간이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다
인권의 불가분성이란 전지구상에서 모든 인권을 동일한 기반에 근거하고 동일하게 강조하면
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부류의 인권들이 다른
부류의 인권들보다 우위에 서지 않는다 인권의 상호의존성이란 모든 인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인권이 향유는 다른 인권의 향유를 전제로 하고 어느 인권의 실현은 다
른 인권의 실현에 기여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족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하는 전제조건이면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
유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권리적 성격을 부인하거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우위로
두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주요 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을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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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dependent)

’(All Human righ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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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확인되고 있다
인권의 보편주의 주장에 맞서 상대주의자들은 인권의 보편성이 인간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
한 것이고 서구국가들이 인권담론을 지배해오면서 만들어낸 문화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지나
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적
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해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급진적 상대주의인데 문화만이 모든 가치의 궁극적 기원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의
개념 자체를 부인한다 둘째 순수한 형태의 급진적 보편주의인데 인권을 포함한 모든 가치들
은 전적으로 보편적이며 문화나 역사적 차이에 따라 바뀔 수 없다고 본다 즉 언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한 가지 형태의 인권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셋째 강한 상대주의인데 인권이
원칙적으로는 문화와 다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보편적 인권은 단지 문화적
으로 특정한 가치들 점검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며 가치들의 변화와 상대성에 중점을 둔다
넷째 약한 상대주의는 보편적 인권을 전제로 하고 문화에 따른 수정을 부차적인 것으로 본
다
현 시대 상황에서 무제한적 보편주의가 부적절한 것과 같이 급진적 또는 무제한적 상대주
의 또한 부적절하다 일정 부분 보편적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화적 다양
성을 수용하고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킬 수 있
는 방법으로는 첫째 문화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어떤 도덕적 규칙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과 둘째 보편적 원칙을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적합하게 해석 및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의 다양성에 의
해 달성될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참여나 노동에 대한 권리와 같이 인권 개념은 매우 일반인
내용을 갖는 것이어서 문화적 다양성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그 개념에 대한 해석
예컨대 직업보장이나 실업보장과 같이 노동권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의 해석적 다양성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해석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다양성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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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와 권리의 한계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
를 부담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조 제 항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보장
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
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세계인권선언 제 조 제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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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그 실현에서 일정한 제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언론보도에서 공중의 알권
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이나 신약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과 환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충돌 등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첫째 타인에 대해 지는 의무에 의해 제
한 받고 둘째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한 받으며 셋째 공공이익과 개인의 권리 간
의 균형 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 인권을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
의 실현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정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그 반대에 있는 다른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국가의 정책을 통해 구체화된다
궁극적 이상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지만 정책 실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정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다른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
우에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
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한 자유와 권리들의 향유
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것
과 권리 침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국가기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상 권리 제한의 원칙과 기준을 보면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첫째
법률에 규정되고 둘째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타
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 등을 위하여 셋째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 목적이
어야 할 것
방법의 적정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절절하여야 할 것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더욱 완화된 수단
피해의 최소성 목적의
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이 되도록 할 것
이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공익이 더 크거
법익의 균형성 보호하려는
나 적어도 양자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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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의 인권기준
이주민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된다 제 조 제 항 라고 하고 있다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에서도 법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
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
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하므
로 국적자뿐만 아니라 무국적자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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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인권 영역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 와 함께 국민이 누리는 권리 중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권리 로 구분된다 자유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구권은 인간의 권
리로 간주될 수 있고 참정권 재산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대부분은 외국인의체류자격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즉 한국에서 외국인은 그가 입국할 때 발급받았거나 그 후에 변경한 체류자
격에 규정된 지위에 따라 사회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향유한
다 국내법원 판례 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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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적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 조 제 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헌법은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 장에서 국민 의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기본
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
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
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라고 설시하여 헌법규정의 문언에 얽매이지 않으며 헌법 이론적으로
국민의 권리 와 인간의 권리 를 구분하여 외국인을 인간의 권리 의 주체로 보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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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 자유권규약
.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체결하였다
제 조는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 을 약속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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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 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판
결 참고.
12)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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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 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
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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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권규약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합의한 것이 이 규약이다
이 규약 제 조 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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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의하면 인종차별 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출신국가 출신민족
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 조 제 항 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인종차별은 인종뿐만 아니라 피부색 및 출신국가나 출신민족 또
는 종족 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회원국들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
해야 한다 제 조
① 개인들 인간의 집단들 또는 단체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며 공공기관과 기구들
도 이 같은 지침에 따르도록 만든다
② 개인들 또는 집단들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하거나 옹호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국가 및 지방 정부 정책들을 검토하고 인종차별을 촉발하거나 영속시키는 법령들을 수정
하거나 폐지한다
④ 개인 집단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금지시키고 종식시킨다 통합주의적 또는 다인종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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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종차별은 인종뿐만 아니라 피부색, 국적,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로 확대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1998년 고용평등법 제6조 제2항 (h), 영국의 인종차별금지법 제3조 제1항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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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운동 그 밖의 인종 간의 장벽을 제거하려는 수단들을 장려하고 인종적 분열을 조장하
는 모든 것을 억제시킨다
,

,

.

마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관한 국제협약
.

협약은 제 조에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출신
국가 출신민족 출신사회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신
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 선언한
다
그리고 제 조는 당사국의 의무사항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사회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
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 을 약속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의 이
용 직업안내 및 취업소개의 이용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과 기관의 이용 주택의 이용 사회
및 보건사업의 이용 협동조합 및 자주관리사업에의 참여 문화생활의 이용과 참여에서 취업국
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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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실태
1.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 현상

행안부 「 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
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명 의 이며
년
명보다
명이 증가
하였다 전체 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명
한국국적 취득자는
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명
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이주노동자가
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로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결혼이민자는
명
유학생
명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명
기타 외국인
명 이며 한국국적 취득자 중 혼인귀화자는
명으로
기타사유 취득자는
명으로 로 나타났다
,

2009

‘09.5.1

1,106,884

891,341

925,470

215,543

(24.2%)

(83.6%),

(49,593,665

)

2.2%

,

’08

.

73,725

(6.7%),

107,689

575,657

(9.7%)

52%

.

125,673

(4%),

103,115
32,308

(11.4%),

(9.3%)

2.9%

77,322

,

(7%),

43,703

4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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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표

<

년도 대비 주요유형 증가현황

1> ‘08

2008년

2009년

576
438
126

103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

출처

74

66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58

국적취득자
국적취득자

자녀
자녀

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쪽 참조

: 2009

108

p3

이러한 외국인의 인적 구성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이 공존 하는 사회로 이행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 세계인이 한국 사회로 이주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대부분은 몇몇 국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주민 대
부분이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타이 등 개국 출신이며 이들이 전체 이주민의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을 제외하면 아시아권 이주민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다인종
화 되어간다는 진단은 아직 시기상조인 듯하다 오히려 다민족화 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진단하는 분석 용어로 보인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민들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선진국 출신은 다양한 혜택을 누
리며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면 산다 이들에 대해 최근 한국정부는 이중국적 취득을
허가하는 등 우호적이며 적극적이다 반면에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장이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모두 열악한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기본적 권리에 제약을 받는다 특이 체류자격을 상실한 미
등록노동자들은 삶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시아권 국가에서 이주한 결
혼이민자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
다 같은 이주민이라도 이들이 경험하는 한국 생활이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도 다르다 최근 위원회 진정이 접수된 사례로 아프리
카 출신이자 흑인의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영어 학원 강사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얼굴을 확
인할 수 없는 전화 영어를 교육하는 업체가 주로 그들을 고용하고 있다 학원 측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백인 영어 강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위해서 백인을 채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구청이 운영하는 수용장에서 흑인은 수강접수를 받지 않은 다고 하며 일부 레스토랑에
서는 흑인출입을 금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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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은 자신의 성 젠더 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상이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한국 사회가
성 젠더 의 역할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여성 이주민 중 일부는 젠더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과 결합되어 또 다를 위계적 서열에 편입된다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들이 살아갈 만한
사회적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직 노동에 편입되는 동남아 여성과 유흥산업에 편입되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의 백인계 여성은 자신의 선택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한국 사회의 요구에
따라 배치될 뿐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의 계층에 따라 한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외국인 이주민의 상이한 삶의 양식은 거주지의 분포에 따라서도 드러난다 서울의 경우
동부 이촌동의 일본인 마을 이태원과 해방촌의 아프리카인 거주 지역 반포동의 프랑스 마을
서래마을 구로동의 조선족 거주지 같은 집단 주거지도 있으며 동대문시장 근처 러시아 중
앙아시아 몽골인 나 대학로 필리핀인 처럼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이 자주 모이는 지역이 생겨
났고 경기도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 처럼 집
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하고 누리는 곳도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낮은 거
주비용과 노동시장의 접근성 때문에 지하철 노선의 맨 끝 인 서울 외국 지역이나 수도권 일
대 공단 지역 근처에 집단 거주를 형성하고 있고 전문직 이주민들은 대부분 서울의 고급 주
거 지역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공간은 지역적 분포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차별적 의미를 부여 받는다 동부
이촌동 일본인 마을이나 반포동 프랑스 거주지역은 한국 사회의 중산층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홍보와 지원을 받는 반면 이주노동자들이 형성하는 공간은
게토화되며 일부 지역을 기존 주민들과 불화를 겪기도 한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현상도 다양한 사회적 배경 속에 속해 있는 점을 주목하여
야 한다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각 이주민 집단에 부과하는 역할
과 이들이 정작 누리고자 하는 문화적 권리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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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민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

위원회 출범이후 년 월말까지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은 총 건 접수되어 그 가운데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건 전체비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별행위 관련 사건이
건으로 이며 기타 사건은 건으로 로 나타났다
2009

8

1,939

8.4%

,

2,163

(

89.6%)

4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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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

표 사건구분별 진정처리 현황

<

2>

기준

(2009. 08. 31.

)

처리결과
사건구분

계

계
비율(%)
침해
차별
기타

조사중

2,163
1,939
182
42

28
19
9
-

소계

인용

2,135
100.0%
1,920
173
42

53
2.5%
42
11
-

합의종
결
3
0.1%
1
2
40

기각

이송

각하

조사중지

254
11.9%
211
41

8
0.4%
7
1

1,804
84.5%
1,648
116
2

13
0.6%
11
2

한편 진정사건은 주로 보호수용 비자거부 등 체류자격 위법수사 및 강제단속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 요구 건 집단진정 건 을 제외하면 부당한
보호수용 교정처우 의료 폭력 행사 등 건
비자거부 등 체류자격 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위법수사 및 강제단속 건
강제퇴거 건
인종차별 건
출신국가 건
순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인권사건의 유형은 이주노동자에 중심으로 강
제단속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다소 편중되어 있으나 최근 사회권적 기본권과 밀접한 고용허
가제 등 외국인 인력제도 및 노동정책 사회보장 등의 정책적인 사안들이 다소 늘어나는 추세
에 있으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동과 스킨쉽을 일삼는 등의 성희롱
을 당했다고 진정한 사건이 건으로 나타났다
,

,

.

(

1,244

,

) 259
150

48

(2.2%)

(

1,243

)

(12.0%),

,

205

(6.9%),

72

(9.5%),

(3.3%),

52

(2.4%),

.

,

,

9

.

표 외국인 관련 진정사건의 사건유형별 현황

<

구분
사건유형
비율(%)

3>

계
2,163

년 월말 기준

(2009

강제 고용
퇴거 제도
72

16

난민
28

보호수

비자거부 등

산업

용

체류자격

재해

259

205

9

100.0% 3.3% 0.7% 1.3% 12.0%

9.5%

성희롱
9

0.4% 0.4%

8

)

위법수사, 인종 임금 재외동 출신
강제단속 차별 체불
150

52

6.9%

36

포법

국가

1,244

48

기타
35

2.4% 1.7% 57.5% 2.2% 1.6%

또한 연도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출범초기 홍보부족 등으로 접수건수가 저조하였으나
년 재외동포법 개정 요구 집단진정 건 외에 건이 접수 년도 건으로 전년
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년부터는 매년 여건 내외로 접수되고 있다
,

2004

,

1,243

, 2006

3.

126

,

130

2005

221

.

이주민 관련 주요 결정사례

가 정책권고 사례
.

□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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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에 대

한 사회적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 혜택 확대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에 대해 법무
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한 사례
,

,

,

□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호 의 정의규정을 신설할 것 등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경을 표명한 사례
(2007. 12. 6.) :

‘

’

□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
인도주
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허가자의 체류자격을 법률로 명시하고 일상적 의료보호와 기본적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사례
□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인종 혹은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법률안에 명시할 것 및 혼혈인 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문제
점을 지적하여 여성가족부에 의견 표명한 사례
(2004. 5. 27) :

,

(2007.

‘

1)

:

’

□ 결혼중개업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혼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중개하는 상대방
에게 제공하되 상대방의 신상정보도 제공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상정보는 상대방이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 결혼이 중개되는 양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신상정보의 내용에는 일
정기간 이내의 가정폭력 등의 전과가 포함되고 결혼이 중개되는 양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신
상정보가 결혼 중개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표명한 사례
(2008.4):

,

,

,

,

,

나 침해사건 권고사례
.

□ 체류자격 변경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일시보호해제 기간
중인 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내 체류자격 변
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법무부장관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
(2007.9.) :

□ 법적 근거 없는 이송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법적 근거 없는 이송처분은 「헌
법」 제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보호외국인의 이송절
차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이송절차 이송사유 등을 적시하여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
며 청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같은 법률을 법무부장관에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
례
(2008.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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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
외국인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초기검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외국인보호규칙」에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정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사례
(2008.1.)

:

□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상당성이 인정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집행공무원이 외국인을 임의동행 할 때는 임의
동행 거부권도 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경찰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권고한 사례
(2008.1) :

다 차별사건 권고사례
.

□ 크레파스 및 수채화 물감의 색상 중 살색 명칭 개선 권고
살색이라는 표
현은 특정 색깔의 피부를 가진 인종의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과 부합되는 색명이며 이는 결과
적으로 황인종이 아닌 기타의 인종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
□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
화교학교 출신학생이 한국학교로의 전 입학이나 상
급학교로의 진학 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학력 인정 방안
마련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한 사례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산재근로자를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권고한 사례
□ 장애인 등록증신청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외국 국적의 장애인에 대하
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증발급 신청이 불허되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사례
'

'

(2002.

7)

:

,

(2006.8.29.) :

(2008.1.)

:

(2008.7.) :

□ 인종을 이유로 한 레스토랑 출입거부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레스토랑
이용을 거부한 차별 사건에 대하여 레스토랑 사장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한 사례
(2007.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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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1.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특징
다문화교육은 미국에서 년대 년대초 민권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초기에
는 학교에서 인종주의에 반격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개념화되었고 이후 인종 민족 성
사회계층 언어 장애문제와 관련된 학교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개념
은 다문화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다문화 민주주의 차원에서 다
문화교육을 접근하는
배려중심
에서 다문화교육을 정의
하는
그리고
는 다문화교육을 총체적인 학교개혁의 과
정이고 모든 학생을 위한 기본교육으로서 학교과 사회에서 인종을 비롯한 다른 차별요소들을
거부하고 다원주의 민족적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경제적 성 기타 를 수용하는 교육으로 정
의를 하고 있다
뱅스
는 다문화교육은 개념 운동 과정이라는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족 성 문화 언어 사회계층 종교 등이 다르거나 영재
혹은 부진아 라는 이유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념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학교변혁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등하게 성공을 경험할 수 있
도록 하는 개혁운동이다 셋째 교육의 평등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와 같은 이상적 목표를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다 즉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사회계급 집단
출신 청소년들이 교육적 평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을 변혁하는 개혁운
동이며 교육의 평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는 이상적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름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학생들이 교육적 평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다문화교육의 특징은 첫째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특징 등을 인지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의 활동이다 즉 다문화 이해
에 관한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인종 민족 성 언어 종교 등이 사회구성원 다수의 것
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속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차원의 활동이다 다수의 사회구성
1960

1970

(civil

rights)

.

,

,

,

,

,

,

.

,

D. E.

V.

O.

Campbell(2004)14),

Pang(2005)15),

(

S.

,

(care-centered)

Nieto(2004)16)

,

,

,

,

,

)

.

(J.

A.

Banks)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Campbell, D. E.(2004), Choosing Democracy : A practical guide to multicultural education, New
Jersey : Pearson Education, Inc.
15) Pang, V. O.(2005), Multicultural Education : A Caring-Centered, Reflective Approach, New York :
McGrraw Hill.
16) Nieto, S.(2004), Affirming Diversity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earson Educatio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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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게는 그들과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소수의 사
회구성원들에게는 사회속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 이에 해
당된다 셋째 문화의 다양성 인식을 넘어서 다문화적인 관점이 반영된 교육과정 교과서를 비
롯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의 활동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기존의 주류 문화속에서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이 아닌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편견감소 다문화적 관점의 지식 구성을 기반으로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구조를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이 없는 정의를 향한 방식으로 재구조화
하는 차원의 활동이다 김순희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불평등 불의 인종
주의 편견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매
카니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핵심내용
이어야 한다
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한 캐나다는 다문화교육을 공식언어교육 문화유지
교육 다문화교육 반인종차별교육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식 언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공식언어교육 이다 이는 소수민족 아동들이 학교
와 외부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
째 모국의 문화를 간직하도록 하여 소수민족 아동들의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유지 프로그램 마련 문화유지 프로그램 이다 셋째 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 교정으로
서 다문화 교육 실시 문화다원성 교육 이다 다문화교육은 문화 다원주의를 위한 교육 문화차
이에 대한 교육 방법론적 문화개별주의 교육 문화보존을 위한 교육 다문화 적응을 위한 교
육 등 가지 테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문화교육이 실시된다 이는 차이에 대한 수용과
존중 및 유사성의 인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넷째 편견과 차별이 잠재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반인종차별주의 교육 반인종차별교육 이다 지배적 합리성과 불평등을 이해하
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의 발전을 통하여 개인과 집단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
키는 것이 목적이다 다문화교육에서 반인종차별주의 교육으로의 이동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
는 편견에서 그러한 차이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상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성경희·이소연
프랑스는 교육대상별 다문화교육을 구분하는데 다문화교육은 다수자 교육의 측면과 소수
자 측면의 교육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수자와 다수자 통합교육 다수자를 위한
교육 소수자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희·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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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호주도 가지 다문화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등한 기회의 보장과 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편견없이 자신의 문화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민자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혜택 대상인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입안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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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1)

구 분
교 육 방 향
소수자와 다문화적 사회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의 제공
다수자 평등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재확인
통합 교육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과 상대주의적 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
상호의존적 세계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현실속에서 통합적인 행동양식을 북돋
운다
다수자를 부정적 편견과 민족적 상투성을 극복해야 한다
위한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고무시킨다
교육 다문화간 공통점을 찾고 강조한다
다른 사회와 문화 개인들의 시선에 긍정적인 태도양식을 갖는다
사회적 연대의 원리와 시민의식에 기초한 행동양식을 인지시킨다
소수자를 다수자의 방향을 포함한다
위한 교육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주류적 삶의 양식에 대한 배움을 포괄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정책들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과 사회발
전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문화교육 역시 이주민의 사회 내 적응을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언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주된 대상도 그
집단의 소수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소수자 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의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소수자를 주 대상으로 사회
적응을 위한 능력 함양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이 주로 소수자의 적응교육을 목적으로 소
수자를 주 대상으로 다수자와 분리된 채로 일회적 성격을 띠며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의 프
로그램이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및 교육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가
정 자녀에 대한 지원 대책들도 이들이 학교교육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족한 교과 지
도가 주요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다 소수자 문화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수자를
대상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다 대부분
소수자와 다수자를 분리한 채로 진행되고 있고 일회성의 특징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
를 들면 소수자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소수자들로 구성된 문화체험 활
동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활동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
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소수자의
적응 능력 함양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소수자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자
긍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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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수
자의 경우도 소수자의 문화관점에서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수의 주류문화 주체들이 소수자들의 비주류 문화를 인정하게 될 것이
다 이제 다문화교육은 소수자 대상 사회 적응교육에서 다수자 대상 반차별 교육이 강조되어
야 한다
.

.

.

2. 인권교육의 개념
이나
의 인권교육 논의는 그 시기가 오래 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인권교육
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교육의 권리로서 인권교육을 포괄
적으로 설명하였다 의 세계인권선언 제 조 와 같이 교육의 입장에서 인권을 강조하였
다 이 조항은 인권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 인권을 강화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서 포괄적인 인권교육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
등과 같이 년대부터 년까지는 인권교육을 세계평화나 세계의 유대를 위한 하나의 도
구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였다 인권교육이 수단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인권교육 그 자체의 본
질적 의미를 강조하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년에 발표된 유엔인권교육 년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 개념은 유엔 인권교육 년 후속조치로 년에 결의된 세계인권교육프로그
램 에서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이 문건에서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을 통해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전파 정보전달과 관련된 노력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지식차원 가치·신념·태도 차원 행위차원 등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① 지식차원 인권과 인권 보호 장치에 관한 지식 제공 ② 가치 신념 태
도 차원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 신념 태도의 계발을 통한 인권문화 제고 ③ 행위차원 인
권을 수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행위 격려 로 구체화하여 인권교육의 개념을 정
의하고 있다
결국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
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인권교육은 인권의 특성인 인권의 상호의존
성 불가분성 보편성을 장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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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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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D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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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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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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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

.

.

18)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
다. 교육은 모든 국가, 종족 집단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친선을 증진시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킬 것이다”.
19)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 추진 중인 인권교육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인권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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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 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 기타 사항에 근거한 편견·차별행위를 반대하고 개선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으로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
권을 인식하고 자기권능을 강화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이 보장되는 학습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어야 하며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삶과 연관된 인권현안 문제를 보편적 인권기준에 의거
하여 분석·비판·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리스터
는 인권 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다른 교육에 비해 인권교육이 단순
히 인권 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
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내
용으로는 인권의 역사 인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만들어진 역사적 문건들 인권 관련 정책 등
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와 권리 침해에 대해 이해하며 이와 관련한 인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② 인권을 위한 교육
실제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인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관점을 적용하도록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어떤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
등을 만났을 때 인권을 어떻게 적용하고 바라보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관계와 사
고능력을 어떻게 하고 인권단체와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기능이나 기술적인 측면
에 초점을 둔 것이다
③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은 인권을 알고 누리도록 하
는 것이 때문에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충분히 인권을 누리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거나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인권교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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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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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21)
가. 유사점
다문화교육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문화적 소통을 통한 갈등의 해소
반차별주의 교육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은 인권교육과 인접해 있다 다문화 교
육이 소수자 집단의 문화를 포기하도록 하고 주류문화에 흡수되거나 편입되도록 하는 문화동
화
차원을 넘어서 소수자 문화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차별
과 편견을 없애도록 하는 반차별 중심의 다문화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는 인권교육 다름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학자인 가 주장한 것처럼 다문화 교육이 개념 운동 과정이라는 가지 요
소로 구성되었듯이 인권교육학자인 가 주장하듯이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등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과 인권교육의 가
지 요소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이 학교변혁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등하게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운동이듯이 인권교육 역시 학
습자 자신의 인권 증진하고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사회변화 지향적 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교육이 교육의 평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는 이상적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는 과정이듯이 인권교육 역시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인권 존중적 환
경과 방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또 다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논리구조는 인권에 대한 교육 개념적 측면 인권을 위한 교육 운
동적 측면 인권을 통한 교육 과정적 측면으로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문화 교육이 인권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주류문화에 동화시키는 교육보다는 인권적 관점
이 반영된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다수 주류문화의 주체들이 소수자들의
비주류문화를 인정하는 입장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소수자들도 자신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존중하며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참여 주체로 인정하면서 이를 보장해주는 방식에
서 접근해야 한다 각 인종 민족의 전통적 문화 언어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정하는 다문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불평등을 없애고 사회적
전체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의 방향이 정해져야 다문화 교육이 인권
교육의 인접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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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인권위원회(2005),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연구” pp.78-80. 의 내용을 보완 수정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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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이점
다문화 교육이 인권교육과의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이 반차별 교육으로까
지 발전하지 못하고 소수자 사회적 적응을 위한 공식 언어교육이거나 소수자 문화를 인정하
고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실시된다면 인권교육과 다문화 교육은 커다란 차이점이 더욱 부각되
게 될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의 층위가 공식언어교육 문화유지교육 다문화교육 반인종
차별교육으로 발전한다면 공식언어교육 수준으로 갈수록 인권교육 성격이 약하면서 다문화교
육과 인권교육의 차이점은 커지고 반면에 반인종차별교육으로 갈수록 인권교육의 성격이 강
하면서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차이점은 줄어든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은 문화의 다양성과 인권의 보편성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요컨대 다문화 교육이 개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
나 인권교육은 인권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인권 개념
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논의와도 연관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도 논의되었던 인권 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다양한 협약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인 인권은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모
두 적용되는 가치라는 점에서 인권은 보편적이면서 특수성이 반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권교육이 지향하는 인권 적 가치는 어떤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
어 이슬람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의 상징인 차도르의 경우를 바라보는 인권교육
의 관점과 다문화 교육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차도르를 두른 이슬람 여
인들의 억압이 그 문화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에서는 이렇게 볼 수 없다 분명히 차도르 속에 억압된
이슬람 여성의 권리는 무엇이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고 가능
하다면 차도로 속에 억압된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논의 할 것이다
즉 다문화 교육은 반인권적인 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여 그 반인
권적인 문화 맥락을 싫다고 느끼지만 최소한 그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인권
교육에서는 그것이 반 인권적이라면 이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과 인권교육은 다른 방향을 취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 인권교육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상당 부
분 다문화 교육은 인권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문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한 시각을 거두고 타자에 대한 시각을 열게 해준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에서
가져야 할 다양성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자신과 타자의 인권을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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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인권교육과 다문화 교육은 반 인권적인 맥락을 갖춘 문화 현
상에 대한 대처 방향이 다르다 다문화 교육이 다원성에 기원한 관용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인권교육에서는 다원성 안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불변하는 기본적인 인권적인 가치가 있다
고 본다 인권교육에서 강조하는 인권의 특성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다양성 속에
이해 될 수 있고 접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본질적으로 다문화 교육
과 그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

.

,

.

.

IV.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특징과 방향
1. 우리나라 다문화관련 교육의 특징 분석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급변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
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추진 기관에 따라 강조하는 바에 차이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의 목적 대상 주요 내용에 있
어서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김순희 는 한국 다문화 교육의 실제
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 하고 있다
첫째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개정을 통해 체류자격 및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한국사회 한
국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및 교육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대책들도 이들이 학교교육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족한 교과 지도가 주요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다 즉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다양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및 프로
그램들은 적다 소수자 문화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수자를 대상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다 같음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이 주류를 이루
고 있는 것이다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소수자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가진다 물론 소수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은 중요하다 그러나 각자의 문화 고유성을 인정하는 다름에 근거한 다문화교
육 정책 및 프로그램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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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책 및 프로그램들에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들이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와 같은 사회의 소수자들이라는 점이다 정책 자체의 목적이 소수자의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
음으로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앞서 우리는 다문화교육의 의미에서 다문화교육은 소수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다수를 위한 교육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소수자를 주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자
칫 다문화교육이 다수가 아닌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더불어 소수자의 원
활한 적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다수자의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
수자 대상의 정책일관도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셋째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 성격상 소수자의 적응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성격은 소수자의 적응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프
로그램의 성격은 소수자의 적응교육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교육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증진교
육의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소수자 적응교육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및 다문화가정 구성
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한국 문화이해를 위한 문화탐방 예절교육과 같은 체험의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교육에는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주고 비정부기구들에서 이루어지는 각 국가별 문화의 날 행사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
상으로 부모나라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더불어 특정 대안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중 언어 교육도 이에 해당 된다 더불어 특정 대안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중 언
어 교육도 이에 해당된다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증진 교육에는 주로 다문화교육 정책 실무 담
당자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인 학부모들이 일선학교에서 방과 후 지도를 한다거나 일일교사를 하는 것
도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중진교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 교육이나 특히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증진교육의 경우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 앞서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차원과 관련지어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 해당되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활동이 부족한 것이다 주로
소수자의 능력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넷째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소수자와 다수자를 분리한 채로 진행되고 있고 일회성의 특
징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소수자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소수
자들로 구성된 문화체험 활동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활동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와 관련된 행사들 대부분이 일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하루 한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
로써 상당부분 체득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 차이의 문화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와 융합의 문화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이 교육기회의 보장 교육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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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재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낯선 문화에 대한 단순한 지
식 전달차원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이해교육과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인권교
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말씨 피부색 문화 인종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소외 방지를 위한 학습지도 뿐 아니라 생활지도 측면도 다문화 교육에서 포함해야 한다 주변
친구들과의 다른 외모에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몸차림 때문에 다른
아동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생관념 지도 등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 관련자들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학생 으로 보지 않고 다문화가정 학생 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자체가 라벨링 낙인찍기 이며 이것이 곧 인권침해라고 보았다 온누리안 코시안 등과 같
이 우리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칭 용어 자체가 그들을 주류집단과 구분하는 효과
를 가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규정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다문화가정 학생들만을 대상
으로 하여 특별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 다문화가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원
을 하는 것 중 상당수가 라벨링 낙인찍기 이며 라벨링 낙인찍기 은 그것 자체로 인권을 침해를 야기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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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지향적 다문화 교육의 방향
다문화 교육이 인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인권교육이 되게 된다 이주민의 인권적 관점이
다문화 교육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인권 관점에 기
반하여 다문화교육이 기획․운영되며 인권을 교육의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포함하여 사회 모든 구성
원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교육이 적극적으
로 다문화 구성원 및 기존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의 함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다문화 구
성원의 권리 의식 함양 및 권한 강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면서 기존 다수 구성원들의 인권적 관점의
강화 및 인권 침해적 사고 태도 행동을 개선하는데도 기여를 해야 한다 한편으로 다문화 교육을
하면서 다문화교육이 그 자체로서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식에서 내용측면에서 인권침해·차별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 다문화 구성원 및 기존 거주민 차원
으로 구분하여 인권 지향적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교육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 구성원 차원에서 볼 때 첫째 다문화 구성원에게는 긍정적 자아 정체성의 형성을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다문화 구성원이 자신과 자신의 모국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적응하면서도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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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문화 구성원은 결혼 이주민과 그 가족,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의미하며, 기존 거주민은 학생,
교사,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관련자 및 일반 성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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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가르치며 개인적 혼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심리
적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 강화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다문화관련 구성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종류의 지원이나 특별한 대우를 해줄 것이
아니라 다문화 구성원의 자아 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를 돕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한 예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의 권한강화이다 이를 위해 국어교육은 물론 직업교육을 실시하
여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또한 다문화 구성원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법적 사회적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다 물론 이 때 이주민이 자신의 권리 향유를 위해 국민으로서 혹은 거주민으로서 갖게 되는 법적
사회적 의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더불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구성원의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구성원이 인권
의 차원에서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의 내용과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역량을 향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이주민과 기존 거주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져 한다
굳이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 내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제공하
여 서로의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차이와 다름의 아름다
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 대상 다문화 교육의 경우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일반가
정 자녀들을 포함하여 범교과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이란 이제 특별한 교과목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차별화와 함께 일반가정 자녀들과의 공동체 생활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다문화교육이해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을 기획함에 있어 다문화관련 구성원들의 필요
와 요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하향식 프로그램 기획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다문화현상을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획되는 프로그램 역시 인권 침해적 요소임을 주지하여 현실적 여
건과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거주민에게도 다문화관련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거주민에게는 다문화 교육이 편
견을 감소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다양성 이해와 타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
거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며 이를 바
탕으로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도록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기존 거주민들을 대상으
로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도록 한다 국경과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로서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권한이 있음을 교육하고 시민 정신을 갖도록 권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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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거주민에게는 차별 및 인권 침해 행위 예방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
어야 한다 기존 거주민이 소수자의 입장 및 인권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문화 구성원에 대해 차별적
이거나 인권 침해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돕도록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거주민들에게
는 차별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용과 배려정신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주민들을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과 사랑 으로 대해줄 수 있는 다문화적 민감성을 키우도록
해준다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
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적이고 전시성 행사위주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문
화교육은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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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가정 실태와 교육문제
정 천 석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23)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전체
결혼의 14%, 농촌지역 결혼의 34%가 국제결혼이라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
로 2006년 4월 26일 정부가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5월 26일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
계』를 발표하였고, 2008년에는 비로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1) 한국의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 현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10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593,665명)의
2.2%, ’08년 891,341명보다 215,543명이 증가(24.2%), 2020년이면 290만명으로 배증(倍
增)할 것으로 전망(행정안전부, 2009년 5월 1일 현재).
- 전체 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925,470명(83.6%), 한국국적 취득자
는 73,725명(6.7%), 외국인주민 자녀는 107,689명(9.7%)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23) 국제결혼을 접두어 inter를 사용하여 intermarriage라고도 하는데 이는 다른 민족적

배경이나 인종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 간의 결혼을 의미한다. 반면 intra라는 접두어를
사용한 intramarriage는 같은 민족이나 인종집단에서의 배우자와의 결혼을 의미한다.
인종간의 결혼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interethnic marriage(동인종간 결혼) 혹은 intracultural marriage(동문화간
결혼, 예를 들면 한국계 미국인끼리의 결혼)와 상대적인 용어 interethnic marriage(이
인종간 결혼, 예를 들면 한국계 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과의 결혼) 혹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intercultural marriage(이문화간 결혼)가 있다(shon, 2001). 그리고 interracial
marriage(이인종간 결혼, 예를 들면 일본계 미국인과 백인과의 결혼)도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또한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자신의 민족/문화 혹은 인종
집단 내에서 그리고 외에서 결혼하는 것이라는 의미인 endogamy(동족결혼),
exogamy(동족외 결혼)를 설명하기위해 더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Kitano,
Fujino, and Sato,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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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외국인근로자가 575,65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2%, 결혼이민자는 125,673명
(11.4%), 유학생 77,322명(7%),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43,703명(4%), 기타 외국인
103,115명(9.3%)이며, 한국국적 취득자 중 혼인귀화자는 41,417명으로 3.7%, 기타사유
취득자는 32,308명으로 2.9% 나타남.
-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56.5%(624,994명)로 가장 많고, 동남아 21.2%, 미
국 5.4%, 남부아 3.9%, 일본 2.4%, 대만․몽골 2.1% 순이며, 중국국적자 중 조선족은
‘08년에 비해 65,221명 증가한 443,566명으로 중국국적자의 71%, 전체 외국인주민의
40.1%에 해당.
- 지역별로는 서울 30.3%, 경기 29.3%, 인천 5.6% 등 수도권에 집중(65.2%)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다문화가족의 어려움
- 통계청 2008사회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
시민들은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 및 문화교육 서비스’(29.8%)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다
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27.6%), ‘취업훈련 및 취
업알선’ (21.2%)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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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초기에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 이로 인해 배우자, 시부모 및 가족 간
어려움, 각종 정보로부터의 소외, 다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을 받는 어려움.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외출 어려움 호소.
- 자녀양육기에는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문화와 언어차이, 생활양식의 차이 등으로
자녀의 언어지도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 자녀의 발달지체에 대한 죄책감 또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폭력, 음식문화차이로 자녀의
건강문제 등 호소.
- 자녀 학동기, 성인자녀를 둔 시기, 부부 은퇴기 등은 앞으로 어려움 예상.
- 또한 전체 결혼이민자의 9%정도가 심한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으나 신고방법을 몰라
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다문화가족의 욕구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한국어교육(39.7%), 취업교육 훈련
(15.2%), 컴퓨터, 정보화 교육(13.9%)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요구.
- 미취업 결혼이민자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취업을 희망.
- 한국어교육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여성과 그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 잠재력 개발을
상담, 교육, 문화활동 및 정보제공 등.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24)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설동훈, 2006).
24) emigration은 (자국에서 타국으로의)이민이나 이주를 의미하며 (외국으로) 돈벌이하러

가기를 뜻하는 단어이며, immigration은 (외국으로부터의)이주를 의미한다. migration
은 위의 둘의 의미를 포함한 용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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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동기와 기대로 인해 한국남성과 결혼을 선택하게 된
다. 실제로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에게는 국제결혼은 노동이주보다
훨씬 접근 가능한 이주방식이며,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 보장과 취
업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홍기혜, 2000).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 배우자로서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과정 없이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주 초기부터 직면하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
려움, 경제적 기대 상실,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및 사회의 편견
에서 오는 차별 등 사회문화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오남, 2006; 양순미,
2006; 이혜경, 2005; 윤형숙, 2004; 정천석, 2008, 한건수, 2006).
한국인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인 남성들의 국내결혼이 어
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결혼 적령
기의 남녀의 성비 불균형과, 농촌지역과 도시 노동자계층의 남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한 개인적 자원이 비교적 적고, 국내의 결혼시장에서 열악한 입장에 처하게 됨
으로써, 이들과 결혼하고자 하는 국내의 여성들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들에게 있어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배우자 선택의 주요한 자원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제결혼은 보다 나은 삶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외국
인 여성들의 욕구와, 독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인 남성들과의 욕구가 부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장온정, 2007).
2.

국제이주 현황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의 『2003년 세계
이주 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 2003』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전체 세계
인구는 60억5천7백만 명 정도이고, 그 중 국제 이주 인구는 1억7천5백만 명(약
2.9%)이다. 이는 즉, 전 세계적으로 35명 중 1명은 국제 이주자라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65년 국제 이주자는 전체 세계 인구 33억3천3백만 명 중
7천5백만 명(2.3%), 1975년도는 전 세계 인구 40억6천6백만 명 중 8천4백만 명
(2.1%), 1985년도 48억2천5백만 명 중 1억5백만 명(2.2%)에 이르고 있다. 2050년
도에는 전체 세계 인구 90억 명 중 이주 인구는 2억3천만 명(2.6%)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5)
25)

www.iom.int/jahia/webdav/site/myjahiasite/shared/shared/mainsite/published_docs/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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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성 이주자의 비율은 1960년도 전체 이주
자 중 46.6%를 차지하였고, 2000년도에는 48.8%를 차지하였다.

ks/wmr_s.ec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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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국제 이주자 수 중 여성 이주자 비율, 주요 지역별
(1960～2000)
주요 지역

1960
46.6
47.9
45.7
48.5
49.8
44.4
49.5
40.6
46.3
46.1
45.2
45.3
44.7

1970
47.2
48.2
46.3
48.0
51.1
46.5
47.7
42.1
46.9
47.6
46.6
46.1
46.9

1980
47.4
49.4
45.5
48.5
52.6
47.9
45.8
43.8
45.9
47.0
47.2
46.5
48.4

1990
2000
전세계
47.9
48.8
개발지역
50.8
50.9
저개발지역
44.7
45.7
유럽
51.7
52.4
북미
51.0
51.0
오세아니아
49.1
50.5
북아프리카
44.9
42.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6.0
47.2
남아시아
44.4
44.4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48.5
50.1
서아시아
47.9
48.3
카리브 지역
47.7
48.9
라틴아메리카
50.2
50.5
자료 : Zlotnik, Hania, The Global Dimension of Female Migration, (2003).

한편 Zlotnik은 2002년 유엔이 추정한 이주 인구수를 토대로 하여 여성의 이주
비율을 추산하였다.26) 이주에 대한 성별 분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시된 이
자료는 여성의 이주화가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1960년도 여성
이주자는 3천5백만 명, 남성 이주자는 4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00년도
에는 전체 이주자 1억7천5백만 명 중 여성 이주자가 8천5백만 명, 남성 이주자가
9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 지난 40년 간 남녀의 이주 흐름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
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27)
1960～2000년 사이에 이주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현상은 남아시아에서 여성 이주가 오히려 감소
하고 있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 1960년도 여성 이주는 46.3%이었으나 2000년도에
는 44.4%로 약 1.9% 감소하였다. Zlotnik은 남아시아에서 이주가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성 이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별분리 통계가 제대로
26) 국제이주기구(IOM)의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1970년도는 여성이주자의 비율을 전체

의 47.2%, 2000년도는 48.6%로 나타나고 있다(World Migration 2005).
The Global Dimension of Female Migration, (2003),
www.Migrationinfomation.org/Feature/print.cfm?ID=109.

27) Zlotnik, H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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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표 1>의 통계로 미루어 볼 때, 이주의 여성화는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
이 분명하다. 과거에 이주의 문제를 다룰 때 여성이 가시화되지 않은 원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이주 및 젠더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문제점은 정확한 통계치가 부
족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Zlotnik이 주장하듯이 이주에 관한 통계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아서 여성 이주자의 수를 추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
자가 지적하듯이 이주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현 실정이다. 둘째, 남성 중심적으로 발전한 사회과학이 여성 이주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28)
한편, 위의 통계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이들 통계가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
고 이주하는 사람들은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체 국제 이주 인구 중에 법적
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전 세계의 국제 이주 인구
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여성 이주자의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증
가하는 여성의 이주는 국제 정치․경제․사회관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법에 따르지 않고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각 국가에서
이주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선주, 김영혜, 최정숙, 2005).
3.

아시아에서의 이주 현황

이주의 주요 원인은 빈곤이며, 이주를 통하여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이주자의 목표다. 아시아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고,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매우 다양한 정치․사회․종
교․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같이 경제적으로 선진 대열에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저개발국에 속한 매우 빈곤한 국가도 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량(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2002년을 기준으로 각각 26,940달
러, 24,040달러, 16,950달러에 이르렀다.29) 그러나 같은 시기 태국의 일인당 GDP
Dominguez and Julia Miguez Morais, Crossing
Borders: Remittances, Gender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INSTRAW,

28) Ramirez, Carlota, Mar Garcia,

2005).
www.un-instraw.org/en/images/stories/remmittances/documents/crossing_borders.pdf.
29)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New York, 200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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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010달러, 필리핀은 4,170달러 그리고 파키스탄은 1,940달러에 그쳤다.
경제적 격차만이 아니라 인구의 성장에서도 이들 국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난다. 한국과 싱가포르 출산율은 1.4, 일본은 1.3으로 추산되어 인구 성장률이 둔
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태국(1.9)을 제외하면 대부
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출산율은 2000년부터 2005년까
지의 출산율이 5.1로 추산되어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시아 지역 안에서 국가 간의 경제 및 인구의 격차는 저개발국에서 이들보다 상
대적으로 풍요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30)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경제적 편차와, 경제적으로
선진 대열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사회의 고령화는 저개발국에
서 오는 이주자를 유인하는 지속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아시아 지역 이주자의 흐름은 1970～1980년대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가 이주 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
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우선 이주자의 최종 도착지, 즉 목적국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70～
1980년대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는 중동 지역(Middle East)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1970년대 석유 가격의 상승은 중동의 경제적 붐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많은
아시아인들이 이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였다. 한국 역시 많은 노동자들이
이 시기에 중동 지역으로 이주하여 건설업에 취업하였다. Stalker에 따르면 경제
적인 이유로 중동의 석유 산유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1975년 1백10만 명에서 1990
년 5백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31) 이는 15년이라는 기간 내 이주자 수가 5배로 증
가한 것이다. 중동 지역으로의 이주 역시 성별 분리 현상이 뚜렷하다. 남성이 건
설업 등에 종사하는 반면, 여성은 가사노동자 또는 엔터테이너로 유흥 산업에 종
사하였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은 과거 해외 취업을 권장하고 자국의 노동
자를 외국으로 보내던 위치에서 이제는 그와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이주자를 받
www.undprcc.lk/rdhr2006/G2235H835352H/P24314143234344343242_PDF_214335/Statistica
l%20Annexures.pdf, 175.
30) Asis, Maruja, 'When Men and Women Migrate: Comparing Gendered Migration in
Asia', paper presented paper prepared for Consultative Meeting on Migration and
Mobility and How this Movement Affects Women, (Malmo, Sweden, 2003).
31) Wickramasekera, Piyasiri, 'Asia Labour Miration: Issues and Challenges in an Era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Papers No. 57, ILO, (2002).
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migration/publ/imp_li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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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야 하는 위치로 변하기도 하고, 자국민의 타국 이주와 함께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다. 태국은 자국의 노동자를 자국민의 해외 이
주와 함께 인근 접경국인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온 이주 노동력을 자국민 보다 값
싸게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자 이동의 흐름을 변화하게 하는 요인이
아시아 지역의 인구와 경제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자국의 원활한 노동 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이주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주의 여성화가 아시아 지역에
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이주 여성들은 고용주나
채용업자의 가혹한 착취와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
다.32) 이를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NGO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이 공공 분야
의 제도적 공백을 대신하며, 이주 노동자를 위협하는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조직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이주자 자신의 적극적
자세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33)
한편 이주 여성은 대다수가 미숙련 노동자로서 단순 재생산 및 생산 관련 업종
에 종사하는 등 직종이 제한적이다.
한국은 1987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
주 여성도 이의 일부로서 국내에 유입되었다. 이주 인력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
면, 생산직 인력은 중국(조선족)과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
문 기술 인력은 대부분 선진국 출신이고, 예술 흥행 체류자는 러시아와 필리핀 여
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2004년 기준으로 아시아계는 전체 29만7천773명 중 27만
9천951명으로 94.0%이며, 이중 여성은 7만9천840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한다
(법무부, 2005).
4.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현황

32) Cox, David, "The Vulnerability of Asia women Migrant Workers to a Lack of

Protection and to Violence",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997), 6(6),
59-75.
33) Piper, Nicola, "Bridging Gender, Migration and Governance: Theoretical
Possibilities in the Asian Context",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003),
12(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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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창기 국제결혼을 전쟁신부 결혼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이는
Saenz 등34)이 미국이 아시아에 오래 주둔하면서 미군과 주둔국의 여성 사이에 전
쟁신부 결혼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전쟁신부의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고유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유철인(1996), 송성자(1974)는 초창기 미군과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연구에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였다’고 한 내용은 Saenz 등의
전쟁신부 결혼의 의미를 지지한다.
1980년대의 국제결혼은 통일교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 발생은 한국남성과 일본여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점차 종교적 목적과 상관없
이 국제결혼을 원하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총각의 신부감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에서 신부감을 찾았고, 경제적 빈곤을 벗
어나고자 중국 처녀들과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통계청 인구동태35)를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는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의 결
혼이주가 늘어나고,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러시아 여성의 결혼이주가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중국국적 출신 여성이
20,635건으로 전체 결혼이주 외국여성의 6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결
혼이주자 중 일본국 출신 여성의 숫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베트남 출신 여
성의 수는 확연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도에는 국제결혼이 4,710건으로서 전체 결혼건수의 1.2%에 불과했으나,
2004년도의 국제결혼 건수는 35,447건으로서 전체 결혼건수의 11.4%, 2007년도에
는 38,491건으로 11.1%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4년도에서 2007년도에 이르기까지
매년 결혼자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했다는 것을 <표 2>에서 나타내 주
고 있다.

34) Saenz, R., S. S. Hwang. and B. E. Aguirre, "In Search of Asian Bridges",

Demography. (1994), 31(3), 549-559.
35)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http://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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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전망(10년)

총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연도 결혼건수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3,698,14
1997
7.1 186,758
5.1
74,321
2.0
∼2007
1 261,07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2007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8,491건으로 2006년의 39,690건보다 1,199건
(-3.0%)이 감소하였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9,140건으로 전년보다
-3.5%p 감소하였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9,351건으로 전년보다
-1.4%p 감소를 보였다. 이는 2006년 ‘방문취업제’시행 예고로 향후 중국 교포 등
의 국내 입국과 취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도에도 2006년 현황과 비슷한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표 3>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5년도 75,011명, 2006년 93,786명, 2007년 110,362명, 2008년 8월
말 120,3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3> 결혼이민자36) 체류현황
(2008.8.31 현재, 단위 : 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인원
25,182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0,321
증감률
37.8 27.9 28.5 31.4 25.0 17.7
13.0
(전년대비, %)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결혼이민자 체류현황』2008. 8.
36) 결혼이민자 중 외국국적 소지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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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56.1%,
베트남이 21.0%, 필리핀이 4.7%, 일본이 4.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08년
8월말 현재 여성 105,913명, 남성 14,408명(12.0%)으로 여성이 전체의 88.0%를 차
지하고 있다.
< 표 4>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국적 계 한국계 중국37)
구분
중국
전체 120,321 36,831 30,639
남자
14,408 6,075 2,955
여자 105,913 30,756 27,684

베트남
25,319
134
25,185

(단위 : 명)

일본 필리핀 캄보디
아 몽골 태국 기타
5,470 5,605 2,737 2,298 2,011 9,411
520 161
10
32
38 4,483
4,950 5,444 2,727 2,266 1,973 4,928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결혼이민자 체류현황』2008. 8.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3년 2,164건, 2004년 3,400건, 2005년 4,278건,
2006년 6,280건, 2007년 8,82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년 국제결
혼 부부의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표 5>에서 나타내고 있다.
<표 5>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현황
총 이 혼 건 수
외국인과의 총 이혼
총 이혼 대비 구성비
증
감
증 감 률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증 감 률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증 감 률

(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866 2,164 3,400 4,278 6,280
1.3
1.3
2.4
3.3
5.0
298 1,236
878 2,002
16.0
57.1
25.8
46.8
401
583 1,611 2,444 4,010
45.4 176.3
51.7
64.1
1,465 1,581 1,789 1,834 2,270
7.9
13.2
2.5
23.8
자료 : 법무부, 2007. 12.

2007
124,590
8,828
7.1
2,548
40.6
5,794
44.5
3,034
33.7

이혼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보니, 자진출국하거나 강제출국조치 당하는 결혼이민
자도 증가하고 있다. 2003년～2007년 6월 기간 동안 강제 출국된 결혼이민자는
37) 한국계 중국인 미포함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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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명, 자진 출국한 결혼이민자는 5,831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강제출국자가 991
명, 자진출국자가 1,29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강제출국자의 경우
2003년 303명에서 2006년 1,481명으로 3년 동안 무려 4.9배가 증가함을 <표 6>에
서 나타내고 있다.
<표 6> 결혼이민자 중 출국자 현황
연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7월
계

계
강제 출국자
1,177
303
1,736
576
2,884
1,598
3,036
1,481
1,459
503
10,292
4,461
자료 : 법무부, 2007. 8.

(단위 : 명)

자진 출국자
874
1,160
1,286
1,555
956
5,831

국제결혼이 국내의 동질 집단 내에서 결혼성립이 용이하지 않은 집단 즉,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높은 연령, 낮은 학력, 초혼보다는 재혼, 도시보다는 농촌, 그리고
낮은 경제적 수준의 남성에게서 빈번히 일어나는 점은 결혼경사현상이 국제결혼
에서의 특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김경신, 2006). 실제 재혼자들의 결혼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4년 동안에 내국인간의 결혼에서는 17～18%가 재혼으
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경우는 43.8%가 재혼자로 나타났다. 특
히 중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중 39～48%가 재혼자임을 볼 때, 많은 재혼자들
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결혼이주의 수가 증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몇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은
글로벌시대, 전지구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 간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어떤 고정된 공간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인 사회 공간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개인들의 정체성도 성, 인종, 국적 및 계층의 상호작
용에 따라 초국가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이혜경외, 2006). 한국에서의 노
동력 유입은 사회적인 3D업종의 기피현상과 맞물러 외국인 남성근로자를 대체 노
동력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입국하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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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과 몸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성산업에 유입되는 형식의 이분화되고 성별화
된 이주방식을 취하고 있다(이수자, 2004).
최근에는 농촌지역에서 뿐 아니라 도시 노동자들 사이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진입할 경우, 국제결혼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인 원인인 남녀 성비의 불균형 현상을 들 수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한국사회의 남녀 성비는 105:100이었다. 이러
한 격차는 더욱 심화하여 2012년에는 결혼연령층 성비 비율이 124:100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은 성비불균형을 가져와 결혼적령
기에 있는 총각들이 신부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문
화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한 노총각의 결혼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여
기에 최근 고학력과 전문직 여성들이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독신을 선택하는 비율
이 증가하면서 결혼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성립과정으로 배우자 선택과정의 원리인 ‘결혼경사
현상’을 들 수 있다. 결혼경사현상이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
신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그 외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보다 나은 수준의 남성
들을 배우자로 찾는 경향을 말한다. 즉, 최상계층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자원을 통해 결혼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과 반응을 보이는 반면, 최하계층
의 남성들은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원하는 자원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같은 민족과 국가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내의 결혼시장에서 개인적인 자원이 열악한 이들에게 국가적 자원의 우월
성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독신을 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결혼
을 하는 남성들의 특징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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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2009. 11. 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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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사례

1)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교육
언어는 하나의 자원(resources)으로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의 힘이요, 능력이므
로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대와 같이 전세계가 개방되고 상호 교류하는 국
제화시대에는 더없이 소중하고 필요한 자원이다.
❤

맞아, 맞아 퀴즈 알아 맞추기

※ 샌프란시스코 교육국에서 실시한 DBAC(District Bilingual Advisory Committee) 중 이중언어 교육의
효능(1997, 10).
- 234 -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다중언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는 교
육을 통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2개 이상의 언어에 유창할 수 있도록 언어 능력의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다문화시대, 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중, 다중언어교육을 위한 실제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
다.
2)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회기
1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2
․
우리
가족이
최고야!

3
․
아이와
통하는
아버지
되기
4
․
우리
아빠는
짱!

단계
도입
(10분)
전개
(80분)
정리
(10분)
도입
(10분)
전개
(80분)
정리
(10분)
도입
(10분)
전개
(80분)
정리
(10분)
도입
(10분)
전개
(80분)
정리
(10분)

교육내용

강의내용
사업 안내 및 과정 안내
공감대 형성하기
자기 인식과 타인의 경험나누기
다문화가족 아버지 의미와 이해
교육내용 정리 및 다음 회기 안내
과제점검 및 오늘의 강의 소개
우리가족, 어떻게 볼 것인가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가족생애주기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
교육내용 정리 및 다음 회기 안내
과제점검 및 오늘의 강의 소개
좋은 아빠 요소 발견하기
통하는 대화 이해하기
오늘의 교육 소감 나누기
과제점검 및 오늘의 강의 소개
욕구의 다양성 이해하기
친밀감을 통해 욕구 충족시키기
교육내용 정리 및 다음 회기 안내
- 235 -

학습내용
-센터 사업안내 및 아버지교육 과정안내
-참가 서약서, 사전설문지 작성
-강사 소개, 참여자 소개
-손의 의미와 손을 통한 공감대 형성
-손 마사지 관리 활동
-아버지의 손 그림 그리기를 통한 삶의 경험나누기
-다문화가족 이해하기, 아버지 역할 인식하기
-아버지로서의 나의 다짐
-교육 소감 나누기 및 과제부여
-강사 소개 및 교육내용 소개
-과제점검 : 가족과 함께하는 손 마사지
-맞아, 맞아 퀴즈 알아 맞추기
-다양성 안경 만들고 다시보기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주기 이해와 아버지 역할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찾기
-행복한 우리가족을 위한 다짐
-교육 소감 나누기 및 과제부여
-강사 소개 및 교육내용 소개
-과제점검 : 우리 가족의 장점 재확인 하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나누기
-내가 원했던 아빠상(像) 나누기
-대화의 요소 : ①마음가짐, ②몸가짐, ③언어
-자녀와의 대화 동기 부여하기
-교육 소감 나누기 및 과제부여
-강사 소개 및 교육내용 소개
-과제점검 : 어떻게 자녀와 통하는 대화하기
-욕구의 다양성 이해하기, 욕구충족 점검하기
-욕구 충족의 다양한 방법 이해하기
-놀이․포옹․칭찬을 통해 친밀감 형성하기
-놀이․포옹․칭찬을 통해 자녀와 친밀감 형성하기를 다짐
-교육 소감 나누기 및 과제부여

도입
(10분)
5
․
멋진
아빠의
세련된
사랑법

과제점검 및 오늘의 강의 소개
자녀 성장에 따른 아버지 사랑법

전개
(100분)

아빠의 눈높이 점검하기
아버지 마음 표현하기

정리
(10분)

프로그램 참여소감 나누며 마무리

3) 다문화가족의 생활코디네이터 교육
역할

1.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통합을
꾀하는 문화교량자

과업
1.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
족의 관계숙지
2.다문화사회와 문화충격완화
3.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자
조모임 활성화지원
1.사정도구 이해
2.대상자에게 사정실시
3.사정 결과의 자료화 및 전달

2.다문화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보조자
3. 지역사회
생활정보제공 및 1.생활정보제공
관련 기관
2.관련기관 서비스연계
서비스연계자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관리 및
설계자

-강사 소개 및 교육내용 소개
-게임을 통해 지난 내용 복습
-자녀 연령별 대화의 예 소개
-자녀 연령별 아버지 역할 인식
-자녀의 성장과 발달 인식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기능 점검
-자녀에게 편지쓰기
-편지낭독, 가족사진 촬영
-교욱 소감 나누기 및 사후 설문지 작성하기
-악수 나누기, 포옹하기

교육내용
1.건강가정지원센터와 생활코디네이터의 역
할
2.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관련법 이해
3.자조모임 안내 및 활동보조 업무의 이해
1.사정도구의 설명
2.각종 서식 작성법
3.기초면접 및 상담기술
1.생활정보의 영역(법, 교육, 의료, 취업, 육
아, 재정 등)
2.이용가능한 기관 확인
3.기관에 따른 이용 절차 및 방법

1.다문화가족의 생활진단
1.생활진단지 이해
2.다문화가족의 생활설계
이해 및 방법
3.생활 기구 및 생활기술(가계재 2.생활설계
무, 육아, 조리 등) 노하우 소개 3.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생활설계의 과업안내

5. 다문화 가족의 1.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세부과업
문제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역량강화자 2. 다문화가족관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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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관계 및 가족갈등의 이해
2.스트레스 관리의 이해
3.의사소통기술의 이해
4.재정관리 등 이해

4)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이주여성지도자교육
구성요소

핵심 주제

다문화사회 이해 다문화사회와 한국가족의 이해
결혼 초기 적응

-다문화 패러다임(다문화 현황, 다문
화 정책 및 서비스)
-한국가족의 특성 및 건강가정
- 결혼, 성, 임신, 출산
- 부부관계 - 부모자녀관계
- 시부모관계 등

다문화사회적응 가족관계
(결혼과 가족)
가정경영

다문화멘토
리더십

주요 내용

- 주부 CEO 가정경영
- 의식주, 시간 및 자원관리

다문화 멘토를 위한 리더십 1

- 다문화 리더십, 역할 및 자세

다문화 멘토를 위한 리더십 2

- 멘토 역량강화
- 의사소통, 상담, 코칭

멘토 역할극(댄스, 역할극)

- 문제해결 및 상담능력 배양

멘토 가족사랑나누기

- 가족문제 예방, 역량강화

일상생활정보 지역과 사회에 관심 갖기

- 정부정책 이해
- 일상생활정보 안내
-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

새마을 이해

- 근면,자조,협동 정신 이해와 실천

체험사례

새마을정신의 이해

‘새내기 이주여성과 함께해요 이렇 - 우수 정착 체험사례 발표
게’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활동’ - 우수 정착 체험사례 발표

레크리에이션 Ice Breaking

- 팀게임, 팀활동, 노래, 인사나누기

멘토 결연식

- 새마을부녀회장/문고지도자 등

1:1 멘토 및 자매(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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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주민 취업안내교육
구 분

주요 교육 내용

○ 취업 기본교육
한국의 이해
취업 상식 안내

한국의 역사 및 문화, 사회 제도, 직업 등 소개 동영
상
취업과 연결 될 수 있는 직종으로 결혼이민 여성
욕구가 동시 충족 가능한 직종 및 직업 소개

한국 직장문화의 한국 직장문화의 이해- 한국 직장 문화의 기초적
이해
현황, 소양 교육
○ 취업 실무안내 교육
경제 여건, 지역 기업체 소개, 지역 구인자 소
취업 안내(ⅠⅡ) 지역
개, 직업별 자격요건, 능력별 구직처 안내 등
취업제도 이해

취업제도, 한국의 기업문화 등

이미지 메이킹

자기소개, 면접 요령, 직장 예절, 이미지 가꾸기 등

○ 취업 사례 체험, 자립정신 배양 교육
사례 청취

이주여성 취업사례, 정착 사례 청취,
질의응답

안내(구직등록 등) 및 상담
취업절차 상담 등 취업절차
이주여성 및 외국인 고용 기업체 대표 강의
자조, 자립정신 배양
새마을운동 이해 새마을정신교육 및 지역새마을 활동 소개
1:1 자매결연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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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실태와 교육문제
박 관 삼 (성남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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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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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어바인 시장에 당선된 한국인 이민1
세대 강석희 씨를 주목하는 이유도 이것을 가능케 하는 미국사회의 단면을 보기 때문이
다. 한국이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의 의식이 단순히 구호에 머물지 않고
이처럼 모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을 때 진정한 출발을 할 수 있다.

Ⅱ

.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

1. 이주민 체류현황

우리 사회는 인력부족과 청년실업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력활용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가. 국적별 체류자 비율(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2009.10.31)<표1>
구 분
총 계
중국38)
한국계
미 국
베트남
필리핀
일 본

총체류자
1,164,166
562,044
379,925
123,686
90,402
46,144
42,983

합법체류자
982,835
477,863
354,394
119,890
75,517
33,993
4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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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181,331
84,181
25,531
3,796
14,885
12,151
606

타 이
40,865
28,294
12,571
몽 골
30,735
18,294
12,441
타이완
27,606
26,700
906
인도네시아
27,502
22,432
5,070
우즈베키스탄
21,084
13,644
7,440
캐나다
19,369
18,874
495
스리랑카
15,621
13,486
2,135
방글라데시
11,304
4,676
6,628
파키스탄
10,021
6,981
3,040
러시아
9,174
7,790
1,384
캄보디아
8,895
7,949
946
네 팔
7,884
5,931
1,953
인 도
6,734
5,113
1,621
호 주
5,812
5,698
114
영 국
5,172
5,128
44
미얀마
4,316
2,930
1,386
독 일
3,748
3,679
69
기 타
43,065
35,596
7,469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①중국, ②미국, ③베트남, ④필리핀, ⑤일본, ⑥태국, ⑦몽골, ⑧타
이완, ⑨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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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류외국인 증감추세

<표2>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2009.10.31)
연도
총계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1999년
381,116
168,950
211,151
2000년
491,324
210,249
271,362
2001년
566,835
229,648
322,451
2002년
629,006
252,457
357,340
2003년
678,687
437,954
218,426
2004년
750,873
468,875
259,464
2005년
747,467
485,144
236,958
2006년
910,149
631,219
249,542
2007년
1,066,273
765,746
266,011
2008년
1,158,866
854,007
263,402
‘08년 10월
1,171,220
865,607
265,308
‘09년 10월
1,164,166
871,947
243,612
증감률(%)
-0.6
0.7
-8.2

38) 한국계 중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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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그림1]
50~59세

60세이상

19세이하

153,887명
13%

81,426명
7%

63,524명
5%

20~29세
334,486명
29%

40~49세
229,858명
20%

30~39세
300,985명
26%

라.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표3>
계 서울 부산 경기
259,709 31,503 265,841
871,947 경북 경남 제주
35,231 52,193 5,158

강원
12,988
울산
14,731

충북
22,623
대구
19,250

충남
37,358
인천
47,704

전북
19,933
광주
12,106

전남
20,873
대전
14,746

마. 결혼이민자 체류현황(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2009.10.31)

(1) 연도별 증감추이<표4>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10월
인원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99
증감률
28.0 28.5 31.4 25.0 17.7 11.0 3.2
(전년대비,%)
(2) 국적별∙성별현황<표5>
국적
구분
전체
남자
여자

계
125,099
15,625
109,474

한국계
중국
33,027
6,686
26,341

중국
33,419
3,263
30,156

베트
남
29,988
155
29,833

필리 일본 캄보 몽골 타이
핀
디아
6,237 5,093 3,065 2,297 2,063
160 504 10 44 41
6,077 4,589 3,055 2,253 2,022

2. 외국인력 도입제도

기타
9,910
4,762
5,148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한국은 사회전반의 걸쳐 민주화
진전과 함께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도시의 대공장을 중심으로 노동조건의 개선과 함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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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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 (노동부)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근로자 신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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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문취업제

방문취업제(H-2)의 기본 내용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내취업을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5
년간 취업을 보장하되 업종의 선택권을 크게 넓힌다는 것이다. 방문취업제가 가진 가장
민감한 사안은 동포들의 건설분야 취업이 늘 경우 국내 건설분야 노동자들과의 마찰 가
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는 4월 1일 이후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건설업 취업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동포와 비동포 외국인노동자를 차별
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

1991년 11월 도입,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기술·기능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기업이 고용한 현지인들의 기능향상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
내업체에서 기술·기능을 연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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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법무부, 199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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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유형별로 본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1.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 노동자와 차별적인 저임금, 임금체불, 임금
횡령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임금체불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격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이나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돈을 받으러 온 외국인이나 상담소의 직원들에게 ‘법대로 하라!’, ‘경찰서
에서 만나자’는 등의 반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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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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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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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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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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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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한 해 동안 사기에 관한 상담도 적지 않았다. 사기와 횡령 등의 상담이 증가한 원인의
대부분은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본국에 있는 친척 혹은 가족을 무리하게 한국
으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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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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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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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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탄원서 내용 중 일부
‣성 명 : 김*숙 (여권번호:T*******) 1969년생(41세 女, 중국동포-길림성)
∙사건경위
① 1999년 10월 8일경 한국에 입국 후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양어장에서 일하였는데
양어장사장과 절친한 지인 김**(1956년생)은 **가든 식당 주인으로 자주 양어장을 찾
아 와서 김*숙도 알게 되었습니다.
② 얼마 뒤 김**의 소개로 관광농원에 취직하여 몇 달간 일하고 있는데 김**이 접근하여
본처와 별거한 지 10년이 되었으며 이혼할 예정이다. 너와 결혼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등등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그 말을 믿고 2001년 여름부터 김** 집에서 동거
하면서 일을 다녔습니다.
③ 2001년 가을 동거상태에서 임신인 거 같아 병원에 갔더니 임신 3개월이나 몸이 약해
유산은 할 수 없다는 말에 너무 난감하고 앞일이 걱정되어 저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김**에게 알리자 잠시 생각하더니 부인과 어차피 이혼
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 아들만 둘이고 딸 하나 낳아 재미있게 살자고 애걸하여 애를
낳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④ 2002년경 김**은 전라도 해남땅 끝에 위치한 자택이 팔리자 같이 가자고 하지 않고
성남으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한달에 한번이상 자주 내려오고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걱정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태산같이 믿고 영광에 남아 월세방에 살면서 2002년5월6
일에 영광종합병원에서 딸 *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려오는 것이 뜸해졌습
니다.
⑤ 딸을 보면 예뻐하지만 전혀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아 본인이 그간 벌어 놓
은 돈으로 출산하고 아껴가면서 아이를 키우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생활
이 어려워 2004년경 성남으로 올라와서 애기아빠 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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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올리는 것만 허락하고 기타문제는 일절 외면하였습니다.
⑥ 한국 물정사정을 모르면서 남자 말만 믿고 무책임하게 낳은 딸에 대한 죄책감과 김**
에 대한 배신감에 김*숙은 하염없이 속상해 울었답니다. 한국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
고 생계를 위해 어린딸을 데리고 식당에 취직하려니 여건들이 힘들어 그간 많은 세월
을 참 많이 울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쁜 자식을 바라보면서 혼자 힘으로 어렵더라
도 잘 키우겠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⑦ 2009년 3월에 입학한 딸 *진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면서 어려운 가정환경 아동
들이 이용하는 방과후 교실에서 학습보조를 받습니다.
⑧ 생활환경: *진이는 항상 엄마주의를 맴돌면서 눈치를 보는 것은 아마 자신의 환경을
어른들의 얘기를 듣고 엄마와 헤어질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딸을 데리고 취업해야
하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월급도 다른 사람에 비해 적습니다. 학교와 방과후 교
실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항상 엄마가 멀리
갈까봐 불안해하고 소심한 딸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낯가림이 너무 심해
누구에게 맡길데도 없지만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못 모아서 식당 쪽방
있는 곳을 전전해 왔습니다.
∙ 불법단속된 경위
① 2009. 08.07일에 일터인 광주참숯가마에 수원출입국단속반이 와서 불법자 김*숙이 수
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졌습니다.
② 수원출입국 사법과 신실장님이 김*숙을 조사했으며,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 딱한 내용
을 접하고 아이를 아버지와 그 가족은 키울 형편이 안된다고 하니 불법체류 자격은
중국을 한번 갔다와야 벌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③ 8월 7일 저녁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감되었으나, 8살 어린딸의 양육문제를 호소했습
니다. 10년의 체류기간 벌금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올 수 있는 여
건을 만들어 한국에 다시 오는 방법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해결하는 기간을 (8월 14
일)부터∼11월 13일(3개월)까지 일시보호해제를 받아 7일 후 8월 14일에 출소되었습
니다.
∙ 탄원내용
① 출소되어 일터에 오니 일주일동안 못보던 엄마를 본 딸 *진이는 엄마품에 안겨서 떨
어질 생각은 안하고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같이 울면서 뒤처리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지 막막하여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② *진이를 맡길만한 지인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고아원도 알아봤으나 여의치 않았다
고 합니다. 김**과 그 가족은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엄마가 멀
리 갈까봐 학교도 억지로 달래서 보내곤 합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맡길 곳을 찾
기가 더 힘듭니다.
③ 생각 끝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니 어렵지만 착수금을 800만원을 내야만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돈이 없으니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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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신히 한∼두달 맡길 사람을 구해서 딸을 맡기고 중국을 간다고 해도 두달안에 나올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⑤ 그래서 장관님과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예외조치로 불쌍한 모녀를 살려 주시기를 간곡
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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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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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설문
에 의하면 응답자의 11.5%가 직장내 폭행을 경험했다는 분석이 있기도 하다. 폭행의 이
유로는 단순히 ‘외국인이라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작업 중
실수로 인해’, ‘말, 행동이 상대방의 오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등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언과 비속어 사용 등은 많은 공장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는 특별히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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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
인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의 경우 욕설을 매우 싫어하는 점을 널리 교육, 홍보하여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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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나의 이름은 라흐만.
1999년 이후로 이곳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지하에 있는 한 평 남짓한 창
고에서 지내고 있다. 퀴퀴한 지하실 특유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함께 지내는
이들과 먼지 낀 조화 몇 송이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 내 정확한 거처는 지하 창고 벽면
의 나무 받침 위다. 나는 7년전 한국인에 의해 살해당하고 유골함에 넣어진 채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라흐만이다. 내가 한국땅에 온 것은 세상 누구도 부러워할 나이 스물일
곱. 그 좋은 나이에 홀로 타국에 부천에 있는 한 정밀공장에 취직했다. 내가 한국에 온 이
유는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1개
월 월급 90만원을 받은 후 나는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내가 나
가는 것을 막았다. 그때 나를 만류하던 한국인 회사 동료가 나를 마구 폭행했고, 바닥에 쓰
러진 나는 그 후로 다신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한국인 동료는 이미 사망한 나
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를 무자비하게 토막내고, 나의 몸을 드럼통에 넣은 다른 휘발유를
뿌려 불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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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부처
리도 어려운 상태라 부득이하게 화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가족과 방글라데시
대사관 측의 반대, 그리고 나의 종교적 믿음과는 상관없이 한 줌의 재로 남게 되었고, 방글
라데시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화장한 시신은 받지 않겠다”고 해서 1999년5월 이후부터 이
곳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지하 창고에 머물게 된 것이다.
나의 죽음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
다. 유골함을 들고 이곳을 찾는 유족들은 3개월 이내에 유골함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유족들은 그리 많지 않다.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들(한국 사람들은 이들을 중국동포 혹은 조선족이라 부른다) 유골 30여구도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다. 이곳에 있는 유골함은 사망후 2년에서 5년 정도지난 경우가 대부분
이다. 가끔 유족들이 귀국할 때 유골함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둘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모양이다. 이상린 소장은 나의 유골함 앞에서 혼잣말처
럼 말한다. “라흐만도 땅에 묻어줘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묻어야 할지.....” 죽어서도 편히
묻힐 땅 한평 없는 우리 같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이 작은 지하계단 창고가 유일한 안식
처일지 모른다.
흰 상자 안에 한 줌의 재로 남겨진 우리가 고향 땅을 밟을 날은 언제쯤인지... 나의 육신
은 나를 살해한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지하계단 창고를 벗어나 나와
같은 말을 쓰고, 나와 같은 옷을 입고, 나 라흐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내 고향 산
천 방글라데시로 날아간다.(월간 인권 06. 10월호 발췌) 라흐만의 유골은 현재 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 지하계단 창고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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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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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안전교육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정규건강진단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2005년에는 37%, 2007년에는 41.2%, 2009년 30.8%로 조사되었다. 외국인노
동자의 경우는 건강검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되고 악
화되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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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외국인노동자들도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언어
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고용주들의 경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의
사소통과 문화의 차이라고 말한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는 게으르다’, ‘고용주는 무조건 빨
리 빨리 하라고 재촉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시작으로 폭언과 폭력 등의 심각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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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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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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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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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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간과할 경우 사업장이탈로 이어져 미등록신분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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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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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취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국내 취업시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등,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체류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고충사항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 내 산업현장에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인식
해 왔다. 외국인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따뜻한
취업환경을 조성해서 인간존중 차원 수준으로 가야 한다.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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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하자.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증가로 외국인 체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
라 국내체류에 대한 전반적인 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통합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정책방향은 대상인 외국인의 체류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이주민, 혼혈인, 재외동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국적취득을 용
이하게 하거나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하는 등의 포용적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기본적 수준의 지
원인 문화행사 지원이거나 한국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한국어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
려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중요한 문제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해결은 강제단속에 유
지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경제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민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고, 외국인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도 감안하여 따뜻한 체류환
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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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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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에서의 생활
가. 한국에서의 생활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에 오게 되고, 부모와 함께 지낸
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함을 느낀다. 그러나 부모의 직장 근무로 혼자 한국 생활에 적응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 자녀들이 불만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은 학
교 취학과 관련한 문제들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차별과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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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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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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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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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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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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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의료와 기타

외국인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은 불법체류일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감기
와 같은 질병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거나 외국인무료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고 있다. 외
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 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병원에 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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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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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모가 바쁘게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집안 일에 대한 가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
다. 이렇게 가사도움이 없을 경우 혼자 빨래, 청소 등 가사의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가사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다.
14세가 된 몽골 여자 아이는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집안을 한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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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등감을 시달리고 있다. 이주민 자녀들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사교육을 위해
많은 학원들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경우 교육학습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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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습에 대한 열등감으로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때로는 불량청소년들에게 이용되기도 한다. 신분이 불법체류인 경우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불법체류 익명으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 범죄자로 둔감하는 경우가 있다.
한 몽골 청소년이 있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성남에서 학업을 마칠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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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
자 자녀 혼자 생활해야 한다. 부모의 부재는 식사문제, 학업문제, 자녀들의 안전문제, 의
료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때로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중단은 사회성결여와
더불어 노동아동 증가로 이어진다.
(9) 이주민 자녀는 학교 과제 수행의 어려움과 교사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학교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토로할
대상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온다.

나.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방안

(1)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대책은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2) 지금은 국제화 시대로서 지구촌 한 가족임을 인식해야 한다.
(3)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내 적응을 돕고, 학교생활에
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방 및 해결해야 한다.
(4)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의 이중언어를 기초적으로 어릴
때부터 습득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언어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5) 자녀의 보호 및 교육을 통해 건전한 정서적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6)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7) 학습, 취미, 성교육 등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이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자녀의 교육권, 사회권, 문화권, 발달권, 보호권, 생명권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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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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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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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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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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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
일간 입원비가 12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설사를 해서 또 120만원이 나왔
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하다보니 1000만원이나 입원비가 나왔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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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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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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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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가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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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주민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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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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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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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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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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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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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이 지니는 존재의 다양한 의미
마 석 훈 (새터민 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 대표)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틱 낫한)
10여년 전 ‘또 하나의 조국’인 북조선에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인식
과 해석은 아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주제인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북조선
에 몰아친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굶어 죽어 우리동포 300만명과, 이를 피해 중국으로
탈북해 아직까지 숨어지내는 이들과, 용케 남한땅에 들어온 이들을 단지 ‘불쌍한 동포’ 정
도로 여기고 만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겪은 고
통을 통해 갈라진 한민족이 단결하고 더욱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묻
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10년간 이들과 함께 살면서 얼핏 스치는 낯선 깨우침들이 적지 않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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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과의 깊고 진진한 만남 속에서 너무
나 많은 감동과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고, 통일을 미리 체험해보는 값진 경험도 할 수 있
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그치기에는 아깝고 황송해서 시간날때마다 조금씩 기록하고 정리
했던 글들은 다시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들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40)
40) 혹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메모 남겨 주시면 해당 글을 파일로 보
내드리겠습니다. 행여 복사와 전제를 하고자 할 때는 저자와 일체 상의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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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시나리오 <모동리학교>, 동화 <짜투리콩의 희망 이야기>
* 발표자 연락처 : 새터민청소년 생활공동체 <우리집>(예전 다리공동체)
031-408-6317 atats789@hanmail.net
- 267 -

통일을 위해 미리 온 손님
먼저 탈북 청소년들이 향후 남북의 통합 과정에서 감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역
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다시 말해 ‘탈북 청소년41)’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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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조선42) 주민들조차 남한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주요한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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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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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이들 중 남한에 들어온 경우(2009.12 현재 약
1만 7천만명)는 ‘새터민’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42)한국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며 흔히 ‘남한’과 ‘북한’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남한’에서 ‘북한’이라
부르는 나
라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자신들 나라를 ‘조선’이라 부르며 ‘북조선’과 ‘남조선’
이란 용어
를 사용한다. 6.15선언을 즈음한 시기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암묵적으로 합의한 말이 ‘남측’-‘북
측’ 정도
이다. 이렇듯 남북(북남)은 용어에서조차 서로를 인정하지도 배려하지도 않고 있다. 남북이 엄연히
UN에 각각
가입한 주권국임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그들 나라의 명칭으로 부르는 자세가
통일의 시
작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남북이 모두 ‘남한’과 ‘북조선’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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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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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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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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한 사회 내에서 그들의 물리적인 혹은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집단
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Gidden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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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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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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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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기근은 하나의 과정이고, 사건이 아니다(Famine is a process, not an event)."(Potti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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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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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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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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사람 vs 사람>(정혜신, 2005,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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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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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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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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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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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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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4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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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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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상상의 공동체-배네딕트 앤더슨의 저서 제목
47) <난민과 국민사이>(서경식, 2006, 돌배개)
48) ‘민족’이 ‘민족’만이 아니고 ‘민족-탈민족’인 것이 시대정신이다. <예감>(김지하 , 2007,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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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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얘기를
꺼낸다. 호미로 밭을 갈면서 조용조용 말한다.
몇 해 전 가족들과 두만강을 건널 때 물살이 셌다 한다. 수영을 잘하는 영호가 차디찬 강물은
헤엄치고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목을 잡더란다. 순간 영호와 엄마는 같이 물에 빠져 허우
적거렸다. 그때 다급해진 영호가 “옴니, 나 죽소” 하니, 영호 엄마가 잡았던 손을 스르륵 놓고는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더란다. 그게 마지막 본 엄마 모습이었다고 한다.
“울 오마이 곱기로 소문 났슴다”하며 은근히 자랑하더니만, 다시 말없이 풀을 뽑는다.“그랬구
나”나도 그냥 풀을 뽑는다.
본능보다, 상식(常識)보다 큰 소리를 들으니 할 말이 없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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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팔려가
사내아이 두 명을 낳았다. 심청이랑 똑 같다. 한족 아바이가 하도 못살게 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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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자고 꼬셔야 한다. 그러면 금방 울음 멈추고‘강타’사진 사달라, 무슨무슨 비디오도 빌려 달라고 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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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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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49). 삶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따뜻한 연탄재 한 장’ 되어주는 것5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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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1999, 갈라파고스)
50) 안도현의 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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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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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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1998, pp.223-224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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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교육에서 영화의 활용은 매우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 영화는 설명적이고 요약적인 교과서보다 인간의 삶과 행복, 슬픔에 대해 정서
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을 제공
- 인간의 자유나 평등, 정의, 인권 등을 삶과 연결시켜 다양한 관점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좋은 자료
- 타문화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보다도 정의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다는 다문화 교
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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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
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영화는 실제로 관찰하고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완법으로 기능”(이상 김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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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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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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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클래스>는 프랑스 영화이다. 모두 프랑스 다문화 현실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상이하다. <센 강변>은 중·고등학교 수업에 적절한 영화이며,
종교와 문화, 문화의 차이와 차별, 편견과 고정관념 등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주제의 교
육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클래스>는 프랑스의 다문화교실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다룬 장편영화로 고등학교 수업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다문화 사회
에서 교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상을 다루었기에,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매우 유
용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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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랑해, 파리>(Paris, je t'aime) 중 <센 강변>을 통한 다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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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랑’과 ‘파리’이다. 파리의 20개 구의 한 장소씩을 골라 상영시간 5분 정도의 영화
를 각 감독들이 만들었다. 2편은 최종 편집과정에서 주제의 일관성 때문에 배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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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을 스케치한 단편영화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하다. 친구들과 함께 강변에서 지
나가는 여자들을 희롱하던 남자 주인공은 혼자 책을 읽던 아랍계 여학생에게 눈길이 간
다. 이 여학생이 돌에 걸려 넘어지자 남학생이 달려가서 도와준다. 이들은 히잡에 대해서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교감을 느낀다. 여학생이 떠난 후 그녀를 찾아 회교사원
에 간 남자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함께 사원을 나서는 여학생과 만난다. 회교도인 여학생
의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남학생에게 가는 방향이 같으면 함께 걷
자고 권유한다.

3. 영화 <센 강변>과 다문화 교육
매우 단순하고 짧은 스토리의 영화지만, <센 강변>은 종교와 문화의 차이와 관용, 선입
견, 편견 같은 프랑스의 다문화 관련 코드들을 여러 가지 함유하고 있으며, 상반되는 시
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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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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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는 남학생들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에 불과할 수 있음을 영화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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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교육에 적절하다.
주된 학습 주제는 소수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이질적으로 보이는 타자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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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되어
있지만 간결하므로 감상 즉시 토론 학습이 가능하다.

4. <센 강변>을 통한 다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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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5. 학습 내용
가.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프랑스 다문화 현실 자료
프랑스 정부는 2004년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베일) 착용을 금하고 기독교의 상징인 십
자가 등 종교상징물을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금지안은 276
대 20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쟈크 시라크는 이 정
책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가의 방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히잡 착용을 두고 이슬람 여학생들과 교육 당국 간의 마찰이 계속되
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에서도 공적인 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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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론 주제
이 영화는 문화 간 차이와 차별, 타문화의 이해와 오해, 이질적 문화와의 공존 가능성,
종교와 문화 등 다문화 현실과 관련된 실제적이지만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토론의 주제로 제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히잡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이슬람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알려져
있고,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강제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여주
인공은 이와는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여주인공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히잡 착용은 개인적인 이유이며, 정신적으로 자부심을 갖게 해줌
-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이슬람 문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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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
에 처해지는 학생들도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에서도 학교에서의 종교적 강요한 대한 사건이 사회화된 적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프랑스에 이주해 온 무슬림들과 그들의 자손은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고수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은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히잡 착용, 돼
지고기 금식, 라마단 준수 등이 실제적인 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컨대 학교에 이슬람 학생들이 있다면 집단 급식 메뉴에서 일 년 내내 돼지고기를 빼
는 것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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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더 클래스>(The Class)와 프랑스의 중학교 교육 현실

1. <더 클래스>에 대하여
가. 개괄적 설명
* 제작국 : 프랑스
* 원제 : <Entre les murs>(벽 사이에)
* 감독 : 로랑 캉테(Laurent Cantet)
* 주연 : 프랑수아 베고도 외
* 상영시간 : 128분
* 특징 : 2006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프랑수아 베고도(François Bégaudeau)의 자전적 소
설을 영화화. 베고도는 원작의 작가이면서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음. 2008년 칸
느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함

나. 영화의 내용
* 배경은 프랑스 파리 제20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의 불어교사인 프랑수아와 2학년 학

생들의 1년 학교생활이 영화의 내용이다. 프랑수아는 주로 이민자 가정 출신의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헌신한다.
* 영화의 화면은 한 중학교 교실의 모습이지만, 이는 여러 문화가 충돌하고, 제도와 미래
에 회의를 품은 프랑스의 현실이기도 하다.
*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 수업 방식, 수업 태도 등 한국의 교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
지만, 다문화 주제 뿐 아니라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이
다.

다. 영화에 나타난 다문화 교실의 특성
* (프랑스어에서의) 기본 학력 수준 미달
* 학생들 간의 문화적, 정서적 간극
* 학생들 간의 학업수준 차이
* 부모 또는 본인의 강제 출국 가능성 상존
* (월드컵 축구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정체성 문제
그들은 프랑스인인가?
*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이민 1세대) 학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 문제
* 절망적인 미래로 인한 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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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학과수업에서 예문으로 드는) 고유명사의 문제

라. 교사의 배려 및 노력
*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획일적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음
* 자신감 고양
장점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함
* 벌보다는 칭찬
* (자서전 쓰기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기회 제공
타 문화 및 타인에 대한 존중
* 학생의 개별적인 가정환경에 대한 관심
IV.

다문화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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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교육 활용 가능성
프랑스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쉘 오슬로의 작품으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다. 마녀로부터 위협을 받는 마을을 흑인 꼬마 키리쿠가 구하는 모험이 영화의 주된 줄거
리를 구성한다. 작고 보잘 것 없는 꼬마가 전능한 마녀와의 대결을 그렸다는 점에서 전래
동화 ‘막내엄지’를 연상시킨다. 가슴을 가리지 않은 여자들, 고추를 드러낸 꼬마들의 모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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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윤된 디즈니, 드
림웍스 등의 미국식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학생들이 시청하는 행위 그 자체로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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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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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활용되기
에 적절한 작품이다.

2. 영화 <크래쉬>와 중·고등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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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편집상 수상

나. 영화의 내용 및 다문화 교육 활용 가능성
L.A.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백인 부부인 지방검사 릭과 그의 아
내, 흑인 부부인 방송국 PD 카메론과 그의 아내, 백인 경찰 라이언과 핸슨, 상점을 운영
하는 이란인 이민자 파라드 부부와 병원에서 일하는 그들의 딸, 멕시칸인 열쇠수리공 대
니얼, 흑인형사 그레이엄과 라틴 아메리카 출신 부모를 둔 그의 파트너, 차량절도범인 흑
인청년 피터와 앤소니, 교통사고를 당하는 한국인 등. 이들은 36시간 전 근교의 한 도로
에서 발견되는 피터의 시체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작중인물들은 인종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러한 사고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행동은 늘 예기치 않은 ‘충돌(crash)’을, 때로
는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는 충돌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영
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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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15세 관람 가’로 개봉되었지만,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감상하기에
는 조금 어려운 영화이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바로 36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시간적 뒤틀
림 때문에, 그리고 발단-전개-위기-절정-대단원 식의 단선적 줄거리가 아니라서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생각이나 태도가 타자
와의 소통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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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오>(La haine)와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 고등학교 고학년에서의
다문화 교육
가. 영화에 대한 기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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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을 다룬 흑백 화면의 영화. 르포르타쥬를 연상시킴.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관람금
지등급으로 개봉되었음.

나. 마티유 카소비츠(Mathieu Kassovitz) 감독
* 1967년 프랑스 파리 출생으로, 유태계 헝가리 이민 2세이다.
* 1993년 영화 <혼혈아Métisse>로 제13회 파리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베니스영
화제에 초청 및 세자르 최우수 데뷔작품상 후보
* 1995년 <증오La Haine>로 제48회 칸영화제 최우수 감독상 수상, 같은 작품으로 1996
년 제21회 세자르 작품상 수상.
* <크림슨 리버>, <바빌론 A.D.>(2008) 등의 작품을 연출했고, <뮌헨>, <아멜리> 등의
영화에 배우로 출연

다. 영화의 줄거리
파리 교외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경찰과의 충돌에 의해 16세 아랍소년 압델 이샤하가 혼
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파리 교외에서 아웃사이더로 살
던 (아랍계) 이민자 2세대 젊은이들과 총과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은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서 서로 대치하게 되고 양측 사이의 ‘증오’는 점점 더 커져 간다. 유태계 프랑스인 빈쯔,
아랍계 소년 사이드, 흑인 위베르는 2000년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절대과제인 거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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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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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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에
서 자신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낀다. 이들은 새벽에 텅 빈 역
의 TV의 뉴스를 통해 압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위베르는 절망에 빠지고 빈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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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용 택,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HK연구교수
019-247-8947, cerf@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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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한 용 택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HK연구교수)
I.

다문화 교육의 활용을 위한 전래동화의 특성

1. 전래동화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이다.
* 소설과 같은 여타의 서사장르에 비해 전래동화는 단순하고 짧지만, 시작, 전개, 끝을
포함하는 완결된 이야기이다. 전래동화에는 갈등의 시작과 증폭 그리고 해결되는 과정
이 효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전래동화는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해결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서사양식이다.
* 대부분의 전래동화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은 5단계로 구조화되어 있다.
1. 최초의 상태(안정된 상태)
2. 안정을 위협하는 변형 또는 훼손 요소의 등장
3. 안정의 깨짐 또는 변형의 과정
4. (조력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5. (새로운 안정을 의미하는) 마지막 상태
* 최초의 상태와 마지막 상태의 비교가 전래동화의 주제를 결정하며, 또한 두 상태 사
이의 전이과정은 비교적 단선적이고 집중화되어 있다. (나이가 어린) 수용자에게 있어
서 전래동화의 이야기되는 내용의 파악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최초의 상태에서 마지막 상태로의 전이과정이 어떻든 간에, 새로운 안정 상태를 의미
하는 전래동화의 결말은 수용자의 심리에 있어서 사건이 마무리된, 일단락 된 느낌을
준다. (어린 아이가 옛이야기를 잠자기 전에 듣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음)
☞ 전래동화 읽기는 문제와의 대면 -> 시련 극복 ->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는 과정을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는 결국 극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2.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전래동화는 대부분 성장 혹은 성숙의 문제
를 다룬다.
- 305 -

* 최초의 상태에서 마지막 상태로의 전이과정은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 이상이다. 대부분의 전래동화의 두 상태를 비교해보면, 마지막 상태는 최초의 상
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의 과정을 전제한
다. 주인공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른바 ‘통과의례’(Initiation)라고 할 수 있다. 민
담을 입사식(入社式)담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 주인공의 성숙 또는 성장은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에서 독립된 자아로 이행됨을 의미
한다. 계모의 구박, 집을 떠남, 버려짐, 서구의 전래동화에서 많이 보이는 ‘숲’과 같은
모티프들은 결국 자아의 독립을 암시한다.
* 성장 또는 성숙의 문제는 특별한 주인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래동화의
원천인 민담이 동일한 구비문학장르인 신화, 전설과 변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래동
화의 주인공은 고유명사로 지칭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결점을 형상화하는) 특
징으로 지칭되며,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혹은 평균 이하의 인물이다. 이러한 주인공들에 대한 묘사도 구체적이지 않아 특별한
이미지를 구성하지 않는다. 요컨대 전래동화의 주인공은 독자에 의한 감정이입이 지극
히 수월한 존재이다. 전래동화의 주된 수용자인 어린이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실은 매
우 시사적이다.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전제로 한 전래동화읽기에 있어서, 결점이 있거나
지극히 평범한 주인공이 온갖 시련을 겪은 후에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내용은 심리
적으로 용기와 편안함을 줄 수 있다.
* 또한 그것이 평범한 인물이기에, 조력자의 존재가 중요하다. 별 것 아닌 선행에 보답
하는 작중인물,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얻게 된 물건에 의해 난관을 헤쳐 나가는
과정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암시한다.
* 전래동화는 누구나 거치는 성장, 성숙의 문제를 형상화하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들은 매우 특이할 수 있지만, 실제 이야기되는 내용은 평범하고 보편적이다.
☞ 반복적인 동화 읽기는, 영웅의 이야기를 다룬 다른 서사물과 다르게, 현재의 시련은
과정이며, 동시에 그 시련의 해소에는 특별한 신분이나 특수한 능력이 필요 없이 누구
나에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3. 구비문학을 원천으로 하는 전래동화는 전승을 통해 향유집단의 정서
를 함유하게 되며, 종국적으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다.

* 구비문학은 연행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한번 읽어 내용을 알게 되면 일단 효용
성이 사라지는 현대의 서사와 다르게, 구비문학은 끝없는 반복을 생명으로 한다. 되풀
이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 자체가 동일한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
의 구성원이 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래동화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은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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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또 다른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전래동
화는 집단적 정서를 포함하며, 동시에 전래동화의 향유과정이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
여하는 것이다.
☞ 전래동화의 향유는 타자와 문화적, 정서적 공감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다. 동일 문
화권의 타자와는 문화적 유대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타 문화권의 타자와
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문화와 시공간적 배경이 달라도 전래동화의 이야기되는 내용의 구조
는 유사하다.

* 집단성, 유동성이 특징이기에 전래동화의 등장인물이나 소재는 문화권에 따라, 시공간
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선녀와 도깨비는 한국의 전래동화에 있으며, 요정과
식인귀, 마녀는 유럽의 전래동화에만 나타난다. 하지만 전래동화의 등장인물이나 소재
를 기능으로 파악하면, 도깨비와 식인귀, 선녀와 요정은 동일한 역할을 한다.
* 기호학에서 파악하는 전래동화의 등장인물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발송자(destinateur) ― 대상(objet) ― 수혜자(destinataire)
＼
／
조력자(adjuvant) ― 주체(sujet) ― 적대자(opposant)
* 마법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선녀와 요정은 대부분의 경우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도깨
비와 식인귀는 적대자의 기능을 한다. 늙은 왕이 병에 걸린 상황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나 아버지가 병에 걸린 상황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이지만, 심층적
인 구조는 동일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왕과 아버지가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
다. 이야기 속에서 의인화된 모습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인공과의 관
련된 기능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
* 아울러 이러한 기능을 하는 요소는 굳이 사람일 필요가 없다. 물건, 동물, 사회의 윤리
적 덕목, 가치관 등 모든 요소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결국 전래동화는 겉모습은 다르지만 매우 일반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도 들
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라도 친숙함과 기시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이
유에서이다.
☞ 자신이 자란 문화권의 전래동화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권의 전래동화를 비교해서 읽
음으로써, 인류로서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의 다
름이 우열이 아닌 차이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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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1. 학습목표

*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문화와 인종을 우열이 아니라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을 갖게 한
다.
* 현실의 시련과 고통이 불변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과정이라는 긍정적이
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함양한다.
* 궁극적으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존의 삶을 위한 가치관을 갖게 한다.

2. 교육대상 및 내용에 따른 전래동화의 선택
가. 전래동화의 선택

* 타자와의 평등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다문화 교육에서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전래동화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학습 대상, 목표, 내용에 맞는
적절한 전래동화가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
의 전래동화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따른다.
* 일반적으로 크게 보아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한국의 전래동화
- 외국의 전래동화 - 유럽의 전래동화
- 아시아의 전래동화
-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인디언 등 기타의 전래
동화
* 하지만 한국에서의 다문화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 전래동화의 분류는 한국
의 다문화 현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전래동화는
-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출신 국가의 전래동화
-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국가의 전래동화로 구분된다. 첫째
경우는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들의 전래동화가 해당되며, 대부분의 서구 전래동화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같은 아시아 국가라도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베트남
과 조금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리고 학습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어떠한 전래동화를 선택하느냐의 기준이 된다.

나. 한국의 전래동화와 다문화 교육

* 한국의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은 한국의 원주민 자녀만을 위해서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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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지 못한다. 굳이 다문화 교육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원주민 자녀들은 가정에
서, 일상에서 한국의 전래동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한국의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이나 이들이 구성한 가
족의 자녀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전래동화를 읽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개인의 정체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이들에게 한국의 전래동화를 읽힌다는 것은 어울려
야 하는 원주민들과의 소통성 향상 및 문화적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전래동화는 아니지만, 유니세프에서 국민은행 지원을 받아 태국어, 중국어 등 4개 국
어로 출판한 윤석중 동시 넉점 반이 이에 해당되며,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지원하고
출판사 <여원미디어>에서 기획하고 있는 다국어 판 <한국전래동화집>이 이에 해당된
다.
* 물론 전래동화가 자체가 갖고 있는 치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 한국의 다문화 현실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국가의 전래동화와 다문화 교육

* <신데렐라>,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막내 엄지> 등의 유럽의 전래동화가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 주로 프랑스의 페로, 독일의 그림 형제의 버전으로 보급된 이러한 전래
동화는 현재 초문화적, 초국가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
되어 있다. 이미 국제적인 보편성을 획득한 이러한 전래동화의 다문화 교육 활용은 일
반적인 문화 교육 범주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 전래동화가 집단의 문화적 정서를 함유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래동화의 읽기는 수용
자의 문화 감수성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자국문화 우월주
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전래동화에 내포된 과거의 남성중심적인 신분사
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라. 현재 한국의 다문화 현실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전래동화와 다문화 교육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다
문화 교육의 내용을 구성한다.
* 다문화 교육이 평등과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면, 원주민 자녀나 이주민 자녀 모두
에게 필요하다.
* 원주민 자녀에게는
1. 이주민 문화 및 이주민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2. 자국문화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며
3. 타자의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이주민 여성 및 자녀에게는
1. 모계 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주고
2. 다중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
3. 경우에 따라서 한국어 습득을 용이하게 하고
4. 궁극적으로는 당당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정서적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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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한 모티프를 갖는 여러 문화권의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혀 교류가 없어 보이는 문화집단들 사이에 동일한 모티프
를 갖는 전래동화들이 존재한다. 이른바 초국가적인 현상을 보이는 (주로 서구의) 전래
동화는 각 나라에서 유사한 버전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비교
읽기는 위에 언급한 동활 활용 다문화 교육의 장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학
습효과를 유발할 것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1.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2. 차별에 근거한, 문화 및 인종에 대한 편견 및 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3. 다양한 문화 및 인종에 대한 보편성에 기반을 두면서도 각각의 문화 및 인종
이 갖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1. 한국의 전래동화, 서구에서 출발한 초국가적 전래동화, 베트남이나 중국 등 한
국의 이주민 가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의 전래동화 가운데 동일한 주
제를 가진 이야기를 선정한다.
2. 세 종류의 전래동화를 읽고 사건의 전개와 관련하여 유사한 점을 찾아본다.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중점적인 검토 대상이다.
- 등장인물 간의 관계
- 주인공이 처한 상황
- 주인공을 도와주는 존재와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존재
- 최초의 상태와 마지막 상태
3. 각각의 항목의 기능을 살펴보며,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기능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4. 공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물, 사물, 자연, 인물 등 이야기마다 다른 요소로
형상화된 것들이 그 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5. 등장인물이 행복한 결말에 이르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본다.
* 이러한 학습의 목표는 분명하다. 각각의 문화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는 동질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종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피
부색은 다르지만 동일한 고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인류로서의 보편성을 확인
하는 것이다.
* 동시에 문화마다의, 인종마다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는 문화적 감수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인종과 문화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차이
도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래동화의 원천이 되는 민담은 아동을 위한 이
야기는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민담은 세습지배계층에 대한 조롱, 윤리·도덕적 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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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간접적 언급 등을 담고 있다. 전래동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인 잔혹함
그리고 성적인 연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활용 시, 대상 학생의 연령
과 수준에 맞는 버전을 선택한다든지, 적절하게 수정을 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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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문화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래동화의 예

* 베트남의 신데렐라 이야기 (김정란 저, 신데렐라와 소가 된 어머니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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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텍스트 읽기를 통한 다문화 교육
한 용 택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HK연구교수)
I.

문학과 다문화 교육

1. 문학 혹은 ‘서사’의 특성

가. 문학은 언어를 표현수단으로 삼는다.

* 문학 혹은 서사는 언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 문학의 언어는 단순히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을 전달한다.

나. 문학은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

* 문학은 개인의 특수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보편적 삶과 조응하는 체험을 표현한다.
* 문학은 인간의 다양한 삶을 형상화한다.

다. 문학은 정서적, 정의적, 심미적 요소의 복합체이다.

* 문학은 단순한 구호, 설명, 지시가 아니다.
* 문학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 포함된 정서적 반응을 은밀하게 유도한다.

라. 문학 특히 서사는 한 개인 혹은 하나의 문화집단이 갖는 인식의 결과이다.

* 개인이 세계와의 접촉에서 생기는 경험의 덩어리를 서사는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든다.
* 타인과의 공유는 동일한 시간대에서 수평적으로 (즉 동시대인들끼리) 그리고 동일한
공간에서 수직적으로 (즉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따라서 서사, 나아가서는 문학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문화적이다.

2. 문학 텍스트 읽기와 다문화 교육
가. 문학 텍스트 읽기는 체험이다.

* 문학 텍스트 읽기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평가를 위한 것도 아니다.
*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 읽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며,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첫 쪽의 첫 줄 첫 글자를 읽을 때부터 마
지막 쪽 마지막 줄 마지막 글자를 읽을 때까지가 독자의 체험 시간이다. 이 기간 동
안 독자의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 따라서 다문화 현실을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편견, 고정관념, 차별 등 다문화 관련 개
념을 다룬 문학작품의 읽기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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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학 텍스트 읽기는 텍스트를 매개로 한 작가와 독자의 대화이다.

* 문학 텍스트 읽기는 작품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문학 텍스트 읽기가 체험이라면, 그 체험의 본질은 텍스트와 독자 간, 그리고 저자와
독자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 지식의 주입과 달리 대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독자의 능동성을 요구한다. 다문화 교육
에 있어서 문학 텍스트의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는 하나의 이유이다.

다. 문학 텍스트에 의한 체험은 간접적이지만 포괄적이며, 논리적 결론을 유도하
기 용이하다.
* 다문화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경험의 폭은 현실적으
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 반면에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면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정서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통합적이고 논리적인 사유가 가능하다.

라. 문학 텍스트 읽기는 익숙하고 당연해진 일상을 낯설게 만듦으로써, 타자의 이
해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주의의 실천에 기여한다.

* 현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한 듯 지나치기 쉽다.
* 문학은 당연해진 일상을 문제적인 담론으로 구상화한다. 문학 텍스트는 우리의 언어,
타인에 대한 태도, 판단 등에 녹아있는 편견, 고정관념, 차별 등을 현실과 유사한 허
구의 세계에 재현함으로써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마. 다문화 관련 문학 텍스트 읽기는 그 자체로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한다.

* 우리사회가 마주한 다문화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아울러 타
자의 실체 또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유동적이 될 수 있다.
* 자아와 타자, 중심과 주변, 다수문화와 소수문화의 공존을 모색하는 문학작품 읽기는
그 자체로 변화하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를 주제로
한 문학 텍스트 읽기가 하나의 체험이자 대화이며, 우리의 삶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3.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분류
* 교육 내용에 따라
- 다문화주의의 일반적 개념의 이해 교육
- 특정한 다문화 현실의 이해 교육
* 교육 대상에 따라
- 원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
- 이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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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과 이주민 자녀가 혼합된 경우의 교육
- 이주민 부모와 자녀를 위한 교육
* 문학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 현대소설 / 민담, 신화, 전설 등 구비문학
- 한국 소설 / 외국 소설

나. 다문화주의의 일반적 개념에 대한 이해 교육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개념들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다.
- ‘차이’와 ‘차별’
- ‘편견’(판단의 문제), ‘고정관념’(stereotype)(신념의 문제), ‘차별’(행위의 문제)
- ‘문화다양성’, ‘보편성’
- ‘타자성’, ‘정체성’
* 이 경우 문학작품의 선택은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능하다.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
년에서 문화다양성과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대부분의 그림책이나 동화들이 선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전래동화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성 개념의 이해에 활용될 수 있다.
* 아울러 표면적으로 다문화를 반영하지 않는 작품들도 경우에 따라서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해리포터>에서의 머글과 관련된 담론들은 출생에 따른 차별,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 있다.
* 결론적으로 텍스트의 선택은 자유롭다. 한국의 문학작품이나 외국의 문학작품, 고전이
나 현대문학 모두 선택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제와의 관련성이다.

다. 특정한 다문화 현실에 대한 이해 교육

* 특정한 문화권이 갖는 다문화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화권의 작가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쓴 소설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 우리나라의 번역 현실, 주제의 민감성, 접근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한국에
서 쉽게 다룰 수 있고 또 미룰 수 없는 문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다문화가
족 자녀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향후 10년 이내에 이주민 자녀와 원주민 자녀의 공존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리라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교육과정 준비가 필요하다.

라.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작품 선정의 기준들
* 명백한 다문화 소재 여부 (한국의 다문화현실 이해 교육에 있어서)
* 계몽성 / 미학적 완성도
* (주인공의) 개인적 진실 / 사회적 진실
* 현실에 대한 고발적 인식 / 가능한 가치관 모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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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학작품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해: 김려령

의 <완득이>

1. 작가 및 작품 소개
가. 김려령

* 1971년 서울 출생.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7년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로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같은 해 <기억을 가져온 아이>(문학과 지성사)로
마해송문학상을 수상했고, <완득이>로 제1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받았다.

나. <완득이>

* 2008년 3월 창비 출간, 237쪽.
* 이 소설은 도시빈민,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지만,
경쾌하고 유쾌하다. 한 마디로 재미있는 소설이다.
* 완득이는 고1이다. 아버지는 카바레에서 춤을 추는 난장이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는 베트남 이주여성이다. 문제아인 완득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있는 담
임선생님 ‘똥주’(동주)의 주선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가족의 개념과 사랑을 알게
된다.
* 이 소설은 중,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소설이다. 굳이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로라도 충분히 읽힐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특별한 사건은 없다. 완득이에게 특별한 사건이라면, 담임선생님인 ‘똥주’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어머니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것, 여자 친구가 생겼다는 것 정도일 것
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완득이는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으며 아무 목표 없이 사
는 소외된 자에서 적어도 주변의 몇 사람과는 어울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한다. 목표
를 가지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이야기는 주인공인 ‘나’가 서술한다. 작품 내 세계는 나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완득이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 완득이가 서술자 겸 작중인물이기에, 문체 또한 마치 고등학생의 글처럼 기발하고
사실적이다.
* 완득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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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l
l
l
l

담임선생님인 ‘똥주’를 이해하
게됨
어머니가 누군지 알게 됨
여자 친구가 생김
싸움꾼에서 킥복싱 선수가 되
고, 싸움이 아니라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함

l
l

☞

l
l

의미
외톨이에서 타자와 공존하는
삶을 배움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가
생김으로써 스스로 인생의 주
인공이 됨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됨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을 느끼
게됨

2. 학습목표

가. 완득이가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나.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동남아 여성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본다. 다문화가정을
한국 사회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다. 한국인의 의식과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3. 학습활동

다음은 구체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질문의 내용이다.
* 완득이의 어머니가 왜 한국에 와야 했는지, 왜 완득이와 떨어져 살아야 했는지를 생
각해본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변화나 구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한다.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
이 좋다.)
* 소설 초반과 종반에 나타난 완득이의 모습을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
해본다.
* 완득이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완득이 어머니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그 성격은 후천적인지 선천적인지를 생각해
본다. 만약에 후천적 요인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소설 <완득이>는 완득이가 2학년이 됨으로써 이야기가 끝난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속편으로 쓴다면 대강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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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문학작품을 통해 본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의 이해 : 김재영

의 <코끼리>

1. 작가 및 작품 소개
가. 김재영

* 1966년 경기도 여주 출생.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예창
작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 2000년 <또 다른 계절>로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2005년 대산창작기금과 문화예술진흥원의 창작지원기금을 받았
다. 2005년 단편집 <코끼리> 출간.

나. <코끼리>

* 2005년 실천문학사에서 출판된 단편집 코끼리에 수록된 10편 중 표제작. <코끼리>
는 국내의 현대문학 교수 350명이 뽑은 ‘2005 올해의 문제 소설’(푸른사상 刊), 작가들
이 뽑은 ‘2005 올해의 좋은 소설(도서출판 작가 刊)’로 선정되었다.
* 코끼리에 수록된 작품들
<코끼리>, <아홉 개의 푸른 쏘냐>, <국향(鞠香)>, <치어들의 꿈>, <사라져버린
날들>, <자정의 불빛>, <물밑에 숨은 새>, <또 다른 계절>, <미조(迷鳥)>, <국
화야, 국화야>
* <코끼리>는 네팔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조선족 어머니를 둔 열세 살 소년 ‘나’를 주
인공으로 한 일인칭 서술 소설이다.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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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까지 돼지축사로 쓰였다는” 건물의 방 한 칸을 빌려 모두 외국인인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서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호적도 국적도 없”이 청강생으로 하교를 다니는 ‘나’를 중심으로 한 소설이지만, 특별
히 사건 간의 인과관계보다는 외국이 이주노동자이 겪는 일상의 일들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된 사정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생명력 있는 문체로 그리고 있다.

다. <코끼리>에 그려진, 이주노동자가 겪는 다문화 현실

(1) 정체성
- 이주노동자의 2세인 ‘나’에게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다가온다. 항상 네팔
달력을 벽에 걸어놓고, 때가 되면 네팔 명절을 챙기려 하는 아버지나, 조선인이기
때문에 어니서나 살 수 있는 어머니와 달리, ‘나’는 고향이 없다. 학교도 청강생으로
다니고 있다. ‘나’에게 있어 아버지가 말하는 히말라야는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세계지도 속의 공간일 뿐이다.
“난·······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이 없다.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못했다. 그래서 내겐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다. 학교에서조차 청강생
일 뿐이다. 살아 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
- ‘나’는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 세수할 때마다 탈색제를 물에 넣어 세수를 한다.
(2) 서열적 인종관
- 한국인의 의식에 만연한 서열적 인종관은 식사동 가구공단에 사는 ‘나’와 이주노동
자들을 분개하게 만든다. 주로 피부색에 근거한 이러한 서열적 인종관은 차별적 언
행을 당연시하게 한다. ‘나’를 초대했던 같은 반 친구 어머니는 ‘내’가 영어권 출신
이 아니라고 실망감을 드러낸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민족이라 외국인한테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주 노동
자들한테 불친절한 거라고? 웃기는 소리 마. 미국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친절하
다 못해 비굴할 정도지. 너도 얼굴만 좀 하얗다면 미국 사람처럼 보일 텐데······”
“난생 처음 반 친구한테 초대받아갔던 바로 그 집이다. 어느 날 그 애는 자기 집
에 같이 가겠느냐는 뜻밖의 말을 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애는 누구 볼까 봐
겁내는 듯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 ‘헬로, 나이스 투 미튜’ 친구 어
머니는 빨갛게 칠해진 얇은 입술을 실지렁이처럼 꿈틀댔다. <···> 우물쭈물하다
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자 아줌마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 영어를
잘 못하니? 외국 애라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는 이제부터
영어로만 말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떡볶이와 스파게티를 주지 않겠다면서.”
(3) 톨레랑스 또는 문화상대주의의 부족
- 타 문화에 대한 차별적 언행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늬들은 손으로 밥 먹고 손으로 밑 닦는다면서? 우엑, 더러워. 놀려대는 반 아이
들 목소리가 드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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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소통의 부재
“하긴 어머니는 조선족이니까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 적어도 자신에게 수치를
주거나 학대하려 드는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대꾸할 수는 있을 테지. 그만 때리세
요, 왜 욕해요, 돈 주세요 따위 말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선처, 멸시, 응
급실, 피해 보상, 심지어 밑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느니, 개 발에 땀난다는 말까지.”
“사실이란 중요하지 않아. 아무도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2. 학습목표

가. 한국인의 의식 속에 뿌리박힌 서열적 인종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나.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부모가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우리와 다른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다.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 다른 점은 우열의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한 다름인지를 생각해본다.
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의식이나 태도 가운데
무엇을 제일 먼저 바꾸어야하는지를 생각해본다.

3. 학습활동

* 작품을 읽고 서열적 인종관을 드러내주는 부분을 찾아본다.
* 이에 대한 서술자 ‘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
가?
* 서양인 혹은 영어사용국민들에 대해서는 열등감과 갈망을 보이고, 동남아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우리의 폐쇄된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본
다.
* ‘나’와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작품 속에서 살펴본다.
* 아버지가 항상 끄집어내는 네팔 신화, 속담, 문화 등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작품 속에서 찾아본다.
* ‘나’에 대한 학생들의 언행 가운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 ‘나’는 외국인인가? 아니면 한국인인가?
* ‘나’의 문제는 그 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 그 이유는?
* 작품 속에 나오는 네팔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등 영어나 일본어와는 다른 이색적인
외국어에는 무엇이 있는가?
* 이러한 단어를 볼 때 생각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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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주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우리와 다른 외국의 문화를 작품 속에서 찾아본다.
*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우열의 문제인지 생각해보고 토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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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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백만 명을 돌파하고 년 월말
현재 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제결혼 건수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한국 사회 자체의 인구 구성의 변화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하
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년 기간 중 명으로 유럽 명 이나 선진국
명 보다 낮은 수준이며 한국 인구 성장률은 년부터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년 한국의 인구 중 세 이상 비율은
로 년
로 증가 선진국
개도
국
하게 된다 유엔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대 수준의 경제활동인구 만
명 를 유지하려면 년에서 년 사이에 총 만 명 매해 평균 만 천 명의 이민
자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예측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년경에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전체 인구의
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현상은 지속될 것이
며 다문화가정의 수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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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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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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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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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이 개인주의 애국심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가
치를 약화시키고 분열과 분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문화적 다양
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를 해체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는 주류문화에 기초한 교양교육을 주장하며 주류 문화의 정수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다
나
과 같은 미국의 보수 교육가들은 주류 문화를 학생들이 습득
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이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수 문화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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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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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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Ni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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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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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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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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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1. 다문화 교육의 개념
다문화교육이란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다양한 계층 인종 민족 집단의 학생들에게 균
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운동이다 또한 사회정의의 원리를 추구함으로써 학교
와 사회의 모든 종류의 불평등에 도전하며 모든 학생들의 지적 개인적 사회적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
하고자 하는 교육이다(Banks & Banks, 2007; Bennett, 2007) 미국의 다문화교육협회에서는 다문
화교육을 사회 정의를 촉진함으로써 학교와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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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
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개진하며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존
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문화적 차이를 동화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
로서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에 다문화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언어차별
장애인차별
연령차별
동성애자 차별
종교적 불관용
외
국인 혐오
와 관련된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모경환․황혜원
다문화교육은 다음 네 가지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첫째 다문화 교
육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토대로 한다 즉 각 집단들은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유할 민주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편견 및 차별의 종식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추구한다
다문화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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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하
다 국제이해교육은 우리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과
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반면 다문화교육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재발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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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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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개념
다문화교육이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차별을 감소시키고 보다 평등한 사회 건설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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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와 유
사한 선입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뱅크스의 지적을 토대로 예상되는 쟁점들을 논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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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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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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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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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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개념들
집단간교육과 다문화교육
미국에서 다문화교육은 년대의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다
문화교육의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이 년대까지 시행되었던 집단간 교육 (intergroup education)
또는 ‘집단간 이해교육’이다 주로 소수계 학자들과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집단간 교육 을 통해 인종
적 민족적 편견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운동은 인종적 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정확
한 지식과 이해가 갈등과 긴장을 완화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간 교육은 모든 학교를 위한 교육은 아니었고 단지 인종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에서만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실 대부분의 인종간 교육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재
정보조를 받아 수행되었고 주 단위에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결국 집단간 교육은 장기적 효과
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년대에 끝나고 말았는데
(2004)는 미국 사회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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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가 집단간 교육의 철학이나 목적 그리고 학교내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
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비해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다양한 집단 간의 관용과 이해 증진이라는 집
단간교육의 목표를 넘어서 집단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inequality)을 해소하고 인종차별주의
(racism)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집단간교육과 차이를 나타낸다
,

.

.

국제이해교육과 세계교육
다문화교육이 국제교육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과 다르지 않다는 오해
가 흔히 일어난다 자신이 속한 문화와 상이한 문화들을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이해교육은
다문화교육과 유사점을 지닌다 그러나 국제이해교육은 우리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자하는 것이다 반면 다문화교육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심도 있
게 이해하고 재발견하며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이해교육은 지구촌이라는 세계 공동체를 기본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세계 문제의
해결과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반면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한 국가내의 다문화 다
인종화의 경향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공존 원리 모색에 초점을 맞춘다 즉 국
제이해교육은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이해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
된 쟁점 세계 평화와 발전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
과 이로 인한 문제들을 주로 다룬다
이에 비해 세계교육(global education) 또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국가 외부
에 존재하는 국제간 행위 주체에 대한 이해증진과 의사소통이라는 국제이해교육의 목표를 넘어
서 보다 포괄적인 이념을 추구한다 즉 세계교육은 국제이해교육에서 추구했던 국가 간 이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inequality) 세력 불균형 인권 침해
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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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교육
다민족교육(multiethnic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다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
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미국 원주민 그리고 남미계 미국인과 같은 다양
한 문화적 집단 출신의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경험하도록 교육 제도를 재구성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 개혁 운동이었다
년대와 년대에 민족학
의 발달에 영향을 받았으며 민족과 인종 문제에 초점을 두었
다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의 유산과 공헌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주류 문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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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비해 다문화교육
민족 계층 성 언어 등 보다 광범위한 교육적 문제를 다룬다
.

,

,

은 인종

(multicultural education)

,

,

(Grant & Ladson-Billings, 1997: 188-190).

4. 다문화교육의 목표
는 다양한 인종 민족 계층 문화 집단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목표이며 다문화교육의 초점은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 효
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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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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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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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단일민족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교과
서가 서술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민족과 문화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그
과정에 타민족과 외래문화가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는 간과하고 있다 미국 교육과정에서
소수 집단의 문화를 배제했을 때 나타났던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족 중심주의
적 교육과정이 소수 민족 출신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Bank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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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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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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교육의 구성요소
그렇다면 다문화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다문화교육은 복잡하
고 다차원적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다문화교육을 단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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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통합
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나 학문 영역에 등장하
는 주요 개념 원칙 일반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와 집단의 사례와 내용
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식 구성 과정
은 특정 학문 영
역에 내재하는 문화적 가정 관점 편견 등이 지식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을 학생들이 이
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편견 감소
는 학생
들이 보다 긍정적인 인종적․민족적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전략과 관련
되어 있으며 공평한 교수법
은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특징과 이들의
학습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집단 출신의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교수법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
는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사회계층 출신의 학생
.

,

.

Banks(2008)

,

,

,

,

.

,

1)

(content

,

,

.

integration)

,

2)

(knowledge

,

.

4)

(equity

.

(empowering

school

process)

,

,

,

construction

3)

(prejudice

pedagogy)

5)

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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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uction)

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성공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학교의 문화와 구조를
재구조화하려는 것이다
,

.

6. 수업자료의 선정
수업자료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주류 문화의 전통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고정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는 다문화적인
학습 자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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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홉째 편견 차별 제도화된 인종주의 제도화된 성차별주의 사회계층화 등과 같이 한
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

Bank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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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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al.,

1996;

&

Banks,

2004;

Clark

Nieto, 2004).

따라서 교사교육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급에서 가르치게 될 교사를 육성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다문
화교사교육
은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헌신하며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를 육성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미국교원교육인증위원회
는 년 이래 다문화적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정을 교사교육
프로그램 평가 기준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예비교사 및 현직 교사
들이 교수 학습 과정에서 다양성과 평등성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적 학급에
서의 현장 경험과 임상 실습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교사는 교실의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교수전략의 레퍼토리
를 활용하
여 선택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사 교육의 주요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학습 습관 등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레퍼토리
를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레퍼토리를 발달시켰을 때
교사는 다문화학급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각 급 학교 교실내의 다문화적 변화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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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다문화가
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을 발표하고 각 시·도 다문화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세부 사업을
.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

(Guyton

21).

(National

NCAT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

Wesche,

Teacher

2005:

Education:

1978

(NCATE, 2006).

-

.

‘

’(repertoire)

.

,

,

‘

(Clark

et

al.,

’(cultural

repertoire)

1996).

.

,

.

.

,

.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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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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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2

28

,

.

.

.

,

.

.

,

.

.

,

,

,

,

,

,

.

.

2. 다문화교육과 교사 유형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 분류를
사용하였다
은 학급에서 다문화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신념과 실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교사로 구분하였다
첫째 동화주의 교사
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보편적인 진
리이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교사의 목적은 지식을 전수하여 학생들
이 기존의 사회정치적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종종 학생들이 출신 가정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주류 사회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둘째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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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이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음식 의상 등을 전시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셋째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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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g(2005:

.

232-246)

Pang

.

,

(Assimilationist

Teacher)

.

.

.

,

(Human

Relations

Teacher)

.

.

.

,

.

,

(Social

Action

.

,

Teach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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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배려 중심 교사
는 정의 자유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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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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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관점에 기초하여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진술하는 문장을 위 네 목표
에서 각 두 문장씩 추출하여 총 여덟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Caring-centered

(multicultural

Teacher)

society)

,

.

.

.

Pang

,

.

Pang

.

3. 지도상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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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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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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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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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과 학교 교육과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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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학년

과목

교과서 원문 내용

2

생활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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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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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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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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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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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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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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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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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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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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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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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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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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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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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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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교과
재량
활동

활동

활동 내용(예시)

기본교과의
심화 보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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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과목 학습

범교과 학습
창의적
재 량
활 동
자기 주도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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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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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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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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역

중영역
세계는 하나

세계와 우리

다양한 문화

세계인으로서의
예절

환경 문제

세계의 공동
문제와
그 해결 노력

국제기구의 활동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세계 속의 찬란한
우리 문화
세계 속의
우리의 역사
우리 문화의
계속적인
창조와 발전

제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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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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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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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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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영역

초등학교 내용 요소

인권
존중

평화로운
세계

고등학교 내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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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계화와 우리의 삶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 시대의 도전
세계화 반대 움직임
세계는 나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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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갈등과 분쟁
(2)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
(3) 평화의 문화 확산

다문화 이해

세계화
문제

중학교 내용 요소

․

속의 세계화
빛과 그림자
한국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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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의 이해
(2) 끝나지 않는 전쟁
(3) 평화적 질서는 가능할까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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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4)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5) 한반도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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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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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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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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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국제이해
교육

반영 방안
교육
과정

교과서

도덕
사회
실과
체육
미술
영어

국어
도덕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반영 학교급 또는 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중학년

도덕
음악
영어

고학년

사회
음악
영어

반영 정도

중학교

고등
학교

강함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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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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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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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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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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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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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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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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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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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분석 대상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지정
연도

지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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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초교

2007

서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사회 적응력 신장

운영 주제

영 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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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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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개념화 구분

정의/운영중점 과제/다문화교육 영역 및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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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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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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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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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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재량활동 시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 다문화 연구학교의 재량활동 영역 편성․운영 내용
학교
G

D

J

재량활동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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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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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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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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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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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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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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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화 모델
유형/
시간
단기

한국 다문화교육의 유형

관 심

Banks의 다문화교육과정 개혁 모델

소수자 적응교육

동화주의자

주류 중심 모델

소수자 정체성 교육
소수자 공동체 교육

중기
장기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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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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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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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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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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1. 캐나다, 호주,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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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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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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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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 다른 모습 같은 우리 -

김 영 신 (경기도 남양주용신초등학교 교장)

Ⅰ

.

시작하며

국제적 인적 교류의 확대, 국제결혼, 탈북자,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
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다인
종․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및 교육은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나 국제결혼 가정
그리고 새터민 등, 수혜의 대상인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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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
이다.
다문화 교육의 전제는 각 문화의 속성을 이해나는 것이다.
문화는 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문화 요소에 외부 문화의 요소를 융합시키며 발
전해 온 결과이다.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므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문화와 접목시켜 문화
의 다양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의 원천으로 연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시대의 통합의 핵심은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이 일시적인 슬로건이나 유행에 그치
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다문화 교육연구의 틀을 마련하고 필
요한 자료를 꾸준히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교육대상, 다문화가정 관련 협약과 제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교육의 필요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점과 학교교육의 방향 및 이
에 따른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383 -

Ⅱ

.

다문화가정과 교육대상

1. 다문화가정

◦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써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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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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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Ⅲ

.

관련 협약과 제도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과 법안의 내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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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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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도 한국국적을 가진 아동
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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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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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개정 2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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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2009년 10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이 1,164,16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2%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결혼 이주자는 2002년 34,710명에서 2009년 10월말 현재 125,000여명에 달하고 있다.(출처 :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11월)

1. 국제결혼 이주자 증감 현황
연도
인원
증감률
(전년대비, %)

(2009.10.31 현재, 단위 :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10월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99
28.0 28.5 31.4 25.0 17.7 11.0
3.2

2. 국제결혼 가정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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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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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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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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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증감(%) 인원 중 증감(%) 인원 고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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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증감(%)
1,574
1,391 -11.6
1,209 -13.0
1,402 15.9

4. 체류외국인 증감 추세

Ⅴ

.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교육의 필요성

1. 다문화교육 개념과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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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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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통해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의 편견이나 고
정관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가. 광의의 의미 : 민족이나 인종의 개념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적 철학이며 방법 다양
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한 성취기회를 갖도록 개인의 교
육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문화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교육
나. 협의의 의미 : 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을 의미함
1) 미 국 : 1960년대 시민권운동으로부터 생겨남, 교육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2) 프랑스 :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태도형성을 위한
장기간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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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적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줌
나. 사회적 측면 :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함
다. 문화적 측면 :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이 섞임으로서 더욱더 건강하고 새로운 문
화 창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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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문제점

1. 다문화교육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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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교 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다. 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미약
라. 지역단위 역량 결집 미흡
마. 전문적인 지원체제 부재
바.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각종 인권 침해 문제 대두
사.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의 생활로 인한 언어 지체 현상
아.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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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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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국에 대한 긍지 상실
마. 의사소통 능력 부족
바.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낭비하는 경향이 있음
사.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및 배려 부족

Ⅶ

.

학교교육방향 및 교사의 역할

1. 학교교육의 방향

가. 한국어반 운영과 어머니의 모국어(문화) 교육 병행
나. 단일문족의 유수성을 교육하는 교육현장 분위기 탈피
다. 학교 미 진학 및 중도탈락 자녀를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
라. 교사의 관심과 배려
마.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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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로서의 준비

다문화교육은 특정교과, 특정교사가 별도로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수업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와 학교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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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의와 목적의식 갖기
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신념 갖추기
다. 교수 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 갖추기
다. 교사는 학생의 다원화 사회에 대한 발달을 돕는 중요 변인임을 인식하기
라. 다문화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기
마.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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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문화 관련 교육활동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 하기
아.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 갖기
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3. 교사의 역할

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학생들이 탐색을 하고 소극적인 학습보다도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
하여야 한다.
라. 인종적․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공평하기
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학생에게 자신이 견지하는 가치와 태도를 전달해야 한다.
바. 다문화 교육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대하여 다문화 관련 교육활동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인간적 애정 보이기
아. 다문화 교육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하기
자.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거부감이나 역차별의 감정이 발생되지 않도
록 유념하여 지도 함
차. 정규 교육활동 및 방과 후 생활에 함께 할 친구 배려
파. 학생들의 개별성, 독특성,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하기

Ⅸ

.

맺으면서

이제 우리사회는 오천년 이상의 세월동안 ‘단일민족’의 자긍과 폐쇄적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고
정관념의 틀이 뒤바뀌어야 하는 형국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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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는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다
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주의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화시대의 글
로벌 인재 육성의 디딤돌로 삼아 다른 모습․같은 우리가 되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노력과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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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천의지가 필요하며, 이 같은 한국사회의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주
체인 교사들은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 능력을 함양하여 미래의 외교관인 다문화가
정의 자녀들이 글로벌 시대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도할 때 우리
미래는 더 밝아지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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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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시대적, 세계적 흐름 속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처음에는 NGO나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
여성의 인권적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에서도 2006년 '결혼이민
자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인적자
원부에서도 2006년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교원자격연수나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교육
을 교양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 학교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교
육이나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경우에는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학
교의 높은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

학교 다문화교육 실태

1. 학교 다문화교육의 문제점

외국이주민이나 국제결혼 가정이 소수였을 때에는 이주민 등 소수 계층의 다양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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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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짓거나 또는 땜질 처방식 정책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 다음은 2007년 경기도교육청
에서 학교 현장의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과 협조하여 초등학교 고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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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출신국별 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08)
구분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
시아
전국 7,695 4,177 204 2,678 831 295 195 212 115
비율 41% 22.3 1.1 14.3 4.4 1.6 1.0 1.1 0.6

남부 중앙 유럽 기타 계
아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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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0,006
중 국 7,001
베트남 134
일본
976
필리핀 510
몽골
118
캄보디아 *
미국
265
우즈벡
66
기타
936

2002
11,017
7,041
476
959
850
195
*
267
183
1,046

2003
19,214
13,373
1,403
1,242
944
318
19
323
329
1,263

2004
25,594
18,527
2,462
1,224
964
504
72
344
247
1,250

국명
중국
중국
중국

2위
결혼
건수
984
718
842

2005
31,180
20,635
5,822
1,255
997
561
157
285
333
1,135

2006
30,208
14,608
10,131
1,484
1,157
594
394
334
314
1,192

□ 농․어업 종사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자(통계청, 2008. 3)
1위
국명 결혼
건수
2005 베트남 1,535
2006 베트남 2,394
2007 베트남 1,353

비율
53%
68%
43%

비율
34%
20%
27%

3위
결혼
국명
건수
필리핀
198
필리핀
170
캄보디아 484

2007
29,140
14,526
6,611
1,804
1,665
1,531
745
531
377
1,350

비율
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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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출신 국적
일본/중국
85.8
11.9
2.3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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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72.4
25.0
2.6
192

전체
82.6
15.0
2.4
791

구성비
100.0
49.8
22.7
6.2
5.7
5.3
2.6
1.8
1.3
4.6
결혼
총건수
2,885
3,525
3,172

□ 다문화가정 학생의 외국인 부/모에 대한 인식(단위:%)
전혀
아니다
69.1
58.7
5.2
3.3
14.0
7.4
32.7

매우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24.7
4.7
1.5
30.0
8.5
2.8
18.6
45.3
30.9
13.3
42.5
40.9
29.6
36.1
20.3
30.3
44.3
18.0
39.2
19.1
8.9

알고 지내는
혼혈인/외국인 있음
44.0
8.4
47.7

알고 지내는 혼혈인/외국인
없음
31.9
17.7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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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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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성에 대한 인식(단위:%)
구분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움
혼혈인이 증가는 단일민족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 좋지 않음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바람직함

전혀아니다
5.4
6.9
15.3

아니다
19.0
23.2
57.0

그렇다 매우그렇다
50.5
25.1
53.4
16.5
22.7
5.0

다.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의 인식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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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0
2.0
27.5
42.4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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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4
5.3
33.2
38.6
20.6

일반 학생
중학생
5.1
8.9
40.2
36.0
9.7

전체
3.7
7.0
36.5
37.4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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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아존중감(단위:%)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음
구분
다문화 일반학
학생
생
전혀 아니다 3.9
5.7
아니다
32.3
43.3
그렇다
50.9
41.6
매우 그렇다 12.8
9.3

다문화가정학생
37.3
24.1
4.9
3.3
13.0
8.8
8.5
6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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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9.1
22.7
5.4
3.7
13.9
9.7
12.6
1,666명

나는 쓸모있는
다름사람처럼 가치가 좋은 자질과 능력이
사람임
있음
많음
다문화 일반학생 다문화 일반학생 다문화 일반학
학생
학생
학생
생
3.4
4.4
2.1
2.7
3.4
4.1
19.2
30.2
13.2
22.8
27.5
32.5
47.3
43.9
61.9
55.1
52.3
47.8
30.1
21.4
22.8
19.4
16.9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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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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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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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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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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2
26.4
43.0
17.9
3.4

□ 다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단위:명,%)

구분
다문화 교육내용과 범위에 대한 교사의 이해 도모
다문화 교육에 관한 교사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구 보급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
일반 학부모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체

사례수
158
82
205
179
144
565

비율
28.0
14.5
36.3
31.7
25.5

구분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자신의 지식이나 이해 부족
다문화 교육에 관한 교사연수 또는 워크숍 부족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다문화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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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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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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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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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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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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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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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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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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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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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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교육 영역 및 관련 교과
영역
인류의 기원과 나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 찾기

(5차시)

편견과

고정관념

을 넘어서
가족 문화
음식 문화
의복 문화
문화의

종교 문화

다양성
(20차시)

축제 문화
예절 문화

예술 문화

인권과
상호
존중
(5차시)

인간의 존엄성
고정관념과 차별
소수자 인권 보호
인권의 이해와 실
천
세계화의

모습과

사는

문제
미래세계 시민의식
아름다운 사회를

세상

위한 실천방안

더불어

(10차시)
체험 프로그램

소영역
인류의 차이점과 공통점
인간의 권리와 의무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이란?
미래사회와 다문화가정
함께하는 삶, 차별없는 세상
변화하는 가족 제도
세계 각국의 가족 문화
세계 각국의 식생활 문화
아시아 음식의 다양함
세계의 전통 의상
의복을 통해 알 수 있는 문화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
종교 분쟁
새해맞이 풍습
아시아와 세계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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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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
도덕, 사회
국어,

도덕,

사회,

기술/가정

도덕, 사회, 기술/가
정
도덕, 사회
도덕,

사회,

음악,

미술,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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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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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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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

1.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접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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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였다5). 이와는 달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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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과 교수 학습 프로그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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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사회과 및 범교과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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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Ⅳ-1>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목표
구분

지식
기능
태도
•
대한 정체성
문화적 존재로서의
맥락에서 활동하는
• 자문화에
문화적 정체성
확립
정체성 • 문화적
자신과
• 정적
자문화에
대한
타인 이해하기
태도 고양 자부심과 긍
• 타문화에 대한 이해
• 타문화에 대한 관용
•
문화
간
차이
인정
•
다문화
사회
이해
•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 흥미,
•는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
• 다문화적
사회
현실을
이해
관심
방법 민족, 성, 문화, 능력 •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인식 및
하기 위한
지식다양성
제공 인식 • 인종,
다양성 • 국가와
세계의
수용 존중과 관용의 정신
집단
간의
효과적인
사회적
•
문화적인
다양성
•
타문화
기술
•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행위와
함양 대한 편견 불식
비판적 상호작용
사고력 함양
• 타문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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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함께상대주의적
살기 위한태도의
새로운발전능력 • 타인과 타인의 문화에 대한
•
민주주의
원리
터득
존중,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의식이
가치,
태도,
행
•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할
의무
시민성 • 집단
태도
동
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 와
권리를 가진행동책임감 있는 •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
식 이해하기
시민으로서의
과 상대주의적
태도의태도
발전
•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과 능력 • 평화적으로
협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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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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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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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 다문화
다문화적경험주제와 사건 다루기 및 문제 해결
•자문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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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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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Ⅳ-3>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

연구
방법
김갑성(2007) • 외국 물건 전시회
• 외국인 교사가 자국 문화 소개
•
음식축제
미국인학교와 교류(상호 수업참관, 체육 • 국제이해교육 위해 휴일과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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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주변의 소재를 주위의 다른 문화와 • 외국인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
비교
제공
•
역할극
•
외국인한국에
노동자들과의
교류,인적국제결혼을
박정문(2006) • 보다 많은 문화적 경험 제공
통해
거주하고
있는
자원 활용
• 다양한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내용
•
감각적이고
멀티미디어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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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친구
활용
•
지역
행사 참여
외(2007) •
•
학부모
참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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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족
활동
재료들
가지고
놀기
(200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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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예술의
•
예술을
(2004)
중요성 인식시킴

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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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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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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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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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일부에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는 한국사회는 자민족 중심주의에
서 비롯되는 인종주의적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결혼이민자가정자녀들은 외모와 피부색
이 다를지라도 분명 한국인으로 함께 살아가야할 우리국민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 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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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수 학습활동과 생활지도 행동으로 대별된다 교수 학습활동은
학생의 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면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간적인 성숙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지도와 상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

.

.

.

-

.

-

,

.

.

Ⅱ

다문화와 다문화교육

.

1. 다문화의 개념
다문화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가 제도권에서 형성된 문화를 일컫는다 다문화시
대를 형성하게 된 배경은 다문화주의에서 비롯된다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원리가 되는
다문화주의는 년대 카나다나 호주에서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이민 난민 외국근로자 등의 증가에 따라 그 공존정책으로 받아 들였다
세기 한국사회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한 대우 인권 침해 문화적 격차 경제문제 등의 문제야기로 그
들에 대한 보호정책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문화는 한 사회집단의 생활양식 즉 인간이 만든 총체적 환경이다
문화는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변화가 심하다 흑인 유태계 미
국인 일본계 미국인 등과 같은 집단의 문화에 대해 가르칠 때 교사는 이들의 이민 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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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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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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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rtz,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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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기와 사회계층 지역 종교 성 특수성 교육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종남
,

,

,

,

,

(

, 2008).

2. 다문화교육의 개념
오늘날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이제까지 노동력의 수입이나 새로운 복지대상으로서 소외
된 이주근로자나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 국제결혼가정 등의 문제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다
문화교육에서 다름
에 대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점은 모두가 서로 같은 존
재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나 보편적 인권
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교육이 필요하다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
록 피부색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차별
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으로 인정해야 한다 서종남
다문화교육 운동은 년대 미국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시민운동의 산물이다 이처
럼 학내의 인종차별주의에서 비롯되었으나 성차별 계층 간의 차별 장애에 대한 차별주
의로까지 확산되었다
는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문화 민족 성
그리고 사회계층과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 긍정적 문화교류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하는 중요한 목표라고 하였다
다문화교육은 다원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타문화와 인종에 대
한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
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문화집단에 동시에 소속된 개인이 서로 다른 문화집단과도 상호 관련을 맺는 것이다 문
화와 교육은 긴밀한 관련을 가짐으로 다문화교육은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문화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인 동시에 교육내용이 된다 즉 문화의 다양성은 교육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며 다문화에 대한 개방과 상호작용은 교육과 사회전반에서 추구되어
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다문화교육은 교육자체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시장경쟁과도 관계가 있다 현대사
회는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시장의 확대로 다문화적 인재의 육성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타문화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력 그리고 다문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특히 대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글로
벌적 요구에 부응해야하며 이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문화의 장을 펼쳐가며 굳건한 의지와 노동력으로 가정
을 꾸며가는 다문화인들은 어쩌면 우리의 새로운 민족사에 한 획을 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베트남 속담에는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는 땅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언젠가는
황금빛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지금은 비록 작은 씨앗일지
라도 어느 날엔가는 싹을 잘 틔어 부모들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조화시키고 활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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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중 언어를 원활히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적 인재로 육성
되어 이 나라의 동량으로 자라서 세계화의 역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종남
(

2008).

3. 다문화 이론
용광로
이론 주류 문화에의 동화교육
모자이크
이론 바탕은 서구문화
샐러드볼
이론 오늘의 다문화교육 이론
문화생태 이론
는 필자가 새로이 만든 용어로
서
생태계 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 식물 동물 인간 등의 생물체
간 그리고 그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의 균형 관계를 말하듯이
는서
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
한다
1)

(melting-pot)

2)

(mosaic)

3)

(saladb owl)

4)

:

:

:

(T heory

‘ecosystem(

of

Eco-cultures):

)’

.

‘eco-cultures’

‘ecosystem’

,

,

,

‘eco-cultures’

.

Ⅲ

.

한국 다문화가정의 이해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과 이주근로자가정 그리고 새
터민 가정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외국인이주근로자가정은 같은 국적의 사람들끼리 결혼한 가정과 국적이 다른 사람들
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한 가정 등이 있다 이들
은 자신들의 모국의 문화와 정주국인 한국의 문화 등 이중 삼중의 문화 속에 생활하고
있음으로 이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한다 이들의 자녀를 혼혈아 코메리칸 아메리시안
아이노꼬 코메리칸은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혼혈아이고 아이노꼬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아이다 아메리시안은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아이다 코시안
과
의 합성어로서 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웅 소장이 처음 사용하였다
등으로 불러 왔으나 이제는 다문화가정자녀로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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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ASIAN

),

(KOREAN

1996

)

.

2. 다문화가정의 성립 배경
1)

이주근로자가정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의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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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주근로자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이주근로자
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이주근로자 간에 국내에 들어온 후 결혼하여
형성된 이주근로자가정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
족이 국내로 이주한 가정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그 가족 구성원 중에는 아동들도 적지
않다 그 아동들은 대부분이 미등록근로자이다 그러나 이주근로자와 한국인 사이의 아동
도 많다 중국 몽골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남성 또
는 여성 과 결혼한 경우이다
표 외국인 근로자 남녀 성비 지방 행정국 년
.

.

.

,

.

.

,

,

,

)

,

(

.

(

구

-1)

(

분

) 2008

계

남
482,870
(54.2%)
301,556
(33.8%)

891,341
(100%)
437,727
(49.1%)

외국인주민 전체
외국인근로자

여
408,471
(45.8%)
136,171
(15.3%)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명 중 조선족
동남아
중국
남부아시아
몽골
중앙아
순으로 조선족과 동남아 출신이 다수이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명 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조선족의 경우 여성이
명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 행정국
437,727

5.1%,

3.3%,

50.8%,

28.5%,

7.2%,

2.2%

68.9%(301,556

.

)

,

.(

44.6%(99,336

)

, 2008)

결혼이민가정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자본과 상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사람도 활
발히 이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노동력에서의 이주근로자의 여성화
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이 이주근로자의 여성화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성
과 전지구화
및 이주
현상으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
고 있다 그들은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
이면서 아내
어
머니
라는 가족 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혼이민가정은 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에서 시작되었으나 특정 종교단체
의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으로 활성화되었고 그 영향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주도가 되어 외
국여성이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웨딩 대표는 고학력 전문직의 결혼 적령기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택하는 이유를
결혼에 대한 한국여성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졌고 아내의 나
라인 제 세계로 이민을 가 사업하기가 쉬우며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글로벌한 세를 얻
을 수 있고 결혼비용 또한 한국의 분의 로 저렴하다는 등의 장점을 제시했다 여자 인
구 명당 남자 인구 성비가 인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되는
세 남성들의
결혼 적령기가 오면 국제결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본부 로이터 통신 한겨
2)

,

(feminization

migrant workers)

.(Castles

and Miller,

1998 : 9; Kofman,

1999 ; 270)

.

(gender)

(globalization)

(migration)

.

(workers)

(mothers)

(Jones

(wives),

and Pratten 1999 ).

1990

,

.

3

2

,

100

5

2

1

.

112.4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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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례 월 일
11

21

).

표 국제결혼 현황 통계청

(

-2)

(

)

외국인 남편
총
결혼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연도 건수
결혼건수 구성 비율 결혼건수 구성 비율 결혼건수 구성 비율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의 비중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
로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전체 결혼의
가 외국인 여성과 국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년
년
11.1%

,

.

35.9%

.(

2006

2004

11.9%

2005

13.6%

11.4% )

외국인 어머니 가정
여성이 국제결혼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라들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가부장적 문화 그리
고 신부 부족을 외국여성으로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 그리고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
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의 역할도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외국인 아버지 가정
외국인근로자 남성과 결혼한 가정은 그 여성들이 한국생활 전반을 책임지게 되어 중
압감을 느낀다
(1)

.

,

.

(2)

.

(

구

표

-7) 2008

년 국제 결혼 이주자 성비 지방행정국
(

분

계

외국인주민 전체
국적미취득자 국제결혼이주자
국적취득자

혼인귀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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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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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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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이주자는
명으로 그 중 조선족
동남아
중국
일본
대만
순으로 중국 국적자 조선족 포함 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제결혼이주
자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전 지역 증가추세이며 대부분이 여성
이다
102,713

5.8%,

3.3%

,

31.6%,

(

28.2%,

)

,

22.1%,

.

(86.6%)

.

새터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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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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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면 하나원에서 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거기서 퇴소하면 한국의 일반학교로 편입될 수 있다
년대 중반서부터 새터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중 학령기 청소년의 비율
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학령기 ～ 세 에 해당하는 인원은 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 중
만이 취학하였고 일반학교 재학자는 명으로
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정규 학교에서 교육받거나 명
독학
또는 사회 진출 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입국 새터민 수는 년 월 기준으로 총
명이다 이 중 성별로는 까지
남성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반전되면서 여성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현재 남성
여성
또한 증가추세를 보면 년 이후 매년 배씩의 급증세를 보이다가 년
명을 상회하고부터 증가세가 안정화를 보인다 년 명 입국으로 잠시 하락
3

.

.

90

.

(6

20

69.8%

)

997

,

.

432

43.3%

15

(264

(301

,

30.2%)

,

.

26.5%),

.

08

04

13,515

.

‘01

.(

78%)

,

‘98

2

.

Ⅳ

,

.

(‘05

22%,

‘01

1,383

1,000

)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교육부는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민간단
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이주근로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 설치 운영 결혼이민자 교육 및
그 자녀들의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초 중등학교나 평생교육 차원의 각종 지원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서 그들이 균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고 상
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열린 마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인과 일
반인 모두가 상호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
교육은 외부자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의 전환으로 자문화 중심
주의
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 즉 비주류 문화와의 조화로운 상호교류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생활지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언어 문화 인
종 국적이 다양하고 외모가 다를지라도 상호이해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

.

.

.

(ethnocentrism)

,

.

.

,

,

,

.

1. 다문화와 다문화가정자녀
문화는 사회활동의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결실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형성은
상호작용에 기초하므로 문화 간에는 자아개념이 요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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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라는 용어는 인종과 민족그룹 성별 종교 성 취향 등을 포함한다
사실 우리민족은 처음부터 다문화로 출발한다 단군을 이 땅에 있게 한 환웅 역시 외지에서 온 존재이기 때
문이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는 미국과 캐나다 같이 국가 출범 시 부터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공유하며 국가
를 이루거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이 근대화와 세계화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면서 그들과 함께 유입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후자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는 다문화주의 정책과 법률
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서구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외국노동력의 유입과 년대 이후
이주근로자와 결혼이주자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과 같이 서로 다른 인종 끼리 결합된 가정을 뜻한다 오늘날 다양한 다문화가정
의 증가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단일인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한국사회도 단
일문화 내지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일 수 없으며 다양한 인종과 그들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민족국가
또는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다문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순수한 단일민족으로만 구성된 사
회는 지구촌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커플이나 그 이상의 결
합으로 생성된 가족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자녀는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근로자자녀가 있다
이들은 한국문화와 가져온 문화 등 여러 문화를 접하고 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multicultural)

,

,

,

(Dilger, 1994: 50).

.

.

,

,

.

.

1990

.

.

.

,

.

.

.

.

.

2)

다문화가정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제결혼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세의 교육이다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혼혈
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와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자녀교육에 미
치는 몇 가지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경우 언어문제이다 한국어의 습득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음으로 지속
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들이 다문화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협조가 필요하
다 부모의 언어능력은 자녀에게 먾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말보다도 읽기와 쓰기에 문제가 있
다 둘째 부모의 가치관이다 교육열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다를 때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셋째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도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2

.

.

.

,

.

.

.

.

,

.

.

3)

,

,

.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성 정립

자아정체감은 라틴어의
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일한 것이다 또는 본인이 확실하다 등의 의미
를 갖는다 자아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는 심리학의 원리 에서 인지자로서의 자기 즉 경험
적 자기로 구분하였다 자아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
는가에 대한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속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능력 사회적 역할을 융합하여
하나의 자아를 찾으려는 자아통합과정이다 이윤주
자아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자신의 삶에서의 동일성과 연속성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동년배와 가족 이외의 지도자들과 새로운 동일시를 통해서 형성된다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개인 으로서 지각하
identities

.

‘

James

’

(1980)

‘

’

‘

’

.

.

,

,

,

(

,

, 200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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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자기 일관성 내지는 전체감
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변세권
자아정체성은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고 느끼며 새로운 방법
으로 꿈꾸고 계획 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능력을 찾
아내는 것을 뜻한다
자아정체감은
에 의해 소개되고 발전된 개념으로 그는 자아정체성을 타인에 의해 자신이 갖춘
동일성 및 연속성과 부합되는 내적 통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보았다
자아정체성은 환경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아동기에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요소인 가정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어져야 한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지
지가 높은 아동은 친구뿐 아니라 다른 아동들과도 잘 상호작용을 하고 갈등도 수월하게 해소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자아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을 지닐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개의 문화와 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문화적 수용력과 창
조력이 뛰어날 수 있다 세계화시대 부응하는 고급인력인 것이다
(feeling of wholeness)

.(

, 2001)
,

,

,

.

Eri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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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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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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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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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다문화가정자녀 생활지도

1. 생활지도와 다문화생활지도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크게 교수 학습활동과 생활지도로 구분된다 교수 학습활동은 학생의 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간적 성숙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생활지도는 생활지도방법에 다문화
적요소를 접목시킨다
-

.

,

-

.

.

1)

생활지도의 개념 및 목표

생활지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한다는 의미이다 생활지도란 넓게는 개인의
일생동안의 인생목표 좁게는 학교에서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게끔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지적 인격적 제 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해하게끔 해 주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휘 및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서 자신의 자기지도와 자아실현이 가능하게끔 해 주는 일련의 조
력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생활지도 역시 하나의 과정이고 노력이며 학생 개
개인에 관심을 갖고 주위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도적인 지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생활지도의 목표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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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가능한 한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그들이 지닌 여러 자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최대한
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파악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복잡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적절하게 적응하도록
한다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서숙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영구적 터전을 마련하도록 한다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지적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지적인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조화
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학생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사회를 위하여 그 나름대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목표들을 보면 생활지도는 학생들을 도와 각 개인의 자율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

-

.

-

,

,

,

,

.

-

.

.

2. 생활지도의 필요성
현대교육에서 생활지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민주사회는 개인의 인권이 선행되고
전체를 위하여 개인이 무시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민주교육은 개인적 요구가 교육의 목표나
내용 그리고 방법에 구현되어야만 하며 자아실현의 방법으로 생활지도를 요구한다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신장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는 최대한으로 부여해야하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곧 생
활지도이다
.

.

,

,

.

,

.

3. 생활지도의 영역
생활지도는 원래 직업지도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학생개인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학생에서 수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학업지도
학업지도는 교육적 측면의 지도로서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학업부진아의 효과적인 학습방법
지도 학습동기 유발 방법 등이 포함한다
.

,

.

▶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크게 진학지도와 직업지도로 나눈다 이는 학생의 적성 능력 흥미 주위 환경적 조건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이나 직업의 세계 계획 준비 적응을 돕는 활동이다
▶ 인성지도
인성지도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심리적 인성적 발달과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 건강지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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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도에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관계되는 문제를 지도하는 활동이다
신체적 장애에 대한 상담 심한 불안 노이로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정신위생 및 정
신건강 교육이 포함된다
▶ 여가지도
여가지도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과활동 이외에 개인의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도록 돕는 지도를 말한
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
다
▶ 사회성지도
사회성지도는 사회의 충실한 구성원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교유관계 가족관계의 수립과 유지를 위한
여러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 가족관계지도
부모 또는 형제 자매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비롯한 가정생활에서의 적응문제를 지도하는 것이 가
족관계지도이다
※ 가정폭력은 가장 가까운 혈육이나 가족들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아프고 때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묻혀지기도 한다 따라서 그 피해의 상처는 더욱 깊고 심각할 수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며 반
드시 그 원인과 요인을 찾아내어 치유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부모의 가정생활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

,

,

,

.

.
.

,

,

.

,

.

.

,

,

.

.

.

4.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학부모의 네트워크 구축지도
국제 결혼한 어머니의 경우에 대인관계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녀들의 대인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녀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내의 사회적 지지
망의 형성이 필요하다
,

.

.

Ⅵ

.

다문화가정자녀 상담

1. 다문화상담과 개인상담
다문화상담은 일반상담에서 기대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다문화상담
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
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개인적 정체감
이 뚜렷한
사람은 타인의 정체감에 대해서도 이해도 높듯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이 명확한 상담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상이성은 그들의 의식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상담과는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내담자의 상담 목표가
무엇이며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담기법이 적합한가를 내담자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충
.

(cultural identity)

.

.

(ego-identity)

(Pedersen, 1990).

(Corey, 1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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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그들의 심리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모국
의 물리적 환경 등을 활용하여 감정을 표출시키게 하고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위한 여러 관
련기관이나 단체들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
담자 간의 공감과 이해 그리고 신뢰감인 라포의 형성이 중요해진다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이 심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거나 증상의 뿌리가 된 심적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자주성을 중시하는 통찰지향적인 심리치료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서
구의 앵글로 색슨계는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이나 아시아계와 남아메리카 아프로아메리칸은 다르다 그들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에 맞추어 상담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자는 단순
히 언어를 축어적으로 통역 할뿐만 아니라 내담자 언어의 문화적 뉘앙스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때 내담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는 통역자에게도 부여된다 또한 상담 중에는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현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언어장벽
게다가 문화적인 이해가 따르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단상담은 생활상의 문제해결 즉 대인관계적 차원의 성장을 도와준다 따라서 집단상담은 내담
자의 관심사인 다양한 생활경험을 다룸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
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상담을 통해 생활상의 적응과 인격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집단상담의 전문상담자는 개인상담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인간의 성격 및 집단 역동에 대한 폭넓
고 깊은 이해 그리고 타인과의 정확한 의사 및 감정 소통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집단상담에서는
집단원 각자의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태도인 감정과 반응이 집중적으로 탐색 명료화 수
정됨으로써 그 결과가 확인되는 절차와 과정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생활지
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

,

.

(Stropes-Roe & Cochran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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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2. 다문화교육과 집단상담
집단상담은 생활상의 문제해결 즉 대인관계적 차원의 성장을 도와준다 따라서 집단상담
은 내담자의 관심사인 다양한 생활경험을 다룸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
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상담을 통해 생활상의 적응과 인격적 성
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집단상담의 전문상담자는 개인상담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인간의 성격 및 집단 역동에 대
한 폭넓고 깊은 이해 그리고 타인과의 정확한 의사 및 감정 소통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집단상담에서는 집단 원 각자의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태도인 감정과 반응이
집중적으로 탐색 명료화 수정됨으로써 그 결과가 확인되는 절차와 과정들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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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상담의 목표

집단상담의 목표는 ①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해 인격적 성장을 이
루고 ② 개인관심사와 생활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터
득함으로써 ③ 집단생활 능력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집단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대화에서 공감적 경청자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다문화가정자녀의 생활지도에 부합될 수 있다
,

,

,

.

.

2)

집단상담 시간

집단상담의 적절한 시간의 양은 집단 원들의 연령이나 모임의 종류 크기 및 모임의 빈도
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한 회기의 길이는 참여자들이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과 그 회기의 주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또
한 참여자들의 집중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 내지 시간 반 정도
가 좋으나 아동의 경우는 분 정도가 적당하다 학교에서는 학교의 수업 시간의 길이와
일치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

.

.

.

,

1

20-40

1

.

.

3.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교사자신도 특정한 문화의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아동을 이해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신념을 갖고 교사 자신이
아동들을 위한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교
육환경을 조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해야 한다
.

.

,

.

1)

생활지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상담과 생활지도는 전문상담교사만의 임무는 아니다 담임교사는 담임으로서
의 학급관리를 통해 교과교사는 수업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과 이외의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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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고 있다 이런 교육은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교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
재적 교육과정 이라고 한다 때문에 상담과 생활지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

’

.

.

긍정적 인간관
생활지도의 철학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잠재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다 이는 인간과 사회
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철학이다 부정적 측면을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부정적 요
소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긍정적 요소를 키우고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개인 집단
사회는 자체적으로 문제 갈등 고통을 감소시키는 경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간
관이 상담자와 생활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
(1)

.

.

.

,

,

,

,

.

끊임없는 자기발전
상담자와 생활지도자들은 자기발전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에게는 발전 성장 변화를 요구하
면서 자신은 정체되어 있다면 이는 모순으로서 학생지도를 저해한다 자기변혁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
교사로부터 학생들은 자기변혁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2)

.

,

,

.

.

학교조직 및 제도와의 협력
학교상담과 생활지도는 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학교라는 제도적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다 물론 담당교사에게 재량권이 주어지지만 제도적 조직적 틀을 무시한 채로 학교상담이나 생활지
도에 임하려는 교사가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장의 방침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정
책과 행정절차 등에도 주위를 기우려야 한다
(3)

,

.

,

.

,

,

.

2)

상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다문화상담은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평행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특성상 집단상담이 더 효과적
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상담은 한 사람이나 그 이상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상담활동이며
개인상담은 상담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상담활동을 말한다
집단상담은 개인상담에 비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반응을 즉각적으로 시도해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에 관한 경험을 가지는데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집단
원들과 지도자가 같은 공간에서 갖게 되는 서로의 신체적 근접성은 상호간의 정서적 만족과 대인관
계를 보다 수월하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개인상담과는 달리 집단상담은 참여자들이 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참여자 자신도 상
대를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집단의 분위기가 이해적이고 상호 수용적일 때 도움을 주
.

.

.

,

.

.

.

.

.

,

- 442 -

고받는 호혜관계가 잘 이루진다
집단상담자는 개인상담에서보다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집단상담자는 집단 원 개개인의 말
과 행동에 세심한 관심을 두고 적절히 반응해야 하고 한 사람의 집단원이 다른 집단 원들과 집단 전
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관찰해야 한다
.

.

,

.

집단의 구성 및 유지
집단지도자는 집단의 발달단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집단을 구성하여 지속시켜야 한다 집단지
도자가 집단 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 원들과의 관계에서 순수성과 긍정적 관심을 유지해야
하고 공감적 이해의 표현 등을 집단장면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1)

.

.

집단 분위기의 조성
집단상담에서는 집단 전체 혹은 집단 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한 신뢰롭고 수용적인 분위기
가 집단원의 태도 및 행동 변화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집단 지도자는 이런 바람직한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여 집단 원들이 적극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집단 내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집단원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논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

.

,

.

집단 규범의 설정 및 예시
집단 상담에서는 표현의 정직성과 자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집단 원들의 언행에 대해 규범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의 응집성이 피상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

.

.

Ⅶ

.

맺는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차
이를 인정하고 협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부에
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는다 이는 동일한
민족 언어 문화로 이루어진 단일민족국가라는 인식과 공통의 가치관에서 기인하는 것이
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의 단일문화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주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다문화사회에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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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아동기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과 교
육활동 및 자료 교육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적 자질 육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
사의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다문화상담은 개인상담에 비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반응을 즉
시적으로 시도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집단상담이 더 효과적이고 편리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에 관한 경험을 가지는데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집단 원들과 지도자가
같은 공간에서 갖게 되는 서로의 신체적 근접성은 상호간의 정서적 만족과 대인관계를
보다 수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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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즉 그들 주변 환경간의 끝없는 상호
작용 또는 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는 선생님 또래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가 미
치는 영향들을 간과하지 말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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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의 이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
강사 양성과정 경기도 수원시 지원 경희대학교
서종남
변화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방법 충남다문화교육센
터 교원연수 집 충남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서종남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가정에서의 다문화교육 방안 경기도 천마초등학
교
서종남
다문화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정의 첫 번째 만남 경기도 고양시건강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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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네스코
제 회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문화발전에 대한 교육의 공헌 쪽 §
문화다양성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 선언
비교 문화 정책에 관한 멕시코시 선언에 명
시된 정의 문화 정책에 관한 세계 회의에서 채택 멕시코시
문화는 사회 혹은 사회단
체를 특징지우는 명백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특징들의 완전한 복합체이다 그
것은 예술이나 문학뿐 아니라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리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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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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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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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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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을 위한 초등 교수학습과정안(초등)
Ⅰ

손 소 연 (원일초 교사)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의의와 요소7)

1. 교수학습 과정안의 의의

수업설계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사는 구체적인 교수학급과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교수학습 과정안, 즉 수업계획안(lesson plan)이란 구체적인 수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의 목표, 진행방법, 구체적인 내용, 학습자료, 평가방법 등을 계획하여 미리 서술한
것으로 수업을 위한 일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함
으로써 수업을 미리 계획하여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안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수학습 과정안 역시 수업의 종류, 목표, 성격, 교사
의 전문적 판단 등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
목, 목표, 학습방법, 학습자료, 시간별로 제시된 학습활동, 그리고 평가방법 등이 수업지도
안에 나타나 있어야 수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교수학습 과정안의 요소
가. 도입단계

1) 선행학습 상황확인 : 이전 학년이나 특정 과목에서의 관련 내용 학습 상황을 확인
한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출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 동기유발 : 본시 다문화 수업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나 간단한 활동을 제시한다. 동기유발이 단순한 흥미로 그치지 않도록 학습목
표 및 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3) 학습목표제시 : 본시 수업의 의의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학습목표는 내용
요소와 행동목표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이 늘어
나는 원인을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와 특수성을 인정하고 존
중한다.등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7) 설규주(2009). 「2009년 초․중등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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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개단계

1) 수업의 구조화 : 교수학습 과정안에는 수업의 얼개가 구조화되어 있어야 한다. 구
조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서사적인 구조화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
절되지 않고 일정한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둘째, 영역별, 단계별 구조
화로서 내용 영역이나 활동단계에 따라 어느 정도 독자적인 성격을 띠는 하위 영
역, 하위 단계를 여럿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업의 목표와 맥락에 따라 선
택하거나 조합할 수 있다.
2) 학습 자료 제시 : 교수학습 과정안에는 수업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가 제시되는 것
이 좋다.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활동지, 교사가 보여주는 사진이나 신문 자료, 인터
넷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주소와 주요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교수학습
과정안을 직접 활용하는 교사는 물론 제 3자가 보았을 때도 수업의 전체적인 얼개
와 세부적인 내용을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다. 정리단계

정리단계에는 일반적으로 학습정리와 평가가 포함된다. 학습정리는 교사가 설명한 내
용,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 등에 대한 요약, 정리, 확
인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에서는 학습한 내용에 대한 형성평가, 수업 의의에 대
한 평가, 학습과정에 대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등이 가능하다.

Ⅱ

.

좋은 수업을 위한 고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대상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주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방법
 동화주의인가? 또는 다문화주의인가?


많은 교사들이 재미있는 다문화수업, 생각하고 실천하는 다문화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
려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나 역시 현장에 있는 교사로 수업을 계획하다보면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수업 주제와 내용, 방법과 평가가 굉장히 달라야 함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나는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의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담임교사를 4년째 하고 있
다. 내가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담임교사를 하기 전에는 일반학급(일반 한국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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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국제결혼가정 학생 포함 일반학급, 영어전담 등의 담임을 했었다. 외국인과 함께 하
는 문화교실수업(CCAP)도 일반 한국 학생대상인가, 모친이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 학생
대상인가에 따라 수업의 도입과 전개를 다르게 했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의 담
임인 지금은 [일반 한국 학생 대상인가 / 국제결혼가정 학생을 포함한 학급인가 / 한국에
서 태어난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한국 학생들이 있는 학급인가 / 중도입국을 한 외국인근
로자 자녀와 한국 학생들이 있는 학급인가 / 외국인근로자 자녀들만 있는 학급인가]에 따
라 수업설계를 달리하고 있다.
요즘엔 [다문화 열풍]이라서 그런지 내가 진행해 온 수업들이 [동화주의적 관점이냐?
다문화주의적 관점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한다. 학교 현장은 이론가들처럼 동화주의
나 다문화주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수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누구를 대
상에 수업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 일정부분의
동화주의가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또래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한 바
있기 때문이다.

Ⅲ

.

원일초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의 사례

내가 담임하는 학급에는 러시아, 몽골, 미국,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중국,
콩고에서 온 9개국 15명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모임에 가서 나
는 특별학급의 담임교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은 으레 그거 뭐하는 학급입
니까? 애들이 장애가 심합니까?하고 되묻곤 한다. 애들이 장애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좀 힘들어합니다.하면
애들은 어느 나라 말로 가르칩니까?하는 질문이 꼭 뒤따른다. 그러면 나는 우리
교실 만국공통어는 한국어입니다.하고 웃으며 대답하곤 한다.
나는 2006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의 담임교사로서 생활적응
(도덕+사회), 언어적응(한국어+외국어), 교과적응(수학+과학) 등의 영역을 지도하고 있다.
영역을 구분해서 말하고 보니 꽤 거창한 것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다보니 거의 영아기 수준의 음성언어부터 가르치고 있다. 한
국학교 입학초기 특별학급 학생들에겐 유치원 교육과정도 너무 수준이 높아 어렵게 느껴
질 때가 많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담임교사로서 내가 가장 신경을 쓰는
학습과정은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과정과 외국인근로자 자녀들과 생활하
고 있는 일반 협력학급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체험교실을 위한 교수학
습과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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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과정안
교

과

언어적응(말하기․듣기․쓰기 영역:2/5차시)

일시

대

상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학생들(13명)

학습주제

동물 이름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학습목표

가. 동물 이름을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나. 동물에 대해 묻고 대답할 수 있다.
다.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2009.05.12

수업형태 수준별 소집단, 개별화

교수학습자료 [교사]그림자료, 실물화상기, [아동]연필, 빙고놀이판(글씨, 그림, 글씨+그림), 학습지
사전과제
단계
및
형태

도입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낱말익히기
교 수 - 학 습 활 동

학습
과정

교 사 활 동

동기

◉ 인사하기

유발

•

◉ 학습문제 확인하기

목표
확인

•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
요? 칠판을 보세요.

활동

◉ 학습목표 제시하기

하기

◆ 한국어로 인사하기

◆ 학습문제 알아보기

자료(#)
및
유의점(*)

3´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 - 한국어 : 안녕하세요?
러 오신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전자칠판 자료 준비
◉ 배운 낱말 확인하기
- 개, 고양이, 다람쥐, 돼지, 말, 소,
• 지난 시간에 배운 낱말을 알 토끼, 거북이, 닭, 병아리, 나비,
아봅시다.
벌

학습

안내

예상되는 학생활동

시
간

# 칠판자
료

1´

동물이름을 한국어로 배우자.

3´ * 공부할
내용 재
확인
• 오늘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 - 지구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칠판을 보세요.
오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샤○
* 동영상
제시하
○, 윤○○ 촬영 동영상을 감상)
고 학습
문제 보
￭ 같은 동물 찾기
조칠판
￭ 동물 빙고놀이하기
에 게시
￭ 이것은 무엇일까요?
◆ 동영상 보기

[활동1] ◉ [짝 맞추기] 놀이
◆ 같은 동물 찾아보기
동 물 찾 • 번호와 동물이름을 말해 봅시 - ①다람쥐, ⑫다람쥐
기
다. 같은 동물을 찾아보세요. - ②병아리, ⑧병아리

5´ # 실물화
상기 및
그림카
드

- ⑦벌, ⑨벌
[활동2] ◉ [동물] 수준별 빙고놀이
전개

8´ # 수준별
◆ 그림․글자 빙고놀이 제공
빙고놀
동물 빙 • 빙고놀이를 하여봅시다. 세 - 일○○○, 뤼○, 알○, 마○
이판
마리 동물을 연달아 떼냅니 ◆ 그림 빙고놀이 제공(낱말 발음과
고놀이
다. 가로, 세로, 대각선 등
이미지 연결자료)
두 줄을 먼저 만들면 이기 - 무○○, 요○, 너○, 스○○, 알○
는 놀이입니다.
◆ 글자 빙고놀이 제공
- 윤○○, 어○○, 슬○○,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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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형태

자료(#)
및
교 사 활 동
예상되는 학생활동
유의점(*)
* 문화차
[활동3] ◉ [이것은 무엇일까요?] 동 ◆ [이것은 무엇일까요?] 동물 표
물 표현하기 활동 안내
현하기 활동
15´ 이로 낯
이 것 은
선 사람
무 엇 일 • 한국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 - A조(윤○○, 샤○○, 슬○○, 어
들이 많
까요?
하여 설명하고 어떤 동물인
○○) : ①한국 사람이 종이컵 속
으면 긴
지 설명해 봅시다.
에서 문제지를 뽑는다. ②문장을
장하므
한국 사람에게 읽어준다. ③한국
로 자연
사람이 말한 답을 답지에 적는
스럽게
다.
이야기
- B조(알○, 마○, 일○○○, 뤼○)
할
수
: ①한국 사람이 종이컵 속에서
있는 분
문제지를 뽑는다. ②그림과 글자
위기 조
를 보고 한국 사람에게 어떤 동
성 요구
물인지 표현한다. ③한국 사람이
됨
말한 답에 동그라미 한다.
* B조→C
조→A조
- C조(무○○, 알○○, 요○, 너○,
의 순서
스○○) : ①한국 사람이 종이컵
전개
로 활동
속에서 문제지를 뽑는다. ②그림
을
한
과 글자를 보고 한국 사람에게
다.
어떤 동물인지 표현한다. ③한국
사람이 말한 답을 답지에 적는
다.
교 수 - 학 습 활 동

학습
과정

시
간

◉ [이것은 무엇일까요?] 동 - 활동이 모두 끝난 학생은 학습
지에 문제지를 붙여서 제출한다.
물 인형 이름 맞추기
• 동물인형의 이름을 알아봅 ◆ 동물인형 이름 맞추기
- B조 : 동물인형을 보고 이름에
동그라미 한다.

시다.
◉ [이것은 무엇일까요?] 동
물 그림과 글자 연결하기

- A조, C조 : 동물인형을 보고 동
물의 이름을 학습지에 쓴다.

◆ 그림과 글자 연결하기
• 그림과 글자를 연결하여 봅
- 학습지의 동물그림과 글자를 연
시다.
결한다.

정리

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 학습내용 정리활동
◆ 정리활동
5´
• 활동결과를 발표해 봅시다. - 다리가 (4)개이고, (멍멍) 짖는
것은 (개)입니다.
• 활동이 재미있었습니까?
- 예.
◉ 다음 시간에는 동물이름 - 아니오.(질문하기가 쑥스럽고, 어
려웠던 학생의 경우)
쓰기에 대하여 배우겠습니
다.
◆ 한국어로 감사 인사하기
-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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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 A조→C
조→B조
의 순서
로 활동
을
한
다.
* 남은 시
간에 완
성한다.

2. 한국 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함께 하는 다문화체험 교수학습 과정안
가. 다문화 자원인사와 함께 하는 교수학습 과정안
교

과

재 량

대

상

4학년 5반(일반학생 35명, 다무화가정 학생 1명)

학습주제
학습목표
교수학습자료
사전과제
단계
및
형태

도입

학습
과정

3/3

수업형태 자원인사초빙 협력학습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기
•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교사] 동영상자료, 실물화상기, VTR, TV
[아동] 우즈베키스탄 수집 자료, 사인펜, 색연필 등
우즈베키스탄과 관련하여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 등의 기사 읽어보기
교 수 - 학 습 활 동
교 사 활 동

예상되는 학생활동

동기

◉ 문화교실수업 소개

유발

• 오늘은 아자맛 선생님과 - 예
함께 우즈베키스탄문화 - 모두 주의 깊게 바라본다.
교실수업을 하겠습니다.

학습

◉ 학습문제 확인하기

목표

• 오늘 무엇에 대하여 공 - 다 같이 소리 내어 읽는다.
부할지 함께 읽어 보겠
습니다.

확인

전개

차시

자료(#)
및
유의점(*)

◆ 소개 내용 듣기

◆ 학습문제 알아보기

우즈베키스탄 선생님과 함께
우즈베키스탄문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활동1] ◉ 자원인사 소개
우 즈 베 • 아자맛 선생님을 박수로
키 스 탄 환영할까요?
의 인사
◉ 우즈베키스탄 자원인사
말 배우
의 인사
기
•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
베키스탄에서 온 아자맛
(Azamat Aliakbar)이라
고 합니다.

시
간

◆ 자원인사 환영

1´

* 학습문
1´
제 칠판
게시

1´

- 환영합니다.
◆ 자원인사 소개 듣기

5´ * 한국 어
린이들
- 안녕하세요?
이 예의
- 영어소개를 듣는다. 한국인 통역
를 지켜
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다.
행동할
- 인사말을 듣는다.
수 있도
록 사전
◉ 우즈베키스탄의 인사말 ◆ 우즈베키스탄 인사말 배우기
에 지도
•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 샬롬(Salom)
한다.
- A: 아살롬 알라이쿰(assalomu
하는 인사말 배우기
alaykum)
- B: 알라이쿰
assalom)

아살롬(valaykum

- 아자맛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 우
즈베키스탄 말로 묻고 대답하는 인
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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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형태

교 수 - 학 습 활 동
학습
과정

교 사 활 동
◉ 대한민국의 상징

시
간

예상되는 학생활동
일 반 아 동
◆ 대한민국의 국기

• 태극기와 비교하여 우즈 - 대한민국의
베키스탄의
색깔 알기

태극기의

모양과

자료(#)
및
유의점(*)

2´ # PPT자료
태극기

- 교실 정면의 태극기 보며 확인
하기
5´ # PPT자료
우즈베키
• 우즈베키스탄을 상징하 - 우즈베키스탄 국기 및 색깔 의
스탄 국
는 국기에 대하여 안내
미 배우기
기
하기
- 파워포인트 자료 보기
3´ # 프로젝션
[활동2] ◉ 우즈베키스탄의 국토 ◆ 우즈베키스탄의 국토 알아보기
우즈베키 소개
TV
- 대한민국과의 상대적인 크기
스 탄 의 • 우즈베키스탄의 국토와
알아보기
#실물화상
국 토 와 계절 안내
기
- 우즈베키스탄의 계절 알아보기
△△△의
# 컴퓨터
- 사막과 사람들의 복장 알아보기
고향
3´ # 춤동작관
◉ △△△의 고향 소개
◆ 사마르칸트에 대하여 배우기
◉ 우즈베키스탄의 상징

◆ 우즈베키스탄의 국기

련 동영
상자료

• 사마르칸트의 도시모습 - TV화면을 보면서 △△△의 고
과 풍경
향인 사마르칸트의 도시 모습
과 유적을 알아보기.
- 대한민국의 도시와 비슷한 점
과 다른 점을 찾아 비교하며
시청하기

전개

[활동3] ◉ 우즈베키스탄의 음식
◆ 자료 보며 내용 이해하기
5´
우즈베키 •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의 주식인
스 탄 의 주식으로 먹는 빵에 대
논(Non)에 대한 설명듣기
예절
하여 소개하기
-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음식문
화 : 기름지게 먹는 습관 알아
보기
◉ 우즈베키스탄의 예절

◆ 발표 및 체험하기

• 한국 사람들이 어른께 - 한국 사람들이 어른께 물건을
물건 드리는 예절과 차
드릴 때 예절 발표하기
를 드릴 때 예절 소개하 - 한국 사람들이 어른께 차를 대
기
접할 때 예절 발표하기
•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어른께 물
어른께 물건 드리는 예
건 드릴 때 예절 알아보기
절과 차를 드릴 때 예절
-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어른께
소개하기
차를 대접할 때 예절 알아보기
- 아자맛 선생님과 함께 차를 권
하는 동작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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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PPT자료

단계
및
형태

교 수 - 학 습 활 동
학습
과정

예상되는 학생활동

교 사 활 동

시
간

일 반 아 동

[활동3] ◉ 우즈베키스탄의 음식체 ◆ 우즈베키스탄 음식 체험하기
우즈베키 험
- 우즈베키스탄의 주식인 논(Non)
스 탄 의 • 우즈베키스탄의 주식인
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차 바이
예절
논(Non)과 바이제 차 체
제와 함께 시식하기
험하기
- 원래의 모양과 자른 모양 비교
하기

5´

- 음식의 특징을 생각하며 시식
하고 학습지에 기록하기

자료(#)
및
유의점(*)
# 우즈베키
스탄의 논
(Non) 4
개 접시
4개, 종
이컵 50
개, 따뜻
한 물, 바
이제 1통

◉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체 - 왕에게 독약이 든 술을 진상하
는 장면 연극하기
험
• 우즈베키스탄의 왕의 서
거장면 연극하기
학습

◉ 질문하기

내용
정리

•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우즈베
궁금한 내용 질문받기
키스탄자원인사에게 질문하기

하기

◉ 퀴즈
• 배운 내용 질문하기
◉ 차시예고

정리

•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
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
즈베키스탄신문 만들기
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인사
• 오늘 수업을 맡아주신
아자맛 선생님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
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예절 배우기

◆ 궁금했던 내용 알아보기

5´

◆ 퀴즈 맞추기
- 퀴즈 듣고 대답하기
◆ 차시예고

1´

- 다음 시간 활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는다.
◆ 인사하기
-

오늘 배운 우즈베키스탄어로
끝인사를 한다.

- 고맙습니다.
- 안녕히 가세요.

▲ 우즈베키스탄 왕의 서거 연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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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일반 한국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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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시

2008년

장

3 학년 3 반 교실

소

6월

10일(화)

수업자

인천 ○○초 교사

대

상

3학년 3반 학생

교

과

재량, 사회

차

시

1-2/2(80‘)

학습주제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학습목표

다른 나라 사람과도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와 다른 친구에 대하여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단 계
도입

동기
유발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7′ ♣ppt자료

◈ 나라 알아맞히기
▶ 각기 다른 4장의 사진을 보여 주며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지,
어느 나라인지를 물어본다.
▶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함께 살고 있음
을 생각해 본다.

학습목표
제시

1. 다른 나라 사람과도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나와 다른 친구에 대하여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
도를 기를 수 있다.

학습활동 ◈ 학습 안내하기
안내
▶ 학습 순서 및 내용 파악하기
(활동1) 같은 나라 사람끼리만 가족일까요?
(활동2) 우리 마음을 열어요.

탐색1
전개

◈ 학습 활동하기
27‘
▶ (활동1) 같은 나라 사람끼리만 가족일까요?
‘
￭ 가족사진을 보며 자기 가족을 소개한다.
- 아빠는 어느 사람 사람인가요?
- 엄마는 어는 사람인가요?
- 가족이 모두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가족사진
￭ 다문화 가족사진을 보여준다.
- 이 사진 속의 가족을 살펴봅시다.
- 같은 나라 사람들일까요?
- 다른 사람들이란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 다른 사람끼리 구성된 가족을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
눈다.
￭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결혼하여 구성된 가족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눈다.
-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면 어
떨까요?
- 어떤 점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 모둠의 의견을 발표한다.
-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 사람끼리 결혼하여
♣토의활동
이룬 가족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같음을 이
야기 나눈다.
포스트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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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화상

단 계
탐색2

교수․학습 활동
▶ (활동2) 우리 마음을 열어요

시
간

38‘ ♣kbs드라

￭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다문화
가정이 있었음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 시청을 통하여 느낀 점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문화 가

문제해결

마
대왕세종
동영상자

￭ 다문화 가정의 인터뷰한 장면을 함께 시청한다.

전개

자료♣ 및
유의점※

료
♣인터뷰

정에 대하여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다.

장면(동영

- 동영상을 보고난 후 알게 된 점이나 생각한 점, 느낀

상)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 다문화 가정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본다.
￭ 사랑의 나무에 붙여본다.

배운
내용
정리
정리

Ⅴ

.

※완성된 나무
는 교실에 전
시해 놓음으로
써 아동의 생
각을 오래 동
안 유지한다.

◈정리하기
8‘
▶ 친구가 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알기
￭ 다문화 가정 자녀와 친구가 되는 다양한 방법을 들어봅
시다.
￭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팔을 높이 들어 ○를 만
들어 봅시다.
- 겉모습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나요?
-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도 서로 도와가며 친하게 지
낼 수 있나요?
- 부모님이 외국 사람인 친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나
요?

유의점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은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학생 개개인이 가
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의식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의식을 전환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생(相生)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변화하게 하는 수업이 좋은 수
업일 것이다. 교사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 후에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또 다른 편견을 갖게 되었는지, 교사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수업은 아니었는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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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학습자를 배려한 수업이었는가를 세밀히 평가하고 다음 수업에 반영하기를 당부하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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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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µ
교수 - 학습 활동
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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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µ
시 자료
및
교수활동(핵심발문 및 활동)
학습활동(예상답변 및 활동) 간 유의점☊
살펴보기
역할극 봐요
내용 파악하기
◉역할극 소개
◉역할극 소개
5
○우리 친구들의 역할극 감상
-사회를 맡은 000입니다.
○역할극의 내용은 우리 반의 다문 -사라를 맡은 000입니다.
µ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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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µ학습지
○역할극을 본 후 이야기 완성하기 -공란에 알맞은 줄거리 적기
1번
○학습지 ‘1’번 합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후 소문이 남
○줄거리를 확인 합니다.
◉궁리하기
◉학습지 ‘2’번 하기(개인활동) 4 µ학습지
○질문하기 위한 내용 정합니다. -‘사라’에게 할 질문 정하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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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3분 시연
활동 ‘되어보기’
(경찰과의
② ○종 4번 치면대화)
모둠활동을 멈추고
앞쪽을 향하여 앉는다.

대화 나누기

◉‘되어보기’활동(모둠활동)
4 µ배역
가면
-모둠별 사회, 경찰관 정하기
-사회 역할 주도로 되어보기 활
동
(주인공과 질문․대답하기 활
동)
-사회: 경찰에게 질문해 주세요.
되어
-S1: 경찰관 아저씨는 왜....
보기
◉‘되어보기’(Hot Sitting) 2
◉‘되어보기’활동(전체 활동) 5 µ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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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들어주세요.
③
-사라에게 질문을 시작하되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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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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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현장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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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 순 (양지초등학교)

Ⅰ

.

마음열기

최근 들어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선 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문화교
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보편화 되어가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 31일
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장 우리 학급에도
하나, 둘 다문화가정 자녀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
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문화교육 우
수사례를 돌아보며 그 고민과 해결의 실마리를 학생교육, 학생상담 그리고 교육환경 측면
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Ⅱ

.

다문화교육의 실제

1. 다문화수업 유형

가. 재량활동 (범 교과, 창의적 재량활동)
나. 교과내 재구성(도덕, 사회, 국어 등)
다. 체험학습

2. 실제 수업에서의 다문화교육 목표

가. 학생의 정체성 함양
나. 학생이 속한 크고 작은 사회에서의 다양성 인식
다. 평등․정의에 대한 개념인식
라. 세계 시민성 함양
마.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한 문화 창조성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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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목표에 따른 세부 내용
구분
정체성

세부 내용
∙문화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인 이해하기
∙타문화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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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위한 새로운 능력과 상대주의적 태도의 발전
민주 시민성 ∙함께
∙사회정의를 위해 일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행동
문화 창조성 ∙미래 사회를 위한 새 문화 창조능력 신장

4.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가. 통합교육: 다양한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내용을 통합하여 교과교육 시 연계하
여 가르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나. 개별학습: 수업의 초점을 학생 개인에 두고 가급적 모든 학생이 교수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 학습속도, 요구 등을 고려한 교수방법 및 절차, 자료의 선
택, 평가 등을 실천하는 수업이다.
다. 협동학습: 구체적인 학습상황에서 학습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소집단 학습방법으로, 구성원 모두가 상호의존적 작용을 통해 집단에 부여
된 학습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여 그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유용한 학습효과를 습
득하게 하는 학습방법이다.
라. 체험학습: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
다. 최근에는 가정과 이웃, 일과 놀이, 시장, 도서관, 대중매체 등 일상적인 삶의 현
장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태도, 가치, 기술, 지식을 획득하는 무형식 학습으로
학교 또는 지역행사 참여, 유네스코 문화교실(CCAP), 외국인과의 접촉과 교류, 학
부모 참여교육,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캠프활동 등이 체험학습에 해당된다.
마. 토론학습: 학생들이 다문화적 공통관심사 및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
고 대화를 통해 상호 검토하는 방법이다.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의 습득보다는 고등
사고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 준비와 계획이 부족
하거나,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부족할 경우 의도하였던 성과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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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언어적 수단 학습: ICT활용, 심리역할극, 미술, 음악, 체육활동, 시뮬레이션, 요리
를 활용한 교육이다.

5.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의 평가방법
1) 다문화 가치 인식에 평가
2) 학생 특성을 고려한 평가
3) 실천도 평가
4)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국 문화 요소 반영
5) 과정 중심 평가
6) 학생의 언어 수준 고려
7) 개인의 면담 통한 진전도 평가
8) 절대평가
9) 자기평가
10) 분담별 평가
11) 모국어 사전 사용 허용
12) 모국어 활용

6. 학년별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3학년 1학기)-예시

(강원 봉의초의 사례-2009 다문화교육 우수사례집)

교과
국어

단 원

학습주제 및 내용

넷째-2. 또 다 겪은 일과 관련지으며

(읽기) 른 내가 되어 이야기 읽기
2. 계절에 따
사회

라

달라지는

생활
과학

도덕

미술
음악
영어

5. 날씨와 우
리 생활

‘진주를 품은 조개’ 지문과
관련하여 진주로 유명한 필리
핀에 대해 알아보기

관련 영역
문화 이해
(다양성)

계절에 따른 옷차림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나 문화 간의 이해
음식 알아보기

라의 옷차림과 음식 알아보기 (다양성)

오늘의 날씨 관찰하기

2. 내 일은 내 각자 맡은 일을 실천
가 하기

다문화 관련지도 내용

해 보기

세계 여러 나라의 현재 날씨
알아보기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성
실하게 해 낸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찾기

문화 간의 이해
다양성(세계의 인
물)

3. 여러 가지 10색 상환에 대해 알 여러 나라 국기에 쓰인 여러 다양성(국기), 문
색

아보기

4. 소풍
3.

미뉴에트 감상하기

가지 색의 의미를 알아보기
기

Happy 선물줄 때 하는 말 듣 세계 여러 나라의 생일 축하

Birthday.

고 이해하기

화간의 이해

동양과 서양의 춤곡 비교해 보 문화간의 이해

해 말 들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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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문화간의 이해

7. 가. 교수-학습 과정안(강원 봉의초의 사례-2009 다문화교육 우수사례집)
교 과

재량활동 (범 교과)

학습주제
학습목표

우리 고유의 여러 가지 단위

영역
학습과정

국어,수학

▸우리 고유의 여러 가지 단위를 알아보고 그 단위를 익힐 수 있다.
▸화폐 단위 비교를 통해 나라마다 고유의 단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방법
다문화

관련교과 및 단원

개별학습
문화이해, 다양성

도입
◊학습
목표
제시
◊활동1

초등 저학년

▸교사-노래 CD, 활동지, 모형돈, 길이 재
학습자료 는 도구들, 환율 사이트
▸학생-활동지, 색연필, 모형돈

학습요소
◊동기
유발

학습 대상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코끼리’ 노래 부르기
-신나게 코끼리 노래를 율동과 함께 부르고 가사 중 ▸노래 CD
에서 단위 찾아보기
-자신이 알고 있는 우리 고유의 단위 말해보기
▸공부할 문제 확인
우리 고유의 여러 가지 단위를 알아보고 그 단위를
힐 수 있다.
▸무게 단위 알아보기
-개,개비,권,마리,명,방,벌,살 등의 기본 무게 단위 ▸활동지(1-4)
알아보기
-구,군데,냥,닢,모,분,뼘,손 등의 심화 무게 단위

▸모형돈,그림카드

알아보기
-그림카드를 이용해 시장놀이를 하면서 무게 단위

▸길이재기 도구

익히기
◊활동2
전개

▸길이 단위 알아보기
-치,자,보,장,길의 길이 단위 알아보기
-치,자,보 등의 길이 도구를 활용한 길이 재어보기
▸단위 활용하기
-빙고 게임을 하면서 단위 활용하기

▸빙고게임지
◊◊활동3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 단위 비교하기
다문화
-환율 사이트를 활용하여 세계 여러 나라마다 화폐 ▸환율사이트:
단위가 있고 서로 다음을 알고 비교해 보기
(예, 일본-엔, 미국-달러, 중국-위안, 필리핀-페소 등)

정리

▸정리하기
◊ 마 음 다 -수업 소감 발표하기
▸차시예고
지기
-우리 고유의 단위와 계량화된 단위를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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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b.co.kr

나. 교수-학습 과정안 - 예시
교 과

(교과재량)

학습주제
학습목표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

시수

1/1

▸지구촌에는 다양한 문화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학습방법
준비물

사 회

개별학습

학습 대상

초등 6학년

▸교사-PPT자료, 세계 지도, 사진자료, 학습지
▸학생-세계 지도, 발표자료, 학습지

학습과정 학습요소

◊동기
유발

학습 활동
▸음식 사진 보며 이야기 나누기
∘우리가 좋아하는 외식메뉴 이야기하기

자료 및
유의점
▸음식 사진

-삼겹살, 쌀국수, 피자, 자장면 등
∘다양한 메뉴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나오게 된 이유는?

도입

-이 음식들이 온 나라는?
◊학습
목표
제시

▸공부할 문제 확인

지구촌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조 사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모습에 대한 조사 내용 발표
발표
∘각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기(총5모둠: PPT, 사진, 역할극 등)

▸학생들의 발표
자료

-조사 대상국: 영국, 인도, 중국, 케냐, 미국

전개

-각국의 역사,종교,날씨,음식,의복, 특별한 관습 등

▸조사 대상국은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및 학습지 작성하기

미리 교사와 상의

-우리 문화와 각 나라 문화의 다른 점 알아보기

하여 각 대륙별로

- 나라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른 이유 생각해보기

1개국씩

-다섯 나라의 공통점 생각해 보기

사전에 과제를 안

정하고

내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대할 때의 바른 태도 알아보기
◊ 생 각
나누기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 어떤 ▸문화의 다양성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발표하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우
리의 생각과 태도 되돌아보기

정리

◊마음다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식사 습
지기
관에 대한 편견은 없었나?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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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다른
모둠
발표
를 잘 경청
하도
록 지도한다.

다. 교수-학습 과정안 - 예시(충남 여자중학교의 사례-2009 다문화교육 우수사례집)
다문화 영역

반편견 교육

차시 및 시간

1 / 1
(45분)

1. 국제결혼가정이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이해한다.
2. 특정 집단의 차별과 편견이 옳지 않음을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자료

활동지, PPT, DVD 등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수업모형

토의‧토론

참고 자료

․『연화(蓮花), 호아렌』
․ ⓔ지식채널-피부색

과
단계

정

교 수 ‧ 학 습 활 동

학습내용

교 수 활 동

학 습 활 동

학습환경

∘ 밝게 인사하고 학습 준비

• 인사를 한 후 수업 준비를

조

상태를 점검한다.

한다.

성

자료(※) 및
유의점(☆)

☞ 지난 시간 배운 ‘다문화
전시학습
확

인

교육’의 뜻과 ‘다문화교육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보
고 왜 학교에서 ‘다문화교

•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상기 ※ PPT
하여 자유롭게 발표한다.

육’이 필요한지 질문한다.

도
입
(5‘)

☞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동기유발

생각으로 고민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말해본다.

학습목표
제

시

• 각자의 경험을 자유롭게 발
표한다.

∘ 본시 학습목표 제시

• 본시학습 목표 인지

∘ ‘샤방 샤방 샤랄라’

• 애니메이션을 시청한다.

전

영상자료

☞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제

개

시청

작한 인권애니메이션을 시

(35‘)

(전체활동)

청하고 활동지에 생각을 정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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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서

※ DVD

과
단계

정

교 수 ‧ 학 습 활 동

학습내용

자료(※)및

교 수 활 동

학 습 활 동

∘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 결혼이주여성은 우리나라
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 모둠활동을 통하여 활동지
내용을 토론하다.

☞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인은 어떤 나라에서 왔나
요?

유의점(☆)

☞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
께 생활해 나가야 할 공동체 구성원
임을 이해시킨다.
※ 활동지1

☞ 그들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활동1
(모둠활동)

※ PPT

☞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교사가 순
회를 하며 학
생들의 모둠활
동의 이해를
돕는다.

☞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
에 살면 무엇이 불편할까
요?
☞ 왜 농촌에 결혼이주여성
이 더 많나요?
☞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
면 그 아이들은 외국 사람인
가요?
∘ ‘은진이에게 응원이 메시지

• 은진이에게 편지를 쓴다.

전하기’
활동2
(개별활동)

☞ 영상 소감문을 편지의 형
식으로

표현하게

※ 활동지2

함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
고 협동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정

학습활동

리

정

리

(5‘)

∘ 에니메이션의 내용을 바탕

• 겉모습이나 생활방식이 달라

으로 국제결혼가정이 공동체

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

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

를 길러야 함을 강조한다.

하고 협동해야 함을 강조한

• 두 나라를 품은 은진이는 가능

다.
차시예고

∘ 차시 학습 예고

성도 두 배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 차시 학습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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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 샤방 샤랄라’

학생 활동지 ‘편지쓰기’

학생 활동지 ‘포스터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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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상자료를 활용한 다문화수업(충남 여자중학교의 사례-2009 다문화교육 우수사례집)
가. 영상매체 목록

순서 활용 자료

1
2
3
4
5
6

별별이야기1
별별이야기2

다섯 개의 시선
여섯 개의 시선1
여섯 개의 시선2
EBS ⓔ지식채널

내용

비고

제작

동물농장, 사람이 되어라, 낮잠, 육다골대녀, 애니메이션 국가인권
그 여자네 집, 자전거 여행
위원회
세 번째 소원, 아이가 생겼어요, 샤방샤방샤랄라, 〃
〃
메리 골라스마스, 아주까리, 거짓말
남자니까 아시잖아요, 배낭을 멘 소년, 고마운
사람,
단편영화 〃
언니가 이해하셔야 해요, ‘종로, 겨울’
잠수왕 무하마드, 험난한 인생, 당신과 나 사이
〃
〃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신비한 영어 나
라,
〃
〃
그녀의 무게, 대륙횡단
피부색, 태극기, 북극의 나누크 등
5분 영상 EBS

※영상자료 요청방법: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인권교육센터(오른쪽 상단)-알림마당
-136 국가인권위 제작 인권영화 DVD 신청안내-양식다운-이메일 전송

나. 주제별 참고자료 목록
순서

1

2

3

4

5

주 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우

외모 지상주의

반편견 수업

제

목

자전거 여행

샤방샤방 샤랄라

낮잠

육다골대녀

인종차별

참고자료
-다섯 개의 시선<종로,겨울>
-여섯 개의 시선1<잠수왕 무하마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국경없는 마을」
-「악어 클럽」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연화(連花), 호아렌」
-ⓔ지식채널-피부색
-별별이야기2 <세 번째 소원>
-다섯 개의 시선2 <대륙횡단>
-ⓔ지식채널-어느 퇴근길
-「오체불만족」
- 영화<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
- 여섯 개의 시선2<그녀의 무게>
- 별별이야기2-메리 골라스마스
-

ⓔ지식채널
여섯 개의 시선1<험난한 인생>
베네통 광고
차별에 관한 check-list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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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서활동을 통한 다문화수업

-유용한 사이트 : www.ollybolly.org
-도서목록 예시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1

뜨레풀 책놀이. 5: 말놀이 음식
다문화(전3권)

편집부

동심

2

가슴으로 낳았대요

임희옥 글 ; 서연희 그림

아이코리아

3

교사를 위한 아동권리협약

임희옥 글 ; 황유리 그림

아이코리아

4

내 동무 정찬이

임희옥 글 ; 서선정 그림

아이코리아

5

내게 만약 엄마 아빠가 있다면

임희옥 글 ; 에스더 그림

아이코리아

6

모두 일곱명

임희옥 글 ; 임부미 그림

아이코리아

7

예슬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임희옥 글 ; 김충식 그림

아이코리아

8

우리 엄빠

임희옥 글 ; 전효훈 그림

아이코리아

9

니하오 중국쿵후소년 장비

손요

한솔수북

김영희

한솔수북

송혜진, 이대연

한솔수북

이소영

한솔수북

13
14
15
16

신짜오 베트남 태권팥쥐와
베트콩쥐
우정의 섬 일로일로
쑤어쓰데이 캄보디아 내 이름은
쏘카
센 베토 몽골 으라차차 바야르
사라 버스를 타다
우리 엄마는 여자 블랑카
외갓집에 가고 싶어요

서해경
위리엄밀러글/존 워드그림
원유순 저/원유미 그림
정길연 글 이정아 그림

17

태권팥쥐와 베트공쥐

김영희 글 김정연 그림

한솔수북
사계절
중앙출판사
가교
전국다문화가족사업
지원단

18

내 이름은 쏘카

이소영 글 이남지 그림

한솔수북

19

으라차차 바야르

미셀 바야르 글/신현정 그림

큰북작은북

20

인종 이야기를 해볼까?

사계절

21

정말 그런 인종이 있을까

22

차별 싫어요!

23

까만 아기양

줄리어스 레스터글/카렌
바버 그림
실비아 론칼리아 저/ 채윤경
역
플로랑스 뒤떼이 저/앙리
펠네르 그림
엘리자베스 쇼
글그림/유동환 옮김

푸른그림책

24

피양랭면집 명옥이

원유순 글, 최정인 그림

웅진주니어

25

손짓, 그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

이노미 저

바이북스

26

마부하이 필리핀, 우정의 섬
일로일로

송혜진,이대연 글

전국다문화가족사업
지원단

27

한국을 알고 싶어요

서광석

생각나눔

28

최고는 내안에 있어

이성자 글, 손재수 그림

은하수

29

만들면서 배우는 세계의 다문화

알렛N. 브래먼 저

시그마프래스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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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사
푸른숲

10. 체험학습 활동 예시 (교외)
순서

프로그램명

내 용

실시학교명

-지역문화 이해하기
1

풍물시장 체험

-5일장이란?

강원 봉의초

-장날에 거래되는 물건
2

도자기 만들기

-컵,액자,목걸이 등
-영화관 이용하는 방법

3

영화 관람

-한국의 정서 알기
-문화체험

4

박물관

-시대별 변천과정
-역사적 유물 알기
-주택전시관

5

프랑스마을

-셍텍쥐베리 기념관
-오르골 하우스 -코스프레
-게르 체험

6

몽골촌 체험

-몽골의 식생활 모습
-몽골의 의생활 체험

7

전철타고 여행하기 -전철을 스스로 타고 여행하는법 알기

8

향교 탐방

-지역의 향교 탐방

9

영어마을

-영어마을에 가서 영어랑 친해지기

10

봉사활동

-섬김의 집 등을 찾아가 봉사

11

전통 문화 체험 캠프

12

에버랜드

13

한국 민속촌

14

수도권 견학

-청원 오박사 마을: 우마차 타기 등
체험
-에버랜드 축제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생활모습 알기
-서울의 창덕궁,경복궁, 베트남 대사관
등
-부모님 나라 언어교실

15

무지개 주말학교

-어머니 한글교실
-세계 음식의 날 등

16

숲 체험 교실

17

가족사랑 캠프

18

외국인과 함께하는
CCAP

안산 원일초

부천 교사동아리
(무지개)

-자연과 어울려 사는 환경 알기
-청소년 수련원에서 만들기,어울림
마당, 전통놀이 체험
-다문화 이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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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장평초

11. 체험학습 활동 예시 (교내)
순서

1

프로그램명
모국어 유지를 위한
이중언어교실

내 용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이중언어교실 운영

2

만화그리기

3

판소리

4

한지공예

-시계 만들기

5

염색하기

-손수건 염색

6

월드 패션쇼

-한지로 다양한 나라 옷 만들기

7

솟대 만들기

-마을의 안녕과 풍년 기원

8

음식만들기

9

만화감상

10

어울림 노래교실

11

한마음 축제

12

탈 만들기

13

한글교육

14

전통예절 교실

15

학부모 상담 교실

16

다문화 전시회

17

아버지 교육

18
19
20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봉사동아리
화문석 공예체험

-이중언어강사
:다문화가정부모
활용(안산 원일초)

-다문화 주제 만화그리기

봉의초

-우리가락 익히기

봉의초

-배추김치 만들기
-여러나라 음식만들기
-다문화 에니메이션 감상
-여러나라 동요 배우기

충북 청원 미원초

-다문화 운동회
-전통 탈 만들고 놀이하기
-이야기와 함께 하는 한글교육
-노래를 통한 한글교실
-우리 전통예절 교육
-전문강사 초빙
-학예회시 다문화 코너 마련
-다문화가정 아버지 교육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교사간 결연식

천안 미라초

-화문석 공예

인천 대월초

카페를 통한 자녀교육 -자녀교육 정보 제공 및 학교교육
정보 공유

실시학교명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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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흥초

순서

프로그램명

내 용

21

편지쓰기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간 편지쓰기

22

사이버 가정학습

23

24

다문화교육 강사
초청수업
자녀와 함께하는
방과후 교육

-학부모 지원센터에 한국어 익힘이
프로그램 신설하여 체크
-중국, 베트남 등 다문화 강사 초빙
수업

실시학교명

천안 미라초

인천 대월초

(의상체험, 음식, 집구조 설명 등)
-다문화가정 학부모 명예교사로 초빙

25

세계의 집 모형 만들기 -세계 여러나라 집모형 만들기

26

여러나라 국기 그리기 -국기 그려서 전시하기
-다문화이해 글짓기, 포스터, 광고지,
표어 꾸미기
-전통의상 그리기
-스크랩하기

27

다문화 주간 행사활동

-음식 만들기
-안내책자 만들기

강원 봉의초

-관광신문 만들기
-독서체험 활동(책갈피 만들기, 책표
지 꾸미기, 엽서쓰기, 책광고, 독후신
문 만들기 등)
28

다문화 인사말

29

다문화 UCC 만들기

30

여러나라 민속무용
대회

31

관광지 탐구

32

한국 음악 체험교실

33

선생님 댁 1박 2일

34

기초.기본 학습지도

35

다문화 가정문집

36

4개 국어로 된
학교안내 책자 보급

-각국의 인사말 배우기
-다문화주제로 UCC만들기
-세계 여러나라 민속무용 대회
-세계 여러나라 관광지 탐구
-사물놀이 익히기
-선생님댁에서 한국예절 배우며
추억만들기
-대학생 멘토링 지도
-다문화 가정 아동, 학부모, 담당교사
주관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해 리플릿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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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원일초
인천 대월초
충북 청원 미원초
〃

12. 다문화 환경구성의 예
가. 교실환경
학년 수준

주요 테마

1학년

-여러 나라 친구들(그리기)

2학년

-지구촌 한가족 모두 친구에요

3학년

-세계는 하나 마음도 하나

4학년

-함께하는 다문화 세상

5학년

-우리는 하나

6학년

-세계로 미래로

비

고

-교실 뒤 벽면을
활용한

다문화이

해 환경판 설치
-교육활동 결과물
게시

나. 복도 환경

Ⅲ

.

순 서

학년 수준

주요 테마

1

공통

-세계의 지리 및 기후

2

공통

-세계의 상징(국기,국화,국조,수도)

3

1학년

-세계의 예술(전래동요,그림,민속춤)

4

2학년

-세계의 축제 및 특산품

5

3학년

-세계의 관광지

6

4학년

-세계의 명절 및 풍습(민속놀이)

7

5학년

-세계의 역사 및 인물

8

6학년

-세계의 의식주

맺으며

비

다문화교육 활동을 해 오면서 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이해하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아동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이 모든
활동들이 다문화가정 소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나가는 창조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연락처: 010-2839-5791, hyunsoon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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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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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연 만 명에
이르러 한국 인구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도에
만 이 되어 다문화사
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
을 말하는 데 이렇게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이루며 한국사회에 새롭게 유입된 대표적
인 구성원은 국제 결혼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이다
국제결혼의 비중은 년도에
로 쌍 중 쌍이 국제결혼이며 결혼이민자가
년
명으로 보고되었다 년 월 경기도내 국제결혼 현황은 총 명으
로 전국
명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아내가 이고 외국
인 남편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년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이주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에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부터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한 연변처녀와 농촌총각 결혼사
업과 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이 이주노동자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국제
결혼이 급증하였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만 명에서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자국 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이주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
리나라 노동력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현상과 저출
산 등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탈북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불리는 새터민은 약 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한 사회 내에 다양
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에서는 한국이 단
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한
국 정부는 다른 국가 출신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고 권
고하였으며 하인스 워드를 통해 혼혈인의 인권이 부각되면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다문화교육
은 우리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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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0

2%

2020

5%(250

)

.

,

,

.

2006

2007

11.9%

110,362

.

36,204

10

2009

1

,

5

22%

8,123

,

79%

,

.8)

21%

1990

.

1992

.

34

68

.

1990

.

3D

.

1

.

.

CERD(

)

,

‘

,

.

(multi-cultural

education)

.

(

)

,

8) 박한영기자. 2009/08/11. 경기조은뉴스
- 505 -

하고 수용하는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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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재량활동 주제로 다문화교육이 포
함되어 있어서 다문화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커졌다
(understanding)

(tolerance)

,

,

,

.

,

,

.

,

,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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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헌법 제 조 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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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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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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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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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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3.

다문화교육
이란 용어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두된 것으
로 아직 개념이 뚜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문민정부가 시작되고 세계화가 강조되었으
며 이것이 국제이해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다 다문화교육은 한 집단 또
는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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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다문화 능력의 개발 방법으로 개인의 가치관 형성
기초지식의 습득 적용 방법의 터득으로 요약된다
고 하였다
국제이해교육은 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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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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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국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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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차 교육과정이 도입
되면서 여개의 재량활동 과목에 국제이해교육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네
스코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의 교육 운동으로 다문화이해 세계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의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의식
을 가진 지구촌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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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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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현덕,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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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중심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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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의 대학입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침 시 이전에 등교하여 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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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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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8%

.

8

10

,

.

.

.

.

.

1)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중심 다문화교육의 구현
교과활동시간의 활용
① 연구수업의 활용

(1)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연구 시행 예시 양지고등학교

<

연번 과목
1 영어
2 사회
3 일본어
4 사회

대상
2학년
2학년
2학년
1학년

(

)>

수업내용
Teaching tolerance through survey method
이슬람 문화의 특색
다문화 관련 수업연구
세계의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② 동료장학의 활용
순번

30
31
32
(2)

실시 시기
(월,일)

9/6
9/10
9/21

대상자

장학유형

주제(과목)

장학 담당자

○○○ 동료장학 통일국가 수립운동 ○○○
․
○○○ 동료장학 한국윤리
○○○
서양윤리
○○○ 수업연구 한국 속의 외국문화 ○○○

특별활동 시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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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회과
〃
〃

① 자치활동 시간의 활용
② 적응활동 시간의 활용

적응활동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예시 창원 안남중학교

<

내용
개나리 (인성실천노트)
차시
1
2
3
4
5
6
7

실시
일자
4.4

(

대상
전교생

방침
적응활동 시간(14시간)에 운영

활동주제

활동내용
▪ ‘크레용의 신나는 파티’ 영상매체 감상활동

4.18
5.9
6.13
7.4
7.18

▪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이해하기
▪ 차별에 관한 체크리스트
▪ 함께 하는 우리
▪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될 것”
▪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문화 이해

③ 계발활동 시간의 활용
④ 행사활동 시간의 활용

행사활동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예시 창원 안남중학교

<

대상
전교생
추진절차

추진내용

)>

(

)>

내용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문화

관련기관

문화

문화

보고서

체험활동

협조공문

체험활동

체험활동

작성

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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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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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일자
12(토)
14(수)
15(목)
6(금)
11(목)
24(금)
연중

재량활동 시간의 활용
①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의 활용

(3)

영 역

소영역

창의적 재량활동에 시행한 다문화교육 사례 예시 양지고등학교

<

주

(

제

)>

학습내용

다문화 체험 활동

세계 음식 만들기
세계의 음식문화
다문화란?
세계의 의생활문화
반편견
종교
평등
다문화 문화체험 활동

범교과 영역 다문화 교육 다문화 학습활동
다문화 교육 외부활동

2) 다문화교육 시행 시의 유의점

가 다문화교육은 교육과정 외의 행사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교육과
정 운영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용 프로그
램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차 교
육과정에서는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실현 방안에 대한 모색
이 필요하다
나 다문화교육 시행은 아직 초기이며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전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문화교육 방
안을 효율적으로 확립하여 미래사회가 직면하게 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수립해야 한다
다 다문화교육은 체험활동이 효율적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용에는 재정적인 문제
가 요구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
다
라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인 위치 및 특성과 학생 구
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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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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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수업의 실제

1) 통합적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다양성과 평등이다
는 다문화 능력 함
양은 기초 지식 습득 가치관 형성 적용방법 터득의 단계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
다 이는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문
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먼저 선행된 후 이를 토대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야하고 이러한 기반위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교육에 대해
는 년 동안의 다문화교육을 개념화하여 다문화교
육의 제 차원을 내용통합 지식 구성 과정 편견감소 평등한 교수법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문화와 사회구조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내용 통합은 교사들이 교과나
학문 영역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원칙 일반화 이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화
및 집단의 사례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학습지도안은 통합
교과적인 내용이 적합하다
.

-

Meyer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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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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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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박선종(2008).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이해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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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효율적이다

.

게임학습
① 종이찢기 게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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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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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종이에 자신과 타인의 장
점이나 단점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쓰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과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다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데 목적
이 있다
월드뮤직 감상
제 세계 음악인
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다양
한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World Music의 예>
11)

(1)

1)

2)

.

:

.

.

.

12)

(2)
3

World

Music

,

.

국가

우리나라
아프리카
포르투갈
뉴질랜드
벨기에

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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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왕자
산천초목
섬집아기. 등대지기
Cabo Verde Manda Mantenha
Malaika
Barco Negro
Po Ata Rau
Hoea Ra
Pokarekare Ana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11) 고상준(에듀플랜 대표)가 고안한 게임입니다.
12) 김찬호(성공회 교수)로부터 연수받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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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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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연가’라는 제목의 노래이다. 이는 6.25
Pokarekare Ana 사변
때 우리나라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사가 알려준 마오리송이다.
벨기에의 디바로 통하는 Dana Winner가 불렀으며 장대한 아프리
카를 배경으로 개성이 강한 두 남녀의 사랑과 삶을 다룬 영화 "아웃
Stay with me 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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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인권

DVD

감상

다문화 작품제작 및 지도
과목
미술
미술
음악
음악

<미술과 음악 수업 사례 예시(양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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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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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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적용한 학습지도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PBL

.

구성주의
료타르
에 의해 제시된 포스트모더니즘을 추구하는 학습 방법으로 구성
주의의 교수 학습 모형은 인지적 도제이론 상황적 학습이론 인지적 유연성 이론 문제중
심학습 등이 있다 문제중심학습
은 의과대학 교수인
라
는 교수에 의해 여 년 전에 의과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의 구조는 팀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
로 구성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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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yotard,

1984)

-

,

.

,

(Problem-based

,

Learning)

20

Barrows

.

PBL

(Self-Directed

Learning

PBL

,

,

.

.

.

① 통합적 창의적 재량학습 지도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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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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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들어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인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주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에 노동력이 유입되었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한 연변처녀와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통해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이 이주노동자로 대거 유입
되기 시작하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1990

,

.

1992

.

<어느 국제결혼정보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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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금상(2008).미디어에 나타난 결혼이민가정 사례연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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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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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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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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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5,594
1,224
18,527
334
964
2,462
326
318
504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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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에 비해 년도에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은 총
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에 집중되고 있어서 여성의 노동량이 많은 것과
교육에서 제외되거나 교육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

.

2005

,

2006

.

28%

,

.

.

국제결혼하기
◆ 이야기 하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통혼례가 열렸다
지난 일부터 양주시 소재 양주 별산대놀이
마당에서 시작한
양주세계민속극축제
에서 국내팀 해외팀 부대행사 등이 별산대
놀이마당 풍류마당 열린마당과 숲속 극장
에서 수 십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국내 작품
으로는 양주 별산대놀이와 상여회다지 공연
이 관란객의 관심을 끌었으며 다문화 가정
을 위한 전통혼례도 성황리에 끝마쳤다 사
진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통혼례 장면이
.

3

'2008

,

,

'

,

,

.

,

.

다

.

이용남기자【양주 뉴시스】
=

◆ 이야기 둘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이 열렸다 일 오
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복지
재단 다문화 사랑 한마음 결혼식 에서 쌍
의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년 월 일
.

'KT

2008

23

&G

'

20

.

.20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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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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제
구분

.

국제결혼이 증가해야 한다.
찬성

반대

상대비판
나의반박
토론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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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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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다 이것은 의
식적인 것으로서 과정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지 단시일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단체가 설립되고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라는 범주를 정하고 전체국민 중에서 다문화가정을
분리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또 하나의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조사하고 그 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
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현
실이 점검되어서 학생의 입장이 반드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과 삶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교수학습지도안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과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과 아울러 다문화와 관련된 지역사회 기
관 다문화교육 전문기관인 경기도다문화센터 유네스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교과연구
회나 학회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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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수업 사례와 지도방법(중등)
정 은 진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Ⅰ

머리말

.

세기 한국사회는 가속화되는 지구촌의 세계화․정보화로의 진행과 저 출산 고
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자의 국내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으로 인해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를 살아
가야 하는 우리의 인식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가정 학교 사회 각 집단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적으로 동참하며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 중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이 그 출발점이라는 생각에 다문화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적 관점
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실천 방안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1

,

.

,

.

,

,

.

.

Ⅱ

.

다문화교육의 이해적 접근

교수 학습과정은 교육과정 학생 교사라는 세 가지 구성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문화교육은 정부차원의 교육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그에 맞는 다문화
교육과정이 수립 운영되어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사를 매개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학습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의 성공적인 실천과
완성도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진 다문화 역량을 갖춘 교사
의 양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실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
천 방법에 도움이 되고자 개괄적 이해차원의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에 대해 먼
저 살펴본 뒤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방향과 실천적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

.

.

.

1.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교육은 년대 미국사회의 소수 인종집단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의 산물로 주요 목표는 공적분배 주택 고용 교육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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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김용신
재인용 이후 문화복수주의와
문화다원주의라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민국가로 형성된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발전한 교육이념이다
대표적인 다문화교육학자인 뱅크스
가 정의한 다문화교육은 커리큘럼
과 교육제도의 재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운동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
에 속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며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
과 상호작용 협상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공동체 건설에 초점을 두는 것 모경환 최충옥 김명정 임정수 공역
으로 한 국가 내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인종 집단 간 상호인정 이해 공존의식
을 함양한 다문화역량을 가진 시민 양성교육이 다문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Banks

& Banks, eds. 2007;

,

2009,

).

,

,

,

.

(Banks,

2008)

,

,

(

2008)

,

,

,

,

,

.

2. 다문화교육의 목표

다문화교육 목표로 뱅크스 는 인종 종족 계층 젠더 종교 지역 문화적 정체성
의 상호 인정과 존중을 토대로 민주적 공동체적 시민생활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켄달
은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사회
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설정하였고 람시
는 자기 존중과 긍
정적 자아 정체성 함양을 출발목표로 집단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을 중간 목표로 정
의로운 민주사회로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성공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김용신
재인용
우리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분단 상황에서 필요한 논리인 단일성과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간 정교한 균형을 이룬 다문화시민 양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7)

,

(Kendall, 1983)

,

(Ramsey, 1987)

,

,

(

, 2009,

).

.

3. 다문화교육의 내용

베넷 은 형평교수법 교육과정개혁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 다문화능력 등 가
지 요소의 상호작용 차원으로 구성하였고 뱅크스 는 내용통합 지식구성과정
형평교수법 편견감소 학교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 등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티드와 티드
는 자존 공감 형평을 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하
였는데 이때 자존은 학습자의 자아 존중감이고 공감은 협동학습을 통하여 발현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이며 형평은 교실생활과 학습과정에서 교사에 의해서 시도되는
다문화주의의 수업 전략적 접근을 의미한다
우리의 다문화교육내용은 대부분 소수자 적응과 정체성 함양에 관한 것이었으나
개정교육에서는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증진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도입될
예정이다 김용신
재인용
(2007)

,

,

,

,

,

(2008)

,

4

,

5

,

.

(Tiedt & Tiedt, 2005)

,

.

2007

(

, 2009,

).

4. 학교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가정자녀 가운데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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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현재 교과부조사

에 따르면
명으로 전년 대비 가량 증가하였고 같은 해 행안부자료에 의
하면 취학 전 국제결혼가정자녀 세 세 의 수가 이미
명에 이르고 있어 년
후인 년에 이들이 모두 취학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문화가정자녀의 취학률은
년 대비 배의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이는 앞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이 엄청난 수준으로 심화되며 이들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교
육지원문제가 시급하고 절실한 학교교육의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원진숙
특히 경기도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다문화가정이 생활하고 있다 년
현재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자녀의 수는 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고 전체학생 대비
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
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경기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로 이는 초등학교는 다문화교육이 현실적 과제로 중 고등
학교는 예견된 필요성으로 이에 대비한 학교 별 다문화역량 조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20,180

38%

(0

-6

,

)

33,140

6

2014

2008

2.6

(

.

, 2009).

. 2009

5,729

133%

0.31%

.

78.9%,

, 2009)

14.3%,

6.8%(

,

,

,

.

Ⅲ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

1.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 방향

년 발표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의 주요 화두는 세계화 였다 세계화교육의
일환으로 국제이해교육이 부각되어 년에 고시된 제 차 교육과정에 만들어 가는 교
육과정 구현이라는 취지로 재량활동시간이 도입되어 국제이해교육 실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재량 활동은 크게 교과재량활동 필수교과인 기본교과를 심화 보충하는 학습을 하
거나 선택교과를 학교나 학생이 선택하여 학습하는 활동 과 창의적재량활동 범교
과학습과 자기주도적학습으로 전개되는데 국제이해교육은 범교과학습의 개 항목
중 하나의 활동으로 예시됨 으로 나누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
조난심
재인용
년 월 일에 제 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는데
이 개정안은 세계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더욱 부각되어 초 중 고의 국어 도덕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교과교육과정에 타문화 이해와 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표를 반영하고 년도부터 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
발 보급하기로 하였고 개 범교과 학습주제 중 일부로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
육이 제안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조난심
재인용
경기도교육청도 년 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정 고시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기회마련 및 관련교과와 재량활동의 범교과학습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반영
1995

5

31

‘

1997

7

’

.

‘

’

.

‘

’(

)

‘

’(

16

)

(

, 2000;

,

2009,

).

2007

2

28

7

,

,

,

,

,

,

,

,

2009

, 35

(

,

2008

,

2007;

,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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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재량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초 중 고별 다문화교육 자료 다른 빛깔
다른 무늬 아름다운 교실 등의 다양한 자료를 개발 보급하였다 박준성
,

[

]

(

,

2009).

2. 성공적인 다문화교육의 교수 지침13)

첫째 교사는 다문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둘째 인종집단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인종집단의 긍정적이고 복합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셋째 인종집단에 관한 자기 자신과 학생들의 종교적 태도와 행동 언행에 민감해
지고 잘못된 신념을 거부한다
넷째 사려 깊게 선택한 교수자료를 활용한다
다섯째 교과서에 추가하여 종교 문화집단을 다루는 책 영화 비디오 녹음자료
등을 활용하고 그 자료들의 관점을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여섯째 인종 문화 언어집단과 관련된 개념과 내용을 선택할 때 학생들의 발달 단
계를 고려한다
일곱째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의 교육적 협력자로서 지지를 획득한다
여덟째 인종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동학습 기술과 집단 활동을 활용한다
아홉째 다양한 인종집단이 학교수행활동과 발표에서 동등한 위치를 갖도록 한다
김용신
재인용
,

.

,

,

.

,

,

.

,

.

,

,

,

,

,

.

,

.

,

.

,

.

,

(Banks

& Banks

eds.,

2007;

, 2009,

).

3. 다문화교육 시행 시 유의점

첫째 다문화교육은 특정교과 특정교사가 별도로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모든 교사가 해야 한다 조용환
서종남
재인용
둘째 다문화교육은 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생활 전반의 모든 교육활
동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과 일반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관리자 학부모에게
도 연수 세미나 토론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양한 자료와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법으로 기초부터 심화교육까지 단
계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종남
다섯째 교사들은 수업 시 먼저 학생들의 선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편견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정관념 없는 대화법과 수용적이고 관대한 수업분
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선희
여섯째 교사중심의 강의식 교훈적 교수법보다는 토론 협동 체험학습형태의 학생
자발적 참여 학습이 다문화교육에 더 적절하다 모경환 외
일곱째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환경 능력 장 단점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교수학습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

,

(

, 2007;

, 2009,

).

,

.

,

,

,

,

.

,

(

,

2009).

,

,

(

, 1997).

,

(

,

,

, 2008).

,

.

13) 열네 개의 교수지침 중 내용통합과 삭제로 아홉 개로 정리하여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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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 방향
가 다문화영역 주제별 분류
.

표 다문화영역 주제별 분류표

<

주제 영역

2>

학습 주제

학습내용

‣문화 다양성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
자문화중심주의 극복
‣하나의 문제, 사건에 대한 다양한 맥락과
관점에서의 조망 태도
1. 다양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2.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공동체의식 ‣다문화적
공통의 규범, 민주시민의식
3.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 인식
‣우리와 세계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 이해
1. 관용과 배려윤리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
2.사회정의 2. 반 편견, 고정관념 감소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고정관념
와 평등
인식과 해결
3. 평등과 사회정의 인식
‣평등의식과 사회정의 이해
1. 타인의 정체성 인식과 존중
‣타인의 정체성 인식과 존중
3. 정체성 2. 나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나의 정체성 이해와 존중, 긍정하는 태도
사회의 다양한 정체성간의 충돌,
3.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체성 이해 ‣우리
갈등 문제에 대한 인식, 해결방안
1. 다양한 관점의 인정과 상대주의
적 태도

주제 영역

학습 주제

학습내용

1. 다문화적 갈등상황의 문제해결
4.문제해결 2. 학교에서의 갈등상황 대처
및 참여
3. 불평등과 편견감소를 위한 사회
참여와 실천

‣개인적 사회적인 다문화 갈등문제에 대한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왕따, 집단 괴롭힘, 폭력 등 학교 갈등
상황 대처
‣사회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청소년 실천
방안

출처 경기도 다문화센터
:

(2009)14)

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의 내용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의식주 문화는 물론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 내면적 정신적 가치 등도 해당된다 오은순
다문화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재에는 다양한 문화적 윤리적 인종적집단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과 다양한 사회계층이나 현상들에 대해 다루어야 하
고 다원주의사회를 긍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적당한 자료가 부족
한 경우 기존의 학습 자료를 교사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여 무엇이 왜곡된
사실인지를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용하면 된다 김선미 김영순
.

,

,

,

(

,

,

2009).

.

,

(

14) 다문화교육을 위한 중학교 다문화수업 프로그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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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

다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
① 통합교육 다양한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내용을 통합하여 교과교육 시 연
계하여 가르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교육이다 오은순
② 개별학습 수업의 초점을 학생 개인에 두고 가급적 모든 학생이 교수목표에 도
달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 학습속도 요구 등을 고려한 교수방법 및 절차 자료의
선택 평가 등을 실천하는 수업이다 차조일
③ 협동학습 구체적인 학습상황에서 학습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는 소집단 학습방법으로 구성원 모두가 상호의존적 작용을 통해 집단
에 부여된 학습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여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유용한 학습효과를
습득하게 하는 학습방법이다 차조일
④ 체험학습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태도 가치 기술지식을 획득하는 무형
식 학습 차조일
으로 학교나 지역행사 참여 유네스코문화교실 외국인과의 접
촉과 교류 학부모참여교육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캠프활동 등이다
⑤ 토론학습 학생들이 다문화적 공통관심사 및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
시하고 상호 검토하는 방법으로 고등사고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사전 준
비와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할 경우 의도하였던 성과를 얻기 어렵다 차
조일
⑥ 비언어적 수단 학습 활용 심리역할극 미술 음악 체육활동 시뮬레이션 요
리를 활용한 교육이다
표
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자료
.

:

(

, 2009).

:

,

,

(

, 2009).

:

,

,

(

, 2009).

:

(

, 2009)

,

,

,

,

,

,

.

:

,

(

,

2009).

: ICT

,

,

,

,

,

,

.

<

3> ICT

학습주제
관련 동영상 자료
‘그의 특별한 여행’, ‘비범한 사람들’, ‘해피엔딩을 꿈꾸며’
정체성 •지식채녈e•sbs스페셜- ‘아빠 나라를 떠난 아이들’
•지식채녈e- ‘팀 가이스트’, ‘당신의 이름은 몇 개 입니까?’
다양성
‘그것만이 내 인생’,
•sbs스페셜- ‘5년의 기록-압록강 二千里 사람들’
•지식채녈e- ‘서른 살, 젊은 여자의 죽음’, ‘56점짜리 인생’, ‘실종’
사회정의/
‘부끄러운 기억’
평등 •sbs스페셜- ‘희망의 가족 공동체, 캠프힐’
•MBC드라마- ‘나도 잘 모르지만’
•지식채녈e- ‘그들의 맨손’, ‘토론의 달인’, ‘two jobs, 스피노자의 이유’
문제해결/
‘위험한 힘’, ‘질문들’ ‘못 말리는 구두쇠 영감’, ‘어떤 19살’
참여 •sbs스페셜- ‘185명의 왕국, 그 섬은 왜 행복한가?’
‘아키타 산골학교의 기적’
- 528 -

라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평가방법
학생평가 방법 오은순 강창동 진의남 김선혜 정진웅
① 다문화가치 인식평가 ② 학생특성을 고려한 평가 ③ 실천도 평가
④ 다문화가정학생의 자국문화요소 반영
⑤ 학생의 언어수준 고려
⑥ 과정중심 평가
⑦ 개인면담통한 진전도 평가
⑧ 절대평가
⑨ 자기평가
⑩ 분담별 평가
⑪ 모국어사전사용 허용
.

(1)

(

,

,

,

,

, 2007).

다문화학교 평가 기준
다음은 뱅크스 모경환 외 역
의 다문화학교 여덟 가지 특징과 다문화학교 평가기
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① 학교장 다문화교육 실천성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② 교사 교직원 다양한 구성의 학생들을 긍정적 인식과 평등한 관점 및 반 편견적
시각으로 대하며 높은 기대수준으로 모든 학생을 대한다
③ 학부모 다문화적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적극적 이해화 참여를
유도한다
④ 교육환경 학교문화와 잠재적 교육환경은 문화적 민족적 사회 계층적 성적 다양
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하며 교사 교직원 학부모 대상의 체계적이고 포괄
적이며 지속적인 다문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⑤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인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학교활동 프로그램의 계
획과 수립에 다양한 문화 민족 사회계층 양성집단의 경험 문화 관점 가치 인식을
반영하여 변혁적이고 사회 행동적 관점을 지향한다
⑥ 평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평가절차는 집단 별 문화적 다양성을 잘 반영
하고 평가 결과로 인한 우열반 운영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집단 별 학생
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⑦ 수업전략 교사가 사용하는 수업전략은 구성주의적이고 개별화되며 협동과 활동
중심교육으로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권한 부여 수업을 실시한다
⑧ 교재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사회 계층적 성적 관점의 사건 상황 개념 쟁점을
반영하는 교재를 선택한다
(2)

(

,

2008)

.

:

.

:

.

:
.

:

.

:

.

:

.

:

,

,

.

:

.

5.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과정
차조일

의 중등 다문화교육의 실제 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2009)

‘

’

1단계 : 수업상황 이해하기
∙ 수업 여건과 학생의 정보(제반 환경과 문화적 배경)파악하기


2단계 : 수업자원 확인하기
- 529 -

.

∙수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 학생(일반학생, 다문화학생), 학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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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이나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5단계 : 수업자료 확인하기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관련 기관(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학교, 교사모임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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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평가나 총괄평가 대신에 수행평가 형태의 평가방식이 적절하다.

6. 교육과정별 수업사례

교육과정별 수업사례는 교과영역 재량활동영역 에서 다문화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
시 참고할 내용을
년 연구학교로 지정된 영덕중학교 양지고등학교 원
곡고등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국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의 다문화학습 과정안
을 참고하여 내용을 재작성 중 고등학교별 교과별 다문화영역별로 분류 학습주제
와 내용을 표로 만들어 정리하였다
특별활동 및 기타영역 은 계발 행사 봉사활동영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년 하
반기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획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오색다문
화공동체 활동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

‘

’

2008 2009

,

,

,

,

.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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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과별 다문화 교수 학습 과정안 주제 및 내용 중학교 활용자료
.

(

교 다문화
과 영역

학습 주제

)

학습 내용

자료 및
유의점

정의/ 타문화에대한오해와편견인식및 타문화의특징과발생배경을조사하
여기술한뒤발표토론하여타문화
평등 반성적성찰
수용적자세와인식습득한다.

지식채널-나
같은흑인

북한이탈주민에대한뉴스자료시청
북한이탈주민에대한바른이해와
다양성 포용자세함양
후감상문작성활동통해포용적자
세함양한다.

뉴스자료
지식채널-보통
사람

전쟁을소재로한문학작품을찾아
보고작품에반영된다양한문화적특
성을찾아 발표하기

지식채널-크
리스마스휴전

시창작활동을통해다문화사회에대
한학생들의인식과실천의지를알아
정체성 다문화사회에대한자신의생각을
시로표현하기
보고각자의작품을발표하는시간을
가지며생각을공유하게한다.

<내가사랑
하는사람>
-정승호모방
시

다양성 전쟁소재작품을통해그나라의
민족문화알기

국
어 정 의 / 피부색과국적에따른우리의차별 다니엘헤니와외국인노동자사진보
지식채널-피부
여주고
편견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고
서로의
평등 의식과편견알아보기
색
의견나누기를한다.
남북문화를소개하는프로그램사회
통일의필요성을인식하고, 남북한 자로가정하여소개할내용조사작성
다양성 문화간의차이를인정하며공존의 하여발표하기
식갖기
가상인터뷰를통해남북문화의수용
적자세익히기
다양성 남북한의언어비교하기

EBS다규프
라임-[천국의
국경을넘다]
1편탈북자들
의이야기

북한축구방송내용을남한말로바꿔보는활동 올림픽 토고전
을통해남북한언어차이에대한인식과이해 남북한 중계방
교육을한다.
송보여주기

문화를반영하는한국속담과미국속
나라별속담을통해그나라의문화
다양성 와특징알기
담을조사발표하고그의미와배경에
대해서로의견을나눈다.
- 531 -

각나라의속
담 관련 도서,
사이트소개

고대와현대여러나라의숫자표기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
다양성 법과 통해문화의다양성에대한 국, 인도숫자를활동지와ICT 자료
이해력신장
활용하여안내하고학습한다.
함수를이용하여각나라의단위를우
각나라의단위를우리나라단위로
리나라단위로환산한다. 각나라단위
다양성 환산하기
의역사적배경을알아보고문화의다
양성을인식한다.
함수를이용하여각나라의통화를우
다양성 함수를이용한통화환전하기
리나라통화로환전할수있다. 환율
의의미와필요성을인식한다.
수
다양한나라의수학자들이발견한피
피타고라스정리의다양한증명
다양성
타고라스정리증명방법을공부하고
학
방법발견하기
각방법들의장단점을알아본다.
다양성 세계문화유산을이용한입체도형의
겉넓이와부피구하기

세계문화유산인피라미드를이용하여
뿔의부피와겉넓이구하는학습을한
다.

사각형과관련된테셀레이
다양성 삼각형,
션알아보기

세계각나라에서사용되는테셀레이
션문양에대해알아보고그기본도
형을 이용해 옮기기·돌리기·뒤
집기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
이해와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
력을 키운다.

그
따라 다르게 보이는 관점으로 천동설과지동설의차이와역사적배경,
다양성 기준에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공부하며
다문화사회를이해하기
보는기준에따라다르게인식됨을안다.
다양성 중국과우리나라의일식모습비교 우리나라와중국의일식모습을그림
으로보여주고원리와차이설명한다.
베르그만의법칙과알렌의법칙을통
과 다양성 환경에따른인종의외형차이이해 하여환경변화에의한인간의진화
방향과형태소개하여외형과문화차
학
이에대해이해한다.
대륙성기후나라와해양성기후나라
대륙성기후와해양성기후가생활
다양성 에미치는영향
의생활을구체적으로예시하며기후
차이에따른문화적차이이해한다.
사회정 산염기중화반응의특성에서타문 산염기중화반응의특성과각각의용
도, 활용방안에대한학습통해타문
의/ 평 화의공존의식함양
화의필요성인식과공존의식함양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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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ICT
자료활용
각나라도량
에관한자료
각나라환율
과통화에관
한학습지
바스카라-인도
가필드-미국
윌리스-영국
북한자료

피라미드역사
자료와이집트
사람들의종교
관자료제시
이집트, 페르
시아, 그리스
로마,중국,한
국,일본의 각
종 자료제시

천동설과지동
동설의자료조
사와발표
ICT자료활용
베르그만과 알렌
의법칙이
적용된구체적
사례조사
기후차이에
따른문화차
이조사, 발표
실험실에서실
습통한학생
흥미고취

문제해결/ 재한외국인노동자문제를통한다 재한외국인유입배경과현상황이해와
참여 문화적갈등상황이해와해결방안 다각적입장에서바라본현실문제
점파악과해결방안을모색한다.
인종적, 계층별, 지역별, 성적차별에
사회정의/ 현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집단별 대한구체적사례와우리의인식과원
평등 차별인식과해결방안
인 분석,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한다.
분담별로다문화가정의문제점과우
문제해결/ 다문화가정의현실적어려움과
리의인식도, 대안을조사하고팀별로
참여 문제점인식과대안제시
의견수렴하여발표하게한다.
국내거주외국인의나라별분포와인
구통계학적비율을조사하여다수인
사
나라별문화의차이와특징및
나라우선순위로그나라문화의특징
회 다양성 보편성이해
을조사하고학습하여우리문화와의
차이와보편성을이해한다.
개화기서구문물의수용과정에서나
타나는갈등과저항을통해이질적인
문제해결/ 개화기서구문물의수용과저항
문화간접변현상을이해하고세계화
참여
시대에맞는우리의타문화공존의식
함양한다.
정체성

프랑스히잡착용금지법안에대한
쟁점토론

프랑스의공민주의와다문화주의의차이점
과공통점에대해알아보고1989년크레유
중학교에서일어났던세명의무슬림여학
생의히잡착용금지반발에따른퇴학사건
을통한신앙의자유와인권문제를토론함

나 교과별 다문화 교수 학습 과정안 주제 및 내용 고등학교 활용자료
.

교 다문화
과 영역

(

학습 주제

발표수업방법
에대한사전지
식교육실시

법무부, 행안
부, 교과부홈
페이지에서통
계자료조사
개화기서구문
물수용과정에
서나타난갈
등과현상개
별조사
사전에자료를
조사하여근거
제시를통한
토론유도

)

학습 내용
두보의 <등고(登高)>를 통해 당
동양
문학
작품의
주제와
배경
다양성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속의 보편 대 중국의 역사와 문학을 알고 시
적화자의 정서 파악을 통해 문학
성 확인
적 보편성 설명
작품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
국
악하고 창작 동기를 추측하여 발
어 다양성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 파악 표하도록 유도하여 작품의 사회․
하기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함양한다.
다양성 봉산탈춤과 세계 민속탈춤 비교 비언어적 학습모형인 탈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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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와
뉴스매체를통
한자료수집
사회적차별에
해당하는영상
자료소개-지
식채널

자료 및
유의점
두보의<등고
>와 동시대
의 역사적,
사회적 자료
영화, 문학작
품을 소개하
고 그속에 함
축된 작품파
악을 조별활
동으로 전개
세계 민속탈

사회정 위인의 일대기를 통해 일상적
의/편견 편견에 대한 반성적 성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 타인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정체성함양

사회정 고대 중국과 인도의 수학문제
의/편견 유형을 알아보는 활동

수 정체성 동서양 수학자의 생애와 업적
학
수출시 필요한 사용비용과 수출
금액에 따른 이익금의 수학적
관계
다양성 2009년 현재까지 국내 거주외국

민속극의 개념과 특징 및 배경을
알아보고 봉산탈춤과 세계의 민속
탈춤을 비교 감상하는 학습을 통
해 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인 간디일생
을 통해 경제학적 선진국은 아니
지만 높은 정신문화를 소유한 그
들의 풍습과 가치관에 대한 편견
과 오해를 불식하고 서구 중심적
이고 경제적 관점 중심의 가치관
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한다.
19세기 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
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사회의 모
습과 풍습에 대한 학습활동을 통
해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과 정체성을 기르고 타문화에 대
한 역지사지의 태도를 학습한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중국과 인도수학의
원인 분석을 위해 고대 중국, 인
도 수학문제 유형과 수학 발전사
를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서구 중
심 학문적 편향과 사고의 편견을
제고한다.
세계 여러 나라 수학자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학습을 통해 수학 학
습의 동기와 흥미를 고취시키고
자신의 객관적 수학흥미도와 수학
학습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의
견을 발표하고 토론하게 한다.
우리나라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
는 나라를 파악하여 수입과 수출
비용을 파악한 뒤 어느 나라와의
무역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함
수관계로 생각한다. 그 결과를 함
수관계를 그래프로 그리고 관계성
을 설명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통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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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에 대해 조
별로 사전조
사하고 발표
ICT자료활용
영화 간디감
상하기. 자서
전 읽고 감상
문 적기
조별로 특정
국가를 선정
하여 역지사
지의 태도로
조사 발표 토
론한다.
중국의 구장
산술문제와
인도의 전설
적 수학천재
인 라마누잔
이 푼 문제
제시
진성신(중국), 테
이지 타카기
(일본), 남병길,
장기원(한국),
오일러(스웨덴),
가우스(독일),
아벨(노르웨이)

무역거래 영
상자료와 손
익계산 영상
자료 제시
국내 거주외

인 통계자료의 수학적 접근
진화과정상 우세 유전
정체성 대륙별
형질 살펴보기
생명탄생 과정 학습을 통해 생
정체성 명 존중 의식과 타자의 소중함
인식
지구 대륙의 지리적 변동사항에
다양성 관한 학습을 통해 타민족과의
유대감과 연대감 형성

과
학
태양계 행성의 원리와 현상에
다양성 대한 이해를 통해 다문화적 사
회의 공존의식 함양

기간별, 국적별, 성별, 입국 목적별
로 수치합과 비율 구한 뒤 도표나
그래프로 표시하고 평균,분산, 표준
편차 등을 구한다.
대륙별, 인종별 신체특징과 환경을
조사 학습하여 각 인종의 유전
적 형질과 생활풍습과의 관계형성
과 타종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생명탄생의 신비로운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모든 생명의 귀중함
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문화사회
에서 타인에 대한 존재감과 공존
의식을 함양한다.
대륙 지각현상으로 인한 변화와 이동
으로 하나였던 대륙이 현재의 대륙모
습으로 형성되었음을 학습하여 지구
대륙의 변천사와 원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현재의 타민족과 국가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조상 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깨
달아 다문화사회의 타민족간의 유대
감과 연대감을 형성한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은 평행을
이루는 상호 작용의 힘으로 인해 안
정된 상태로 운동하고 있음을 이해하
여, 우리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호작
용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방법론을 탐
색해 본다.

비누와 합성세제의 구조 및 성
문제해 질에 대한 학습 통해 다문화적
결/참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

오염 종류와 정도에 따라 사용하
는 세제의 종류와 양이 각각 다른
것과 같은 이치로 동일 문제에 대
한 국가별, 집단별, 개인별 인식차
이와 문제해결방법이 다름을 알고
문화차이를 인정한다.

3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
사 다양성 세계
람 근본주의의 배경과 주장을
회
학습하고 전파 과정, 타종교와

이슬람교의 5가지 특징과 타종교
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학
습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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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통계
자료 제시
학습지와
ICT자료활용
학습지와
ICT자료활용
개인적으로 외
국인과의 접촉
경험에 대한
사례발표시간
갖고 그들 문
화와 상이점과
유사점을 찾아
보도록 한다.
현실사회에서
외국인과의 긍
정적인 공존방
법과 어려움에
대한 각자 의
견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생각
해 보고 나라
별 집단별 해
결방법을 생각
하여 발표하고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
한다.

이슬람에 대
한 자료제시
와 ICT자료

정체성

사회정
의/편견

문제해
결/참여

정체성

관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양 근본주의의 관점에 대한 우리의
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 함 생각을 고찰하며 종교와 문화권
양
형성과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본다
민족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확립이 세계화시대에 중요한 이유
와 배경을 제시한다. 자기 문화에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바
세계화시대에 맞는 민족 문화의 대한
세계 시민 문화 건설을 위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이해한 탕으로
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의견을
다.
발표하게 한다. 우리 문화와 타문
화와의 차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과 조화로운 공존의식을 함양할
방안을 탐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과 현
실적 실상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
정치로 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정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인권문제를 통해 사회정의와 편 력과
인지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외국
견해소 교육
인 근로자의 인권문제 해결을 통
해 우리의 편견 해소와 민주 사회
정의 실현의 의미를 생각한다.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지구공동
성격을 이해하고 다원
세계시민의 올바른 개념과 구체 체화된윤리의
사회구조의 갈등상황에서 오
적 덕목을 학습하여 바람직한 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세계 시민상 습득
하고 올바른 의사소통형식으로 참
여하는 자세를 기른다.
현대 유럽과 일본의 문화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적 문화의 잔재에
발표한다. 제국주의가 19세
열강의 경제 문화 정치적 침탈 대해
유럽의 문화와 종교에 끼친 영향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 기에 대해
식민통치시
해 우리 정체성에 대한 반성적 기 일본이학습한다.
자행했던 한국의 역사 문
성찰하기
화 왜곡행위에 대한 부분과 그
에 맞선 국학자들의 전통문화 수
호운동에 대해 학습한다.

- 536 -

활용
민족문화와 세
계화에 대한
학습지를 통해
내용을 학습한
후 모듬 별로
정체성 확립과
세계 시민 문
화 개념 및 조
화로운 공존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시
간을 갖는다.

교과서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학
습지 작성하
여 배부
사회갈등의
구체적인 사
례와 해결책
에 대한 의견
발표 토론하
게 한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특
징에 대한
자료와 유럽
제국주의의
아시아 아프
리카 침략과
정과 일제식
민과정에 대
한 자료 제시

다 창의적 재량활동 다문화교육 주제 및 내용 중학교 활용자료
.

다문화
영역

다양성

:

학습 주제

세계 여러 나라
인사말 익히기

(

학습 내용
세계 여러 나라 인사말을 익히는
활동을 통해 나라마다 독특한 언어
가 있음을 알고 다른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을 인식할 수 있고 외국어에 대한
학습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출신나라별 현황과
비율을 조사 학습하고 우리의 외국인에
국내 체류 외국인 대한 인식이 경제적 관점에 의해 이루어
사회정 에 대한 차별과 편 지는 현실에서 그들이 느끼는 편견에 대
의/편견 견의 정도와 종류 한 이해와 해외 나가있는 우리 동포들이
에 대한 반성적 성 겪는 타국에서의 애환과 비교하면서 역
지사지의 입장에서 외국인을 차별 아닌
찰하기
차이로, 우리와 공존하는 대상으로 인
정하는 반편견 학습을 실시한다.

정체성

외국인 근로자가정, 국제결혼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각각의 집단별 문
특징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다문화가정의 국적 화적
바탕으로
문화와의 차이와 인
별 문화 정체성 이 식 차이로우리
인해 다문화 가정이 느끼
해와 공존하기
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문제인
지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
어 살아가는 공존의식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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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및 유의점
국기와인사말이같이
적혀있는카드 작성.
학생들의참여도가낮
은경우시범자를두
세명정도세워둔다.
이주여성극단‘샐러드’관
련기사와공연물에관한
자료. 대중매체자료를조
사하여부당한대우와편
견에대한경험담을담은
외국인들의현장증언자료.
우리동포들의이민역사
자료
“LOVE in ASIA”
동영상과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제작한
인권영화 중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다룬
‘종로, 겨울’과 국제
결혼가정 이야기인
‘달리는 차은’, 북한
이탈주민의 문제 다
룬 ‘배낭을 멘 소년’
시청하기

다문화
영역

학습 주제

따른 갈
문제해 세계화에
상황 간접체험
결/참여 등
과 문제해결방안
탐색하기

학습 내용
인종 간, 문화 간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모듬별 역할놀이
를 통해 타문화, 타인종의 입장에
서 갈등상황을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한 접근법과 해결법을 모색해보
므로써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문제
해결방법의 부적절함 및 잠재적 갈
등 요소에 대한 인지와 반성적 성
찰이 가능하다.

라 창의적 재량활동 다문화교육 주제 및 내용 고등학교 활용자료
.

다문화
영역

다양성

:

학습 주제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와 사회적 존
재감 확인하기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영화 학
습지도안 자료를 참
고하여 모듬별로 하
나의 주제와 영화를
골라 역할놀이를 준
비하여 발표하고 느
낀 점이나 역할대상
에 대한 입장과 문
제 해결방안을 제시
하도록 한다.

)

학습 내용
우리 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바탕
으로 그들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우리 사회에서의 존재감과
필요성에 대해 학습한다. 다른 나라
의 외국인 인력상황과 경제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을 인식하여 세계경제 변화의 흐
름과 경제의 블록화와 지구촌화로의
변화에 대처한다.

국제결혼여성의 출신나라별 현황과 비
율을 조사하고 거주 지역별 특성, 나
라별 문화적 특성, 시대변화에 따른
국제 결혼 형태의 변화, 경제적인 관
점에서 판단하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사회정 국제결혼 여성인권 편견에 대해 반성하기. 한국사회에서
의/편견 문제 인식하기
그들의 존재감, 인식, 그들의 문제점과
인권유린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조사와 사례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과
현실 적용에 대한 실천적 의지 갖기.
그들을 인력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인식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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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유의점

자료 및 유의점
외국인노동자의집성촌
인안산의국경없는거
리와가리봉동에관한
자료제시와관련뉴스
나동영상시청. 선진
국의사례와문제점에
대한자료제시와우리
에게주는시사점발표
하기
국제결혼여성의다양한
사회활동과그들의목소
리에대한자료(이주여성
극단인‘샐러드’ 창단후
각종다문화관련학술대
회와연구학교에서공연
및강연. 간디마을공동체
의누리어울림센터활동
보고서에나와있는국제
결혼여성의실상과문제
점, 활동자료소개. 교육
과학기술부의대졸이상
의국제결혼여성대상의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과정’에 관한자료제시)

정체성

문제해
결/참여

식생활과 의생활, 주생활, 경제소비
생활 및 문화생활면에서 우리와 다
른 나라의 보편성과 차이에 대해 비
교 분석을 하고 문화적 가치관과 정
체성 형성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변
천과정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통해
우리와 다른 나라의 문화 정체성 차
이에서 파생되는 충돌과 갈등, 오해
로 인한 문제를 불식하고 상호존중
과 인정, 공존의 개념을 확립한다.
다문화정책의 선진국인 캐나다, 미
국, 호주,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나라별 다문화등장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변천과정과 문제점,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과 실질적 실효성, 그들
나라의 현재적 다문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과 문제의식을 우리 사회에서 발
생하고 있는 또는 예측되는 문제 상
황에 접목하여 안정적인 미래 다문
화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한다.

우리와 다른 나라
가정생활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보
편성과 차이를 인
지하고 이해하기

다른 나라의 다문
화 정책과 교육에
관한 사례 통해 다
문화적 사회문제인
식과 해결방안 모
색하기

우리와 다른 여러
나라의 식생활, 의
생활, 주생활, 경
제 소비생활, 문화
생활면의 다양한
자료를 ICT 활용하
여시청하고학습한뒤
모듬별로비교분석,
발표한다.
모듬 별로 특정나
라를 선택하게 하
여 각 나라의 다
문화관련 정책 및
사적 배경, 변천과
정, 문제점 등 다
양한 자료를 조사,
발표하게 한다.

마 특별활동 및 기타영역에서의 다문화교육 내용 및 방법
특별활동은 개 영역 자치 적응 봉사 계발 행사 개 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학년
별 활동이 구분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계발활동에서 다문화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학교별로 다문화가정자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
문화 이해반 다문화 연구반 다문화 활동반 과 같은 부서를 만들어 다문화가정자녀와
일반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활동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
어주고 행사활동에서는 체육대회 소풍 수련회 등의 행사 활동에서도 다문화적인 프로그
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인식 없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다문화적
인식과 타문화 존중 반 편견의식을 가지도록 교육적 배려를 해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다문화관련 지원 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다문
화관련 행사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 봉사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별활동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물론 다문화가
정자녀가 없는 학교라도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히 시행할 교육적 가
치가 있는 활동들이다
기타영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학년도 오색다문화공동체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동중학교 부발중학교 원곡중학교의 운영사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색다문화공동체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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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주제

사랑하
내동중학교 이해하고
는 색동저고리

진로 독서 상담
중심 오색
부발중학교 활동
다문화공동체 운
영

따로 또 같이 하
원곡중학교 는 오색다문화공
동체 운영

주요 프로그램

•다문화 체험 활동
‣매월 2, 4주 토요휴업일 활용, 멘토 교사 주관으로 전
통예절 교육, 한국문화 및 유적지 탐방, 주말현장체험
학습, 지역다문화 축제 참여
•다문화 이해 활동
‣월1회 멘토 교사가 다문화학생상담 및 인성교육 실시
‣월1회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친교활동을 위한 친구
의 날 실시
•방과 후 활동에서 다문화가정자녀 대상 학습부진 보충
학습과 축구반 활동 실시
•다문화 체험활동
‣한국음식 만들기, 전통문화 알기(도예체험)
•다문화가정 학생 개별지도활동
‣진로지도(진로 선택과 나의 미래)
‣독서를 통한 이해력 및 표현력 신장
‣상담활동(청소년기의 발달과제인 자아정체성 확립)
•지역사회연계 지원활동
‣이웃나라 문화체험활동
‣이천시 다문화가정센터에 도서 기증
•한국 문화 체험
‣도자기 체험, 천연 염색, 한국무술 ‘점프’공연 관람,
음식 만들기, 미술 작품 만들기
•기초 학력 증진
‣방과 후 수학보충학습
‣독서․논술토론활동
•정체성 확립
‣자기이해활동 프로그램 운영
‣소수자 예술 발표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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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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인가 는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을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적
관점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지도방법과 능력으로 실현된다
효율적인 다문화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여 그것을 교사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해서 다
문화교육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문화적 교재와 교육과정이
다문화교육 실행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문화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기반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인종ㆍ민족ㆍ언어ㆍ문화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니지 못한 교사
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다문화적 학습교재와 교육과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하고
중추적이다 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사연수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역량
과 수업 방법론적 기법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현장에서 직접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거나 방과 후나 특별활동 시간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교
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보상적 혜택을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교육과정으로 지식교육차원의 교과별 학습에
서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잠재적 가치교육과정에서도 이루어 져야
하고 가정과 사회교육기관과의 상호보완적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연계와 신뢰가 형
성되어야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다문화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로 인한 갈등과 사회문제가 아직 심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우리 다문화교육의 미래는 밝은
편이다 다른 나라에서 겪은 다문화사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긍정
적인 미래 다문화사회로 갈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우리 교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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