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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지난 11년간 국가 수 의 문서에서 다문화교육 성격

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통시 으로 이해하기 해 수행되었다. 이

를 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를 다문화교육의 상, 목

표, 상 측면에서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비 으로 고찰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상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셋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넷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반 인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해 답하기 해 질  내용분석 방법을 귀

납 인 방식으로 수행하 고 그에 따른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국

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의미하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만을 다문화교육의 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되

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교육의 상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의미하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 학생’으로 확 하는 모습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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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으로 도입국 

자녀가 추가되면서 다문화학생의 범 가 확 되었다. 정리하자면,  

다문화교육정책은 발표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지난 11년간 다문화

교육정책은 기존의 한국학생과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을 

다문화교육의 상으로 설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때 다문화교육

정책은 새터민 학생 등과 같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을 

교육 상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이 상 범 의 소함을 드러냈

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

육정책에 제시되었던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한국사회에의 동화, 다

문화  정체성 형성, 다문화  역량 계발, 교육기회의 평등의 범주

로 구분되며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다문

화교육정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를 체 기간으로 놓고 볼 때 

기･ 기에 해당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사회에의 동화, 

다문화  정체성 형성, 다문화  역량 계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일 되게 강조하 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체 기간  후기

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이 까지 강조되었던 다문화  역량 계발, 

다문화  정체성 형성에 한 목표가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체되

었다. 그에 따라 후기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한국사회에의 동화, 교

육기회의 평등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하 다 정리하자면, 그런 에

서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는 재 시 까지 추진되어오는 과정에

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교육  성취 등에서 소외되지 않

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을 두는 모습을 보이

고 있으나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언어･문화  

배경을 존 하는 목표가 차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

육정책 문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한국에 한 이해, 다

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  정체성, 인문  직업교육의 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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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에는 그에 해당하는 몇 개의 하  

내용들이 존재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처음 발표된 

2006년부터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  정체

성이라는 세 가지 내용 범주를 강조하 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 후 몇 년 간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지속 으로 나타났다. 2006년

부터 2016년까지의 체 기간  반에 해당하는 시기의 다문화

교육정책에서는 인문  직업교육의 내용 범주를 새롭게 다루기 

시작했고 후기에는 기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서부터 강조해왔

던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에 변화가 나타났다. 후기에는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으로 ‘문화  차별  편견’이라는 

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네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

된 다문화교육은 두 가지 한계 을 가진 것으로 밝 졌다. 먼  

다문화교육의 상과 련하여, 다문화교육정책은 지난 11년간 다

문화교육의 상을 확 해왔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문화교

육의 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부 했다.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을 ‘다문화 학생’, 기존의 한국 학생을 ‘일

반 학생’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이들에 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다문화교육정책에서 특정한 문화  집

단의 학생, 즉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 출

신의 부모를 둔 학생들을 ‘다문화 학생’으로 그리고 기존의 한국 

학생들을 ‘일반 학생’으로 지칭하는 것은 ‘다문화’를 특정 국가들의 

문화를 가리키고 일반 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더 나

아가 이러한 방식의 이름 짓기는 기존의 한국 학생이 모두 동질

이고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이와 완

히 구분되는 별도의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가정하여 

기존의 한국 학생과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의 간극을 과도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용어 사용은 오히려 타문화

에 한, 그리고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구성원에 한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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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바꿀 필

요가 있다.  

  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이 체로 특정 집단의 통, 

습의 ‘일상  문화’로의 문화 혹은 ‘ 술, 음악 과 같이 ’문화유산

‘으로서의 문화 개념에 터해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제시하는 데 

을 맞추면서 다양한 집단의 문화 혹은 문화  차이 이면에 작동

하는 권력  계에 한 논의를  반 하지 않다는 한계 이 

있다. 실 속에서 다양한 집단의 문화는 진공 상태 속에서 동등

한 차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들의 권력 계 내에서 평가

되어 ‘재 ’되는 것으로 민족 집단 등의 문화  차이는 서열이 부

여된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기에 집단 간 문화  차이에 

한 인식이 다른 집단의 문화에 한 존 으로 나아갈 가능성보

다 오히려 왜곡되고 부정 인 인식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는 것

이다. 이를 고려할 때, 다문화교육정책이 집단 간의 온 한 상호이

해를 달성하기 해서는 하듯 훑어 내려가기에 합한 내용을 

주로 제시하기 보다는 이들 집단이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구조, 

한국 사회 내 여러 집단들 간의 경제･사회  지   정치  권한

의 차이, 집단 간 불평등 등을 설명하는 내용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을 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분석함으

로써 국가 수 에서 설정된 다문화교육의 성격이 어떻게 변해왔는

지에 한 종합 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

구는 연구 방법으로 귀납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다문

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을 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가

능한 그 로 드러내고자 하 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추

후 다문화교육정책의 개발에 함의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귀납 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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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정책의 목표  일부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둘째, 

분석 상의 범 와 련해 본 연구는 국가 수 에서 발표된 모든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그 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처들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한 분석이 이 지기를 기 한다. 

  

   

주요어 :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정책, 다문화교육 성격의 변화 양상

학  번 : 2014-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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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다문화 사회로의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가장 

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

가게 된 상황은 한 사회 내에 여러 문화가 존재하는 표면 인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상이한 신념체계가 교차되는 상

황을 수반한다(김천기 외, 2013). 이때 특정한 문화 집단에 속한 사람들

의 신념체계는 개인이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 내에 존재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는 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는 상이한 집단  개인 간의 해소

되기 어려운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다문화 사회 내 여

러 집단들은 출신 국가의 사회･경제  상의 차이 등에 따라 동등하지 

않은 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들 집단들은 몰이해와 편견, 그리고 차별

을 겪고 있다(Hartmann & Gerteis, 2005; 김천기 외, 2013 재인용). 

  이는 다양한 문화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사람들 간의 상호 존   이해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

이라 기 하는 것은 오히려 지나친 낙 일 수 있음을 보여 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집단 간의 계에는 상호 존 이 나타나기 보다는 계가 왜

곡되고 갈등이 나타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다양한 문

화집단이 다름에 한 존 과 이해을 토 로 공존하기 해서는 이해  

존 의 상으로서의 ‘타자’가 구인지, 집단 간의 계가 재 어떤 상

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

된다. 그런 에서 그러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태도  가치를 

가르치는 다문화교육은 오늘날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 에 들어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하

면서 사회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로 채워졌고 그에 따라 2006년 참여정

부는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환’을 선언하 다(오경석, 2007). 그리고 

2015년 기 으로 · 등학교에 재학 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82,536

명으로 조사되는 등 학교 안 에서 례 없는 인종･문화  다양성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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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고 있는 상황이다(교육부, 2015a). 

  교육부는 이에 해 교육  차원의 응을 하기 해 2006년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지원 책’을 발표하 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교원에 한 다문화 련 연수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 다(교육부, 2006). 이에 따라 ‘다문화 비학교’

와 같은 정책연구학교를 심으로 다문화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

했고 이후 일반 학교들로  확 되는 등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다문화교육이 학교 장에서 실천되기 시작하 다(조 달 외,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장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 들이 반복 으로 지 되었다. 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

육의 많은 부분이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을 상으로 한 한국어･한

국문화에 한 교육으로 채워졌다는 이 문제로 지 되었다(조 달, 

2010; 김천기 외, 2013; 김기 , 2016).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소수의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응하고 동화되는데 을 두고 

있고 한 분리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한국어･한국문화에 한 교

육을 받는 학생들이 열등하다는 낙인이 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

른 문제로는 기존의 한국 학생들을 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다른 

나라의 문화, 풍습 등 표피 인 문화  요소들을 부가하는 수 에 그쳐  

학생들의 비 인 성찰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 지 되

었다(조 달, 2010; 김선 , 2013).  

  이러한 비 들은 학교의 다문화교육이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의 

응  동화를 해 한국어  한국문화에 한 내용을 제공하는 데 

을 맞추거나 다문화이해교육에서 피상 인 문화  요소들만 부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학교 장의 다문화교육은 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 상호 이해를 한 유의미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이 집단 간에 존재하는 몰이해･차별  

학교의 교육내용에 반 된 주류 집단의 지배  에 한 비 , 그리

고 문화  다양성에 한 이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상호 이해  평등

한 교육기회를 담보하고자 하는 ‘변 인 교육개 ’을 의미한다는 을 

고려한다면(Banks, 2010; Sleeter & Grant, 2008), 우리나라 학교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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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된 다문화교육은 그 취지를 제 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한국학생들이 다른 문화  배경의 학

생들에 해 가지는 편견과 반감이 해소되지 않고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출신 국가나 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이 계

속 지 되어 왔던 것과도 무 하지 않다(박윤경·이소연, 2009; 여성가족

부, 2012; 김기 , 2016; 교육부, 2016).

  지난 11년 간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에 한 심이 증했고 그에 

상응하여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양 으로 크게 확 되어 왔음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 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볼 때, 다른 원인들보다도 

학교 다문화교육의 기본지침 역할을 하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이 애

에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하게 설정해왔는지에 한 의구심이 든

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이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다시 말해 교육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수 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설

정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지 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황갑진, 2011; 류방란, 2013). 그런 에서 지난 11년 동안 교육

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문화교육의 방향이 하게 설정되어온 것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구를 교육 상으로 설정하

고,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해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에(나장함, 

2010; Sleeter & Grant, 2008), 이를 심으로 한 분석은 교육부에서 어

떤 성격의 다문화교육을 학교 장에 가져오려 했는지, 교육부에서 설정

한 다문화교육에 어떠한 한계 이 존재했는지를 비 으로 읽어내고 이

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선행 연

구의 부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련 지원계획을 심

으로 정책상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지닌 문제 을 지 하고 개선 을 마

련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서범석, 2009; 김명정, 2010; 오성배, 2010; 

이경희, 2011; 황갑진, 2011; 류방란, 2013, 김 옥, 2014). 그 외에 이민경

(2010)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정 학생 지

원 책들이 어떤 담론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구 되었는지 비 으로 

검토하고자 하 다. 최진 ·조 희·이선민(2014)은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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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 2011년, 2012년에 발표한 다문화교육 련 지원 계획과 단 학교

의 다문화교육 실행을 Sleeter & Grant의 다문화교육 근법으로 동시에 

살펴 으로써 정책 문서와 실행 간에 나타나는 괴리를 살펴보았다. 의 

선행연구들은 이론  틀에 비춰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련 지원계획의 

과제에 나타난 문제 을 드러내거나 정책과 실행 간의 괴리를 살펴 으

로써 그간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개선에 기여해왔다는 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정책에 한 선행 연구들은 두 가지 한계 을 지니

고 있다. 첫째, 선행 연구들은 2006년부터 2016년 지난 11년간 발표되었

던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체 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에서 분석 상의 범   

연구 결과에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연구 방법과 련하여, 선행 연구들

은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목표 혹은 내용에 하여 Banks, Sleeter & 

Grant의 논의를 심으로 연역  분석을 하 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다

문화교육정책의 다문화교육에 한 반 인 이해를 온 히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문화교육정책에 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 을 극복하고 본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해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의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을 이미 정해져 있는 분석틀을 통해 악하기 보다는 이와 

련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귀납 으로 탐

색할 필요가 있다. 한 특정연도의 다문화교육정책만을 보는 것이 아니

라 지난 11년간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교육 련 지원계획 문서를 

체 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 11여 년간 발표된 교육

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서 다문화교육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

지 그 양상을 통시 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변화 양상에 

한 분석을 통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서 설정된 다문화교육이 

어떠한 한계 을 가지고 있는지 비 으로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함의를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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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 에서 설정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변화해 왔

는지를 확인해보기 해서 지난 11년간의 다문화교육정책 동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에 따라 설정한 네 가지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상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셋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넷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반 인 특징

과 한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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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개과정

가. 다문화주의의 개념 

  Suarez-Orozco(2005)는 다문화사회로의 이가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겪게 될 가장 요한 변화이고 그에 따라 여러 문화집단 간의 

다양성 존 이 요한 쟁 으로 두되고 있음을 지 한다. 오늘날 어떠

한 사회도 단일한 문화만으로 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로 다른 민

족, 인종, 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 내의 다양성의 확 는 그 사회를 문화 으로 풍요롭게 

해  수도 있지만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집단들 간의 문제를 래할 

수도 있다.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집단이 각기 자신만의 역에서 분리

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에는 사회구성원들의 상이하고 다양한 가치기 이 교차하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은순, 2007).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련하여, 다문화주의

는 집단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그들의 조화, 통합을 이루

기 해 어떠한 근이 필요한지 모색하기 해 등장하 다. 다문화주의

의 의미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Martiniello(1997)은 다문

화주의를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표 하 고 

Kymlicka(2010)는 다문화주의를 ‘소수집단 고유의 정체성과 행을 유지

하고 표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공 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근’으로 

규정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윤인진(2007)은 다문화주의를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

하고 존 하면서 공존하게 하는데 그 목 이 있는 이념체계로 보았고, 

김태원(2012)은 다문화주의를 지배 문화의 억압으로 인해 실 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  차이에 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

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이를 달성하기 한 략과 행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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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 다.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차이의 통합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보수

주의 , 진보 , 비  다문화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어지기도 한다

(Jenks, Lee & Kanpol, 2001; 김천기 외, 2013). 첫째, 보수주의  다문화

주의는 1960년  이후 미국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소  ‘용 로’ 모형이

라는 동화주의가 그 표 인 인데, 문화  소수자의 주류 문화에의 

동화를 기본 제로 하고 문화  소수자들이 주류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때 사회통합이 달성된다고 본다. 이는 사회구조나 

주류문화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문화  소수자들의 주류문화에의 응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통합을 한 온 한 책임을 주류문화를 습득

하지 못한 문화 소수자들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Jenks, Lee, & 

Kanpol, 2001). 

  둘째, 진보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정한다는 면에서 보수  다문

화주의와 구별된다. 진보  다문화주의는 문화 소수자들이 주류문화에 

동화되기를 요구하기보다 그들의 문화를 존 한다. 하지만 이는 주류집

단의 이익이나 특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의 조건부 정인 경향이 강

하다(Jenks, Lee & Kanpol, 2001). 한 진보  다문화주의는 주류집단

의 문화에 부여된 특권, 권력의 불균형 등 주류문화와 비주류 문화 사이

에 존재하는 근본 인 구조  불평등에 심을 두지 않음으로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유지  확 ,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험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  다문화주의는 기본 으로 문화를 다양한 삶의 양식

을 넘어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지배와 종속이라는 힘의 불균형 계가 

재생산되는 형태와 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형평성, 정의, 사회개 과 같

은 문제에 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문화  배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

는 사회  편견이나 불평등에 한 비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 

속에 공존하는 여러 집단 사이의 억압, 갈등, 착취를 해결하기 한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을 다문화주의의 핵심 사안으로 여긴다(Hartmann & 

Gerteis, 2005; 김천기 외, 2013에서 재인용). 즉, 비  다문화주의는 막

연히 사회  통합을 강조하거나, 모든 것을 개인과 개별 집단의 책임으

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궁극 인 가치의 실 을 

해 근본 인 인권, 평등, 정의, 공정성의 문제를 다 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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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Tomasky, 1996; Hobsbawm, 1996; 김천기, 2013 재인용).

나.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개과정

  앞서 논의한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배경을 가진 사

람들의 공존에 한 이해방식이라면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교육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교육의 발 에 주도

인 역할을 했던 Banks(2004)는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문화 , 인종 , 경

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한 총체  학교 

개 을 한 노력’으로 정의하 다. 

  다문화교육은 1960년  미국, 국, 호주, 캐나다 등 다민족 국가에서 

시작된 국제 인 개 운동이었다. 제 2차 세계  이후 많은 이민 집

단이 사회  계층 상승이나 다른 기회를 찾아 국, 랑스, 독일 등 같

은 유럽 국가에 정착하 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소수민족  이민

자 인구가 증가하 다(Banks & Banks, 2010). 이때 이민자들이 학교, 사

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거나 시민권, 사회  인정을 획득하는데 어

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이 요청되었고 각국의 맥락, 필요에 따라 그 개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

났다. 그  형 인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다문화교

육은 1960년  아 리카계 미국인들의 시민권 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났

다. 1960년 에 아 리카계 미국인들은 공공시설이나 주택, 고용, 교육에

서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미국 역사에서 례가 없던 시민권 운동을 실

시하 고 더 나아가 학교  다른 교육기 에 그들의 경험, 역사, 문화, 

가치 을 반 하도록 교육과정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 다. 한 아 리

카계 미국인들은 학교가 보다 많은 흑인, 유색인종을 교사와 교육행정가

로 고용하여 유색인종의 자녀들이 사회 내에서 성공 인 역할모델을 가

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지역사회  학교교육에 미국사회의 인종  

다양성을 반 하기 한 노력을 하 다(Banks & Banks, 2010).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해 학교  교육자들은 소수 인종  민족 

집단의 축제, 명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이에 한 강좌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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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소수집단의 사회  차별 제거를 목 으로 한 시민운동

을 통해 교과서  교육과정 반에 소수 집단의 경험, 역사, , 사회

 기여 정도 등을 반 하는 형태로 다문화교육이 조 씩 그 모습을 드

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1960~70년  아 리카계 미국인들이 주도한 시민

권 운동의 가시  성공과 당시의 진보주의  분 기는 사회 으로 무시

당해온 다른 집단을 자극하여 그들에 한 차별을 없애기 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다. 여성, 장애인, 노인, 동성애자 등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

람들은 고용, 수입, 교육에 있어 차별을 폐지하기 해 정치 으로 조직

되었고 이는 교육과정에 여성의 요한 역할, 기여를 반 하는 등 상당

한 진 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은 유색인종 집단의 요구를 

심으로 한 시민권 운동으로 시작하 으나 차 다양한 소수집단들의 

요구를 반 하기 한 포 인 교육  노력으로 확 되었다(Banks & 

Banks, 2010).

  시민권 운동으로 시작된 다문화교육이 미국 교육 내에서 공식화되고 

본격 으로 다루어진 것은 1973년 11월 미국사범 학 회(AACTE)에서 

발표한 ‘미국은 한 가지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다’(No One Model 

American. A Statement on Multicultural Education) 성명을 통해서이

다. 이는 다문화교육에 한 미국 교육자들의 기본 인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AACTE는 다문화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장인실, 2003).

 “미국사회는 삶의 실로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화  

다양성이 보존되고 발 되어야 하는 귀 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문화  차이 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보다 더 요한 것은 문화  차이

를 인식하고 문화 으로 평등한 효과 인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다(AACTE, 1973: 264; 장인실, 2003 재인용).”

이 성명은 문화  다양성에 한 인정뿐만 아니라 문화  평등을 한 

교육 로그램의 요성을 강조하는 등 미국에서 본격 으로 다문화교육

이 다 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장인실, 2003). 이후 1980년 부터 Banks

를 비롯하여 Carl Grant, Christine Sleeter, Sonia Nieto 등 진보 인 다

문화교육학자들이 나타나면서, 다문화교육에 한 체계  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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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이를 통해 이론의 틀을 차 체계화하고 발 되었다(서범석, 2010).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앞에 소개된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는 달리 

소수 집단의 자발 인 권익운동이 아니라 주류 집단의 주도로 소수 집단

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는 특징을 지닌다(박채형, 

2012).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이 본격 으로 논의된 시기는 2000년  

반이다. 다문화교육이 비교  이른 시기에 발 해온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인종 인 다양성을 경험하게 된 시기가 비교  최근

이기 때문이다. 1990년  부터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증하면서 이들

의 사회 응과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나타나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차원

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학 , 임 체불 등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한 활동을 실시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 다(고병갑, 2013). 2000년 에 들어오면서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

라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하면서 다문

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었기 때문에 이에 

한 정책  응의 필요성이 차 강조되었다. 특히 2006년 미국 NFL 

슈퍼볼 MVP 수상자인 한국계 혼 인 하인즈 워드의 한국 방문으로 사

회  심이 혼 , 다문화가정 자녀에 향하게 되었고 이는 정부가 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편견, 차별, 교육문제

에 본격 으로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이경희, 2011). 

  이에 따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소외를 방지하고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 으로 2006년 교육인 자원부는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을 발표면서 다문화교육이 본격 으로 

도입·실천되었다(교육인 자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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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

가. 다문화교육의 상

  다문화교육은 구를 한 교육인가? 많은 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이 특

정한 집단을 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들 모두를 한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Banks, 2004; 장인실, 

2006). 즉,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상으로 한 교육이고 이를 지향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장함(2010)은 다문화교육에 한 다양한 

근법들을 살펴보면서 다문화교육을 바라보는 에 따라 다문화교육

의 주된 상을 소수집단으로만 이해하거나 혹은 모든 집단의 학생들에 

이 맞춰지는 등 차이가 있음을 지 한다. 나장함(2010)에 따르면, 보

수  다문화주의를 반 한  다문화교육은 소수집단의 주류사회로의 응

과 이들이 잘 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 등을 가르치는 데 을 두기에 

다문화교육의 상을 소수집단의 학생으로 이해한다. 반면 진보  다문

화주의와 비  다문화주의는 기본 으로 다양한 집단들 간의 문화 다

양성을 이해하고 상호 존 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에서 다문화교육의 

상을 소수 집단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류 집단의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으로 이해한다(Jenks, Lee & Kanpol, 2001; Sleeter & Grant, 2008).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다문화교육이 분명 모든 학생들을 한 교육

이 되어야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사실이나 다문화교육에 해 어떠한 

을 취하는가에 따라 그 교육 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상에 한 국내학자들의 논의에서도 다문화교육이 다

른 문화배경을 지닌 소수 집단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류집단의 학생들

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한 교육이 되어야함을 강조한다(양 자, 

2008; 이민경, 2008; 박민정, 2012; 장인실, 2015). 이때 우리나라 맥락에

서 기존의 한국학생들과는 구분되는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소수집단의 

학생들이 구인지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학

생으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새터민 자녀, 그

리고 부분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도입국자녀가 있다(양 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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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상 하  요소

기존의 한국학생 · 기존의 한국 학생들

다른 문화  배경

의 학생

· 국제결혼가정 자녀

·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 도입국자녀

· 새터민 자녀

모든 학생 · 기존의 한국학생과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

특히, 새터민 자녀와 도입국자녀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맥락에 따라 나

타난 다른 문화배경 학생임을 지 하고 있다. 이를 심으로 다문화교육

의 상에 한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하여 < 표 Ⅱ-1 >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 표 Ⅱ-1 > 학자들이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상 

나. 다문화교육의 목표

  다문화교육이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존을 

한 교육  차원의 실천을 의미하는 가운데,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공

존과 통합이 어떠한 의미인지 온 히 이해하기 해서는 다문화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인 다문화교육 학자인 Banks(2004)는 다문화교육의 주요 목표

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하 다. 첫째, 개인들로 하여  다른 문화의 

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이해를 증진시킨다. 둘

째, 학생들에게 문화 ･민족 ･언어  안들을 가르친다. 셋째, 모든 학

생이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한다. 넷

째, 소수 인종 ･민족 집단이 그들의 다른 배경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차

별을 감소시킨다. 다섯째, 학생들이  지구 이고 평평한 정보  기술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기, 쓰기, 수리  능력 등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여섯째,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공동체, 국가  시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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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연도) 다문화교육 목표

Suzuki(1984)

⦁소수 인종･민족 집단의 소외와 불평등을 래하는 사회역

사 ･경제 ･심리  요인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더 나아

가 더욱 인간 이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 하는데 필

요한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것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  타 집단을 존 하고 인정하고 자

민족 심  태도를 극복

⦁인종, 성, 민족, 사회 계층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 인 학업능력을 발달시키고, 실생활에서의 민족 ･인종

･문화  문제들을 비 으로 분석하고 지 인 결정을 내

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

Bennett(1990

)

⦁다양한 문화들의 역사 인 을 이해하고 더불어 문화  

의식을 발달

⦁학생들로 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고 문화  다원주의 

 교육  평등에 한 사고를 발달

Grant(1997)

⦁지구 화된 세계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 인권, 사

회정의를 실 함으로써 문화  다원주의 사회를 만들어나가

는 것

Jonhson & 

Johnson(2002

)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 할 수 있도록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

식과 사회 행  기능을 가르치는 것

⦁자신과 다른 상이한 문화에 속한 구성원들과의 효과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간문화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

를 가르치는 것

Banks(2008) ⦁다른 문화의 을 통한 자기 이해 증진

지역문화, 그리고  지구  공동체에서 구실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

도, 기능을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도와 다(Banks, 2004). 이 외에도 Suzuki, Bennett 등의 여러 학자들이 

다문화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 표 Ⅱ-2 >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Ⅱ-2 > 학자별 다문화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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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언어  안 가르치기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 습득

⦁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받는 고통, 차별 감소

⦁읽기･쓰기･수리  능력 등을 습독하도록 지원

⦁공동체에서 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태도･기능을 습

득하도록 지원

구정화 외

(2009)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의 습득

⦁문화상 주의  에서 문화 이해하기

⦁소수집단에 한 주류집단의 사회  편견과 차별 없애기

⦁의미 성찰 과정’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비 으로 사고하기

⦁소수집단을 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자들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다문화교육은 크게 ‘다문화 역량 개발’, 

‘민주주의 가치 실 ’, ‘지  성장’,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라는 4가지의 

목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다문화 역량 개발’은 학생들이 다

른 문화의 으로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자문화 심주

의에서 벗어나고 타문화에 한 편견을 극복하며 한 문화  차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 할 수 있는 태도를 제고하는 것을 지향한다. ‘민

주주의 가치 실 ’은 다문화교육이 인간의 보편  인권, 사회정의, 평등

의 민주  가치에 실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이

러한 목표는 다양한 인종, 문화  배경의 사람들이 차별을 겪고 있는 불

평등한 사회에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문화교육의 역할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

해한다. ‘지 인 성장’은 모든 학생들이 학업능력의 향상을 지향하는 것

과 다문화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해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은 

앞서 제시한 목표들과 연 된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인종, 민족, 문화, 

성별 등에 상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 한 실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받는 것을 지향한다. 특히 소수집단의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

지 않도록 이에 한 보다 극 인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다문화교육 학자들이 다양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논의하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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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어떠한 다문화주의에 근거했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나장함, 2010; 최수진, 2014; Sleeter& Grant, 2008). 앞

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다문화주의는 그 유형에 따라 보수  다문화주의, 

진보  다문화주의, 비  다문화주의로 나뉠 수 있는데, 먼  보수  

다문화주의에 터한 다문화교육은 문화  다양성에 한 존 이나 공존보

다는 인종･민족 으로 소수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기존의 사회 구조  

질서에 동화되고 주류 문화에 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는 에서 앞서 논의된 다문화교육의 목표와는 다른 동화주의 인 목표

를 지향한다(나장함, 2010; Sleeter& Grant, 2008). 둘째, 진보  다문화

주의에 터한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해 학생들에게 다양

성을 존 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 한 편견과 고정 념을 제거함으

로써 소수 집단의 학생과 주류 집단의 학생의 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나장함, 2010; Sleeter& Grant, 2008). 셋째, 비  다문화주

의에 터한 다문화교육은 문화  다원주의와 더불어 억압 없는 정의로운 

사회의 구 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해 인권, 평등, 정의를 강조하고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류 헤게모니에 항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비  사고를 함양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행동참여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을 강조한다. 한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  배

경 등에 상 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향한다.   

  앞선 학자들의 논의를 이와 연결시켜보면, 학자들이 제시한 다문화교

육의 목표들은 문화  다양성을 정하고 존 하는 태도를 도모하고 사

회정의, 인권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는 에서 보수  다문화주의보다

는 체로 진보  다문화주의 혹은 비  다문화주의에서 지향하는 목

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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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문화교육의 내용

 

  다문화교육에서 의미 있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도 요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내용이 체계 으로 조직·선정

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가에 해서는 학자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상이하다. 

  먼  Bennett(2007)은 다문화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 다. 첫째, 문화  다양성에 한 수용과 인정에 한 것

으로 이는 나와 타자,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과 타자 집단의 공통 과 

차이 에 한 이해  존 과 련된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  

인권의 존 에 한 것으로 이는 인간의 존엄성   세계 사람들의 인

권을 존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셋째, 세계 공동체에 한 책임감에 

한 내용이다. 넷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한 존 에 한 

내용이다. 

  국내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먼  최충옥 외(2009)는 학교 다문화교

육을 해 필요한 내용을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먼  지식 측면에는 ‘문화 일반 이해’, ‘다양한 문화 상 이해’, ‘한국의 

상황 이해’라는 세 가지 범주가 있고 이때 ‘한국의 상황 이해’ 범주는 한

국 문화, 한국사회의 변화라는 하  요소를 포함한다. 기능 측면에는 ‘의

사소통’, ‘다문화 상 분석 능력’, ‘ 인  집단 기능’라는 세 가지 범주

가 있고 이때 ‘의사소통’ 범주는 한국말과 이라는 하 요소를 다루고 

있다. 가치·태도 측면은 ‘정체성 확립  상호 존 ’, ‘다름에 한 인정

과 존 ’, ‘민주  공동체 지향’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있고 각각에 따라 

하  요소들이 제시된다. 

  박선웅 외(2010)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문화 간 차이의 이해와 문

화 간 불평등의 인식을 제안하 다. 문화 간 차이의 이해는 이질 인 문

화들 간의 차이, 다른 문화에 한 맥락  이해, 개인의 자기 문화에 

한 정체성 형성에 한 내용과 련된다. 문화 간 불평등의 인식은 문화

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상, 소수집단이 소외되는 실, 소외 집단

이 겪는 차별과 편견, 문화 속에 담긴 계 성, 다양한 문화집단이 려야 

할 평등과 권리에 한 내용과 련된다. 특히 다문화교육이 차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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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넘어 다양한 집단 간의 연 와 다문화  통합을 달성하기 해서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후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주재홍·김 천(2014)은 학교 다문화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정

체성, 문화다양성, 차별과 편견 감소, 인권  평등, 공존에 한 내용을 

제시하 다. 정체성은 자신과 타인의 문화  정체성을 정하고 존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의 문화  모국어에 한 내용을 의미하고, 문화다

양성은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 하는 것과 련된다. 차별과 편견 

감소는 차별과 편견의 의미와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응하고자 하는 것

이며, 인권  평등은 보편  인권과 평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의 평

등과 정의 실 을 해 행동하는 것과 련된다. 마지막으로 공존은 사

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상호공존하기 해 노력하는 것과 련된다.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문화교육의 내용에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 걸쳐 ‘정체성 확립’, ‘문화 다양성’, ‘타

문화에 한 존 ’, ‘차별과 편견’, ‘인권 존   평등’,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먼  ‘정체성 확립’은 

자신  자신의 문화에 한 정 인 인식을 확립하는 것과 련된 것

으로 자신의 문화  모국어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 다양성’은 

다문화사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며 어떠한 다양한 문화가 존재

하고 그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악하는 것과 련된 것이고 ‘타문화에 

한 존 ’는 자신과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의 특성을 존 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가치에 한 용 인 태도를 갖는 것과 련

된다. ‘차별과 편견’은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

는 소수집단에 해 알아보고 그들을 둘러싼 편견과 고정 념이 무엇인

지, 그러한 부정 인 인식이 사회구조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과 련된 내용이

다. ‘인권 존   평등’은 인종, 민족 등 배경에 상 없이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 려야 할 권리로서 인권과 평등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으

로 앞의 차별 해소와도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는 다문화학생들의 응을 해 한국어 습득  한국 문화에 한 이해

를 다루는 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 표 Ⅱ-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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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내용 하  요소

정체성 확립
⦁출신국의 문화

⦁모국어

문화 다양성
⦁다양한 문화

⦁다문화의 상황 

타문화에 한 존  
⦁상호존

⦁타문화에 한 인정  용

차별과 편견

⦁사회  소수자

⦁문화  차별  편견

⦁차별과 편견 해소

⦁사회구조  불평등

인권 존   평등
⦁보편  인권

⦁평등 추구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한국어

⦁한국문화

< 표 Ⅱ-3 > 학자들이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내용

  많은 다문화교육 학자들이 다양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논의하 지만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내용들은 어떠한 다문화주의에 근거했는가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나장함, 2010; 최수진, 2014; Sleeter& Grant, 2008). 앞

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다문화주의는 그 유형에 따라 보수  다문화주의, 

진보  다문화주의, 비  다문화주의로 나뉠 수 있는데, 먼  보수  

다문화주의에 터한 다문화교육은 소수집단의 학생들의 동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에 한 존 이나 공존에 한 내용보다는 주류집

단의 언어교육, 기 학습 지식, 시험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같이 기존의 

사회 구조  주류 문화에 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주된 교육 내용으

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나장함, 2010; Sleeter & Grant, 2008). 둘째, 

진보  다문화주의에 터한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의 자신의 문화에 한 

정과 다른 문화에 한 이해  존 ,  학생들의 계 개선을 목 으

로 하기 때문에 이는 타문화에 한 존 , 고정 념  편견 해소 등 

한 내용을 강조한다(나장함, 2010; Sleeter & Grant, 2008). 셋째, 비  

다문화주의에 터한 다문화교육은 문화  다원주의와 억압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 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해 인종, 민족 등 다른 배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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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소수집단이 겪는 편견과 차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  불평등  

문화 집단 간의 권력 불균형에 한 성찰, 인권  평등 등에 한 내용

을 강조한다(나장함, 2010; Sleeter & Grant, 2008). 한 인종, 민족뿐만 

아니라 성별, 성  지향, 장애 등의 여러 가지 차이에 따른 사회  소수

자에 한 내용도 강조한다.

  학자들의 앞선 논의를 이와 연결시켜보면, 학자들이 제시한 다문화교

육의 내용  한국어  한국문화에 한 이해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

생들에게 가르쳐질 경우 보수  다문화주의에서 강조되는 내용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 외에 정체  확립, 문화  다양성, 타문화에 한 존 은 

진보  다문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인권  평등에 

한 내용은 비  다문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때 차

별과 편견에 한 내용은 하 요소에서 무엇을 다루는가에 따라 진보  

다문화주의 혹은 비  다문화주의 둘 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의 도입배경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정책 에서도 교육을 매개로 주류사회 구성

원과 비주류 구성원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여 사회통합을 진하고자 하

는 정부 정책을 뜻한다(박성  외, 2008).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이 

도입된 맥락은 앞서 논의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등장 배경과 무 하

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본격 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이 등장한 것은 2000

년  이후 다. 1980년 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하면서 이들

의 사회 응과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나타났으나 이 시기에는 정부 차

원에서 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이주 노

동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학 , 임 체

불, 산업재해 등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한 활동을 진행하 다

(고병갑, 2013). 그리고 1980년  말 통일교가 주도한 농 총각과 일본인 

여성 간의 결혼에서 시작된 규모의 국제결혼은 1992년 한  수교를 

계기로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으로 본격화 되었고 이후 필리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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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몽골 여성과의 결혼으로 확 되었다. 2000년 에 들어오면서 외국

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그리고 이들의 자녀 숫자가 증하

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에 가시 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이

주 노동자  결혼이민자들이 소수자로서 겪는 사회로부터 배제, 차별 

못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었기 때

문에 이에 한 정책  응의 필요성이 차 강조되었다. 이런 맥락에

서 2004년에 참여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자들을 한

국인으로 포섭하기 해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 다(서범

석, 2010). 그리고 2006년 미국 NFL 슈퍼볼 MVP 수상자인 한국계 혼

인 하인즈 워드의 한국 방문으로 혼 , 다문화가정 자녀에 해 사회  

심이 커지게 되자 정부는 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

녀들이 겪는 편견, 차별, 교육문제에 본격 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이경

희, 2011).

  참여정부는 2006년 4월 26일 개최된 ‘빈부격차･차별시정 원회’에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환’을 공식 으로 선언하고 교육인 자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8개 앙정부 부처를 심으로 이주자들의 인권

을 신장하기 한 종합 인 다문화정책을 본격 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

하 다(서범석, 2010).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등에 해 인도  차원의 지원에 머

물던 다문화가정에 한 조치가 정부의 공식 인 의제로 다 지게 되었

다. 그에 따라 교육인 자원부는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책’을 발표함으로써 본격 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교육부는 다문화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교육 련 지원계

획을 매년 발표함으로써 학교의 다문화교육 반에 정책 인 지원을 확

해오고 있다(서범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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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2006년부터 그 이후 재까지 발표한 다문화교

육정책 문서를 통시 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부가 다문화교육정책에 설

정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해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구체 인 분석 

상  분석 방법  차를 정리한 바는 아래와 같다. 

1. 분석 상

 

  본 연구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설정된 다문화교육이 지난 11년 

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검토하기 해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1)을 분

석하고자 한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다문화학생들을 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제공하거나 이들의 성, 소질의 발달을 한 진로탐색 

기회, 기존의 한국 학생들을 한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역량을 제고하

기 한 교사 연수 등 다양한 내용을 포 하는 정책 문서로 이는 우리나

라의 앙집권 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단  학교의 다문화교육의 방향

과 내용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등 큰 향력을 갖는다(황갑진, 2011; 

류방란, 2013). 그런 에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반 인의 

흐름을 읽어내기에 요한 정책 문서라 할 수 있다(이민경, 2010).

  분석 자료의 구체 인 범 와 련해, 먼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한 문서로는 2006년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부터 2016

년에 발표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까지 총 11개의 문서를 분석 자료로 

1)  다문화교육정책의 한 축인 다문화교육 련 지원계획은 발표 시기에 따라 ‘다문

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책’,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등 그 명칭이 달리한다. 그런 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 문서를 개별

으로 언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시기의 문서 체를 가리킬 때에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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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자 한다. 

  아래 <표 Ⅲ-1>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선정한 자료들이 제

시되어 있다.

<표 Ⅲ-1> 분석 자료

 

2. 분석 방법  차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을 살펴

보기 해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활용하 다. 내용분석은 자료에 한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한 연구 방법으로서, 모든 종류의 문서들에 

한 분석이 가능하며 텍스트의 내용  는 맥락  의미를 드러내는 데 

을 둔다(Krippendorff, 2004; 김가은, 2016에서 재인용). 내용분석은 

상에 한 압축 이고 범 한 이해를 얻기 한 목 에서 실시되고, 

내용분석의 결과는 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나 범주로 나타난다(Elo and 

Kyngas,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은 다문화교육정책으로부터 

다문화교육과 련해 의미 있는 추론을 이끌어 내는데 한 방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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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단되었다.  

  문서화된 자료 속에서 연구자가 심 있는 것들을 유추해내는 과정은 

양  방법과 질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다. 양  내용 분석은 연구 에 

선정된 범주 는 가치들의 빈도를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며, 질  내용분석은 원자료들을 연구자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축소하면

서 이치에 맞도록 구조화하는 방법으로서 자료에 있는 덜 명료하거나 숨

겨진 내용들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다문화교육정

책 내에서 사용된 특정 단어들의 빈도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교육정책에서 다문화교육과 련하여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  문

장들을 찾아내어 범주화하고 다문화교육정책 내의 다문화교육과 련된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질  내용분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질  내용분석은 연역  방식과 귀납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lo and Kyngas, 2008). 연역  방식은 선행 이론이나 모델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일반 인 것에서 구체 인 것으로 옮겨간다. 귀납  방식은 

구체 인 것에서 일반 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자료에서 찰되는 

구체 인 시들이 좀 더 일반 인 형태로 통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

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국가교육과정의 구체 인 내용들로부터 

일반 인 범주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에서 귀납  방식의 내용분석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귀납  방식의 내용분석은 개방코딩, 범주 생성, 추상화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Elo and Kyngas, 2008). 개방코딩은 질  자료에서 요한 

개념을 확인하고 그러한 개념들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하기 하여 실행

하는 코딩단계로서, 커다란 덩어리로 수집된 자료를 작은 의미의 단 로 

분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김가은, 2016). 개방 코딩의 단계에서 연구자

는 텍스트를 읽으며 그와 련한 핵심 단어와 주제들을 기록하고, 그것

을 반복 으로 검토한 뒤 범주를 자유롭게 형성한다. 범주 생성 단계에

서는 개방코딩에서 형성된 범주들의 목록을 상  수 의 주제로 묶는다. 

이 단계에서는 유사한 범주들을 상  수 의 범주로 묶음으로써 범주의 

수를 여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추상화 단계에서는 범주 형성을 통

해 연구 구제에 한 일반  기술을 생성하는 것으로, 각 범주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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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성격을 드러내는 단어들로 명명된다(김가은, 2016).

  본 연구에서는 질  내용분석을 연구의 출발 으로 하여 자료의 분석

을 귀납 인 방식으로 진행하 다. 구체 인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목 을 해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성격

을 비 으로 검토 한 거로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을 설정

하 다.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은 다문화교육의 핵심 인 축이고, 

구를 교육 상으로 설정하고,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해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나장함, 2010; Sleeter & Grant, 2008). 컨 , 다

문화교육이 소수 집단의 학생들의 응  동화를 지향하는지 혹은 모든 

학생의 상호이해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한 내용으로 무엇이 제시하는지에 따라 다문화교육이 갖는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에서 다문화교육의 성격을 악하고 검토하는데 

이 세 가지 축이 요한 거라고 단하 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 설정된 다문화교육의 성격

과 흐름상 변화를 드러내기 해 다문화교육정책의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에 한 부분에서 반복 으로 등장하는 단어 는 문장을 정

리하는 개방코딩을 진행하 고, 개방코딩 결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문장을 분류하여 하  범주를 생성하 다. 그리고 하  범주들  유사

한 맥락을 가진 것끼리 묶어 주 범주를 형성하 고, 형성된 주 범주를 

심으로 연구 결과를 기술하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쳤다. <표 Ⅲ-2 >는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분석하는 과정을 시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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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코딩(주제) 범주 형성(하  범주) 추상화(주 범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응 지원
한국사회 응

한국사회에의 동화

교육격차 해소

언어･문화  격차 해소

사회  귀속감 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주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표 Ⅲ-2 >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목표의 분석과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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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문화교육정책의 흐름과 특징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상의 다문화교육이 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분석의 편의를 해 2006년부터 재까지 지난 11년의 기간을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나 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참여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2006-2007)

  참여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교육의 흐름을 

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교육의 상

  참여정부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교육 상으로 ‘다른 문화  배경

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 학생’을 설정하 다. 이때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의미하고 정책 문서

에서 일명 ‘다문화가정 자녀’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다문화교육정책을 처음 발표했던 2006년부터 다문

화교육의 상으로 ‘기존의 한국 학생’까지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다. 참

여정부가 2006년에 발표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책’은 지원계획

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기존의 한국학생들을 제외하고 국제결혼가정 자

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의미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정책의 상

으로 삼고 있었다(교육부, 2006). 그러나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

원 책이 기존의 한국학생에 한 과제가 미비하다는 비 을 받았고 그

에 따라 2007년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에서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한국학

생도 교육 상에 포함하 다(교육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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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교육의 목표

  참여정부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한국 사회에의 동화’, ‘다문화  정

체성 형성’, ‘다문화  역량 계발’의 세 가지 목표 범주를 지향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은 2006년과 2007년에 발표되었

고 처음에는 ‘한국 사회에의 동화’와 ‘다문화  정체성 형성’라는 다른 문

화  배경의 학생만을 겨냥한 목표를 강조하 으나 2007년부터 모든 학

생을 한 ‘다문화  역량 계발’의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하 다.  

  먼  ‘한국 사회에의 동화’는 참여정부 시기에 지속 으로 강조되었던 

목표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여 학

교  사회에 응하고 한국사회의 주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형성을 지

향한다. 컨 ,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책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교육부, 2006: 3)”을 제시하면서 다른 문화  배

경의 학생들이 언어･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한국 사회에의 응하는 것

을 강조하 다(교육부, 2006). 한 2007년에는 “사회  귀속감 증 (교

육부, 2007: 8)”라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을 강조하

다.

  둘째, ‘다문화  정체성 형성’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자신의 

모국어  출신 국가의 문화에 해 배움으로써 본인이 지닌 다양한 배

경에 해 정 인 인식을 키워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목표이다. 컨 , 

2006년에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자녀들을 다문화주의 자, 다언

어를 구사하는 로벌 인 자원으로 육성(교육부, 2006: 3)”한다는 목표

를 제시하면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언어  자원을 

발달시키고자 하 다(교육부, 2006).

  셋째, ‘다문화  역량 계발’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상황

을 인식하면서 다름을 존 할 수 있는 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컨 ,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은 “다문화 감수성 증

(교육부, 2007: 8)”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존의 한국 학

생들이 다문화에 한 이해확 를 강조하 다(교육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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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문화교육의 내용

 

  참여정부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체로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

에 한 인정’에 한 두 가지 내용 범주를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2006년과 2007년의 시기에 따라 강조되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2006년에 처음 발표한 다문화교육정책은 ‘한국에 한 이해’

에 한 내용이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기존의 한국학생을 

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미진하고 한국어 교육에 이 맞춰져 있다

는 비 을 받음에 따라 2007년 다문화교육정책은 ‘한국에 한 이해’에 

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한 인정’에 한 내용이 주로 다 지

기 시작하 다.  

  참여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룬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  ‘한국에 한 이해’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라는 두 가지 

하  내용을 의미하고 이 하  내용들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언어  문화  격차로 인한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의미한다. 컨 ,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해 방과후 학교 로

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교육부, 2006: 15)”

를 제시하면서 한국어  한국문화에 한 이해를 교육 내용으로 반 하

고 있다. 

  둘째, ‘다문화에 한 인정’은 다문화에 한 인식과 다문화에 한 존

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에 한 인식은 오늘

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에 

한 내용을 의미하고, 다문화에 한 존 은 다양한 문화가 동시에 존재

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해 

필요한 자세에 한 내용이다. 컨 ,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은 “민족 ‧문화  배타성을 완화하고, 타문화 이해‧존 , 용 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편(교육부, 2007: 9)”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존 하고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을 담고 있다.  

  이 듯 참여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이 주로 다 졌다.  내용들이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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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

육의 

내용

하  내용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제시된 부분

한국에 

한 

이해

⦁한국어

⦁교육부와 EBS가 공동으로 한국어교육 방송 로

그램 제작(교육부, 2006: 1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해 방

과후 학교 로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교육부, 2006: 15)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한국문화 학습

자료  자녀 지도 자료를 탑재하여 개별 학교가 

이를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교육부, 2006: 15)

⦁한국문화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에 

한 인식 ⦁민족 ‧문화  배타성을 완화하고, 타문화 이해‧

존 , 용 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편(교육부, 

2007: 9)
⦁다문화에 

한 존

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구체 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Ⅳ-1>와 같다.  

 

<표 Ⅳ-1> 참여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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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부 시기(2008-2012)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교육의 흐름을 

상, 목표, 용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교육의 상

  이명박 정부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교육 상으로 ‘다른 문화  배

경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 학생’을 설정하 다. 이때 ‘다른 문화  배경

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 학생’들은 각각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

으로 지칭되었다(교육부, 2008). 참여정부 시기와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

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와 외국인근로자 자녀뿐만 아니라 도입국 자녀까지 포함하 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기부터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학생’ 모두를 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의 범 는 2010년 후로 변화를 보인다. 2010년 이 에

는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만을 의미하 다. 그러나 2010년에는 다문화가

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의 교육 상에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 부모의 본국

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교육부, 2012: 2)”를 의미하는 

‘동반･ 도입국 자녀’를 포함함으로써 이 시기부터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이 의미하는 범 가 확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나. 다문화교육의 목표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에

는 ‘한국 사회에의 동화’, ‘다문화  역량 계발’, ‘다문화  정체성 형성’의 

세 가지 목표 범주가 강조되었다. ‘한국 사회에의 동화’, ‘다문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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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 ‘다양한 문화  정체성 형성’의 목표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시기 

동안 일 되게 강조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강조되었

던 목표들을 조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한국 사회에의 동화’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함으로써 학교  사회에 응하는 것과 한국사회의 주

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컨 , 2008년에는 발

표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은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해 학습 부진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2008: 1)”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언어･문화  격차를 해소를 통한 한국 

사회에의 응을 강조하 다. 한 2010년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

육지원계획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

(교육부, 2010: 4)”를 명시하 다. 이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효과

인 교육 지원을 통해 언어･문화  격차 해소  주류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교육부, 2010: 1)”을 부연하면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귀속감을 갖도록 강조하 다. 특히 이는 주류 집단과 비

주류 집단의 도식 속에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의 문화  배경을 

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강조하는 동화 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역량 계발’은  지구 으로 연결이 되고 한 사회 내

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다원  가치에 해 이해하고 다름을 존 할 수 있는 태도를 발

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컨 ,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은 “일반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이해 제고(교육부, 2008: 3)”를 제시

함으로써 기존의 한국 학생이 다문화에 한 태도와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명시하 다. 한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에서도 “일

반학생 등의 다문화 이해 제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 개선(교육부, 2009: 1)”한다는 을 명시하 다. 이를 통해 기존

의 한국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  다른 문화  집단에 해 이해하고 

존 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을 목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 

  셋째, ‘다문화  정체성 형성’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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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범주 하  목표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부분

한국사회에의 

동화

⦁한국사회 

응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이

해 교육 등을 통해 학습 부진  교육격차 해

소(교육부, 2008: 1)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국어  출신 국가의 문화에 해 배움으로써 자신의 다양한 언어･문

화  배경에 해 정 인 인식을 키워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컨 , 

2008년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지표인 『인재 국』 실 을 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지는 이  언어･

문화  배경에 한 균형 있는 이해･활용을 통해 우리사회의 창의  인

재로 양성(교육부, 2008: 1)”한다는 목표를 제시하 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의 언어･문화  배경을 존 하고 한 이 학생들이 

출신 국가  문화에 한 정 인 인식을 심으로 다양한 정체성 형

성을 지향했던 것이다. 한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도 “단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 친화  학교 육성(교육부, 2012: 5)”

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다문화 친화  학교의 역할이 “다문화학생을 

한 방과후 로그램  창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한국어, 이 언어, 상

호이해교육, 방학  캠  운  등 지원(교육부, 2012: 15)” 임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언어  자원

을 발달시키고자 하 다(교육부, 2012).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한국사회

에의 동화, 다문화  역량 계발, 다문화  정체성 형성이라는 세 가지의 

목표가 지속 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목표들과 련해 다문화교육정책

에서 언 되어 있는 부분을 앞서 제시한 시들을 포함하여 나타내면 다

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목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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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

서의 정체성 

형성

교육 지원을 통해 이들의 조기 응･교육  

성취 향상 지원(교육부, 2009: 1)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교육부, 

2010: 4)

다문화  정

체성 형성

⦁출신 국가의 

언어에 한 

이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인재 국』 실

을 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가지는 이  언

어･문화  배경에 한 균형 있는 이해･활용

을 통해 우리사회의 창의  인재로 양성(교육

부, 2008: 1)

⦁단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 친화

 학교 육성(교육부, 2012: 5)

⦁출신 국가의 

문화에 한 

이해 

다문화  역

량 계발

⦁다문화에 

한 이해 확  

⦁일반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이해 제고

(교육부, 2008: 3)

⦁교사, 일반학생 등의 다문화 이해 제고 활

동 등을 통해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 

개선(교육부, 2009: 1)

⦁문화에 한 이해 제고  사회  인식 개

선 강화(교육부, 2011: 1)

⦁다문화에 

한 존  태도 

함양

다. 다문화교육의 내용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에

는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  정체성’, ‘인문  

직업교육’의 네 가지 내용 범주가 강조되고 이러한 내용 범주들은 각각 

여러 개의 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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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의 내용 하  내용

한국에 한 이해
한국어 

한국문화

다문화  정체성
이 언어

출신 국가의 문화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에 한 인식

다문화에 한 존

인문  직업교육
기 학습

진로탐색

<표 Ⅳ-3>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그러나 의 모든 내용이 이명박 정부의 임기 기부터 마지막까지 일

되게 강조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반에는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  정체성,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인 다문화

에 한 태도에 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반

에는 인문  직업교육의 하  내용인 기 학습 련 내용, 즉 교과 지

식이 다문화교육정책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임기 막바지에는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인 다문화에 한 태도와 인문  직업교육의 하

 내용인 진로탐색에 한 내용이 새롭게 강조되었다. 이 듯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시기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차 추가하

는 경향을 보 다.

  이명박 정부 기에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룬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한국에 한 이해’는 한국어  한국문화에 

한 내용을 의미하고 이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언어  문화

 격차로 인한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학교생활 응하는데 필요한 내용

이다. 컨 , 2008년에는 “한국어(KSL)반, 부모와 함께하는 한 교실, 

방과후학교 운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 

향상 지원(교육부, 2008: 5)”을 제시하고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 재학학교를 거 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교육부, 

2009: 2)”을 명시하면서 교육 내용으로써 한국어  한국문화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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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인 ‘다문화에 한 존 ’은 다

양한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해 필요한 자세에 한 내용이다. 컨 ,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은 “타 문화 이해‧존  교육, 다문화 주

간․행사, 다문화가정 부모 활동 등을 통해 일반 학생의 다문화 포용성 

제고(교육부, 2008: 5)”를 제시하면서 다른 문화를 존 할 수 있는 태도

를 기르는 것을 강조하 다. 

  셋째, ‘다문화  정체성’에 한 내용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과 출신 국가의 문화  배경 등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정

인 정체성을 함양하기 해 제공되는 출신 국가의 언어  문화 련 

내용을 의미한다. 컨 , 2008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의 모어 교육  출신국 문화 이해를 지원(교육부, 

2008: 5)”한다는 을 제시하면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의 다문화

 정체성에 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임기 반에는 앞서 강조된 네 가지 내용 외에 인문  직업교육의 하

 내용으로 기 학습에 한 내용이 다 지기 시작하 다. 기 학습에 

한 내용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기  학

력을 지원하기 한 교과 련 지식을 의미하고 이와 련해 2011년 다

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은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 재학학교( 등)를 

거 학교로 지정하여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교육부, 2011: 3)”한다는 

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막바지에는 인문  직업교육의 하  내용

으로 진로탐색에 한 내용,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으로 다문

화에 한 인식에 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먼  인문  직업교육의 하  요소인 진로탐색은 한 내용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언어･문화  자원 이외에 이들이 

지닌 여러 가지 성  소질을 개발하는 것과 련된 내용으로 이해된

다. 컨 , 2011년에는 “ 도입국 자녀의 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 

로그램 개발, 문계고․ 문 학 등 직업교육기 과 연계한 직업교

육･체험 지원(교육부, 2011: 12)”한다는 이 제시되고 2012년 다문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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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

육의 

내용

하  내용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제시된 부분

한국에 

한 이해

⦁한국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 능력 향상 지원

(교육부, 2008: 5)

⦁한국어(KSL)반, 부모와 함께하는 한 교실, 방과

후학교 운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 향상 지원(교육부, 2008: 5)

⦁멘토(교사･ 학생･퇴직교원 등)와 멘티를 연결하

생 교육 선진화 방안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  리더십, 체능 

등의 분야별 우수학생을 발굴하여 교육하는 로벌 릿지 사업을 확

한다는 을 제시하면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의 여러 성을 발달

시키기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요소인 ‘다문화에 한 인식’에 

한 내용은 우리가 재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존재한

다는 것에 한 내용을 의미한다. 컨 ,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

화 방안은 “학교에서 외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역할놀이, 사활동 등 

창의  체험활동 역에서 다양하게 다문화 상호이해활동 요소를 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지원(교육부, 2012: 18)”한다는 을 제시하면서 외

국 문화 소개, 통 술  민속 놀이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하 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다

문화교육정책은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  정체성, 다문화에 한 인

정, 인문  직업교육이라는 네 가지의 내용 범주를 주로 강조하 다. 이

러한 내용들과 련해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언 되어 있는 부분을 앞서 

제시한 시들을 포함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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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여  멘토링, 방학  집 캠 (문화체험) 실시(교육

부, 2009: 2)

⦁방학  집 캠 (15-60시간)를 통해 학기  멘

토링이 어려운 학생 등을 상으로 문화체험 활동 

등 진행(교육부, 2010: 7)

⦁ 도입국 자녀 등이 취학 에 집 인 한국어

(KSL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등 기 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교육부, 2011: 18)

⦁(지도서 개발) 인사하기, 학교에서 지켜야 할 사

항, 공공질서 등 한국 사회에 응하기 한 기본

을 담은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하여 비학교 

 정규학교 교사들에게 제공(교육부, 2012: 10)

다문화  

정체성

⦁이 언어

⦁다문화가정 학생이 자신의 가족  배경 등을 바

르게 이해하고 정 인 자아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지원(교육부, 2008: 5)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의 모어 교육  출신국 문화 이해를 지원하여 

다원화된 인재로 육성(교육부, 2008: 5)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 이해, 리더십 등 

역량강화를 통해 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특성화 

로그램 지원(교육부, 2009: 3)

⦁다문화학생이 부모 국가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의 역사‧문화 련 방송 콘텐츠를 제공

받아 무료 서비스 제공(교육부, 2012: 14)

⦁출신 국

가의 문화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에 

한 인식

⦁다문화가정 학생이 20인( 시) 이상인 학교에서

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풍습을 소

개하는 ‘다문화 이해교실’도 운 (교육부, 2008: 5)

⦁학교에서 외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역할놀이, 

사활동 등 창의  체험활동 역에서 다양하게 다

문화 상호이해활동 요소를 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지원(교육부, 2012: 18)

⦁외국 문화 소개, 통 술  민속 놀이 체험 

등(교육부, 2012: 18)



- 38 -

⦁(다문화 이해 주간 운 ) 세계인의 날(5월 20일)

과 연계하여 다문화 이해 주간(Harmony Week)을 

지정하고, 다양한 로그램을 운 ‧지원(교육부, 

2012: 18)

⦁다문화에 

한 존

⦁타 문화 이해‧존  교육, 다문화 주간․행사, 다

문화가정 부모 활동 등을 통해 일반 학생의 다문화 

포용성 제고(교육부, 2008: 5)

⦁학교 재량활동․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 체험활

동 등을 통한 감수성 제고 지원(교육부, 2009: 3)

인문  

직업교육

⦁기 학습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 재학학교( 등)를 거 학

교로 지정하여(11년 80개교)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

과 학습지도 등 지원(교육부, 2011: 3).

⦁다문화학생의 기 학력을 책임지도하기 해 

학생 1:1 멘토링 상을 ‧고등학생까지 확 (교

육부, 2012: 3)

⦁다문화학생이 특히 취약한 과목(국어‧사회‧과학 

등)의 경우 멘티‧멘토에게 학습 보조 자료 지원(교

육부, 2012: 9)

⦁진로탐색

⦁ 도입국 자녀의 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 

로그램 개발, 문계고․ 문 학 등 직업교육기

과 연계한 직업교육･체험 지원(교육부, 2010: 21)

⦁다문화학생  분야별 우수학생을 발굴하여 교육

하는 로벌 릿지 사업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1

개 학씩 지정･운 토록 단계  확

 -(’12) 4개 분야(수학‧과학, 리더십 + 언어, 체능 

등 추가), 7개 학으로 확 (교육부, 2012: 13)

⦁부산정보 고(요리), 경기신흥 (미용‧요리‧자

동차정비), 경남(미용‧요리‧간호) 등 3개 지역 운  

추진(교육부, 20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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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6)

  박근혜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교육의 흐름을 

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교육의 상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 학생’을 교육 상으로 설정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때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 학생’들은 각각 ‘다문화 학생’과 ‘일

반 학생으로 지칭되었다(교육부, 2013,  2016). 컨 , 2016년 다문화교

육 지원계획에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 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

견 교육 등 실시(교육부, 2016: 11)”한다고 제시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

른 문화  배경의 학생’이 ‘다문화 학생’으로, ‘기존의 한국학생’이 ‘일반 

학생’으로 지칭된다는 과 다문화교육의 상으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학생이 포함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

생’은 이명박 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

자 자녀뿐만 아니라 도입국 자녀까지 포함하 다(교육부, 2013).  

나. 다문화교육의 목표

  박근혜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에

는 ‘한국 사회에의 동화’,  ‘교육  기회의 평등’의 두 가지 목표 범주가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두 가지의 목표가 박근혜 정부의 임

기 기부터 재까지 지속 으로 강조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에는 ‘한국 사회에의 동화’의 목표만이 강조하 고 임기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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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한국 사회에의 동화’ 목표가 아닌 ‘교육  기회의 평등’에 한 목

표만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향은 가장 최근의 정책 문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기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

의 동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에의 동화’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습득을 통해 학교  사회

에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컨 , 2013년에는 “단 한명의 학생도 놓치

지 않는 다문화 친화  학교 육성(교육부, 2013: 2)”라는 목표를 제시하

고 다문화 친화  학교의 역할을 “다문화 학생이 정규학교 배치 에 한

국어･한국문화를 집 교육(교육부, 2013: 10)”하는 것을 부연하면서 언

어･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한국 사회에의 응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부터는 앞서 강조된 ‘한국 사회에의 동화’ 목

표는 사라지고 ‘교육기회의 평등’의 목표가 다 지기 시작했다. ‘교육기회

의 평등’의 목표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의 ‘다양한 성･소질의 발

달’, ‘기 학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하  목표로 이 져있으나 임기 반

에는 ‘다양한 성･소질의 발달’의 하  목표가 먼  강조되었다. 다양한 

성･소질의 발달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자신이 지닌 언어, 문

화  재능 이외에 여러 가지 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컨 , 2014년 교육부는 “함께 어울려 꿈과 끼를 키우는 다문화 

친화  학교 조성(교육부, 2014: 2)”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다문화 학

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별 단계에 맞는 

지원 경로를 마련하여 진로･진학지도를 추진(교육부, 2014: 11)”는 을 

부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리더십, 체능 등에 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을 나타내면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여러 성･소질을 계발하는 것을 강조하 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의 ‘기 학력 향상’ 하

 목표가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의 한국학생들에 비해 교육  성

취가 부족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에게 기 학력에 한 충분한 지

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컨 ,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통한 교육기회평등 실   다문화 인재양성(교

육부, 2016: 2)”으로 목표를 명시하고 “언어  기 학습 등 맞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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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범주 하  목표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부분

한국사회에의 

동화

⦁한국사회 

응

⦁단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 친

화  학교 육성(교육부, 2013: 2)

교 육 기 회 의 

평등

⦁다양한 소

질･ 성의 발

달

⦁기 학력 향

상

⦁함께 어울려 꿈과 끼를 키우는 다문화 친

화  학교 조성(교육부, 2014: 2)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통한 교육기회평등 

실   다문화 인재양성(교육부, 2015: 2)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통한 교육기회평등 

실   다문화 인재양성(교육부, 2016: 2)

교육하여 다문화 유아에게 동등한 출발 을 보장  실질  교육기회 평

등(교육부, 2016: 3)”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을 부연하고 있다. 이를 통

해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기 학력에 한 조기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이 나타난

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다

문화교육정책에서는 한국사회에의 동화,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의 목표를 주로 강조하 다. 이러한 목표들과 련해 다문화교육정책에

서 언 되어 있는 부분을 앞서 제시한 시들을 포함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박근혜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목표 

시

다. 다문화교육의 내용

  박근혜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에

는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 ‘인문  직업교육’에 한 

세 가지의 내용 범주가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 범주들

은 각각 여러 개의 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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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의 내용 하  내용

한국에 한 이해
한국어 

한국문화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에 한 인식

다문화에 한 존

문화  차별과 편견

다양한 언어

인문  직업교육
기 학습

진로탐색

다음 <표 Ⅳ-6>과 같다. 

<표 Ⅳ-6> 박근혜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그러나 의 모든 내용이 박근혜 정부의 임기 기부터 재까지 일

되게 강조되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에는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인 다문화에 한 인식과 다양

한 언어, 인문  직업교육의 하  내용인 진로탐색에 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부터는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으로 다문화에 한 존 과 문화  편견  차별이 추가 으로 다

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에는 인문  직업교육

의 하  내용인 기 학습 련 내용이 다 지고 시작한 반면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인 다문화에 한 인식이 다 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기에 다루어진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  ‘한

국에 한 이해’는 한국어  한국문화에 한 내용을 의미하고 이는 다

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언어  문화  격차로 인한 학습부진을 해

소하고 학교생활 응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의미한다. 컨 , 2013년에

는 “다문화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을 정규과목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정 

운 (교육부, 2013: 5)”을 제시하 고 2015년에는 “ 도입국 학생, 외국인 



- 43 -

학생 등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집 이수 할 수 있는 비학교 확 (교

육부, 2015: 4)”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한국문화에 한 내용을 강조

하 다.

  둘째,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인 ‘다문화에 한 인식’은 우

리가 재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에 

한 내용이다. 컨 , 2013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에서 “학교에서 

외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역할놀이 등 창의  체험활동 역에서 다양

하게 다문화 상호이해활동 요소를 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지원(교

육부, 2013: 13)”을 제시하면서 다른 나라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다루

고자 하 다. 한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인 ‘다양한 언어’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출신 국가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들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컨 ,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계획에는 “일반·다문화학생 통합학 을 편성하여 창의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시간 등을 활용한 이  언어교육 실시(교육부, 2014: 10)”한

다는 이 제시되어 있다.

  셋째, ‘인문  직업교육’에 한 내용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의 

교육  성장과 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기 학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지닌 여러 가지 성  소질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내용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에는 ‘인문  직업교육’의 하

 내용으로 진로 탐색에 한 내용이 다 지고 있다. 컨 , 2013년 다

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은 호텔경 과 컴퓨터 미디어에 한 내용을 다

루는 서울 다솜학교 등 다문화 고등학생의 조기 진로‧직업 교육을 한 

다문화 직업교육 안학교 교육과정 운  지원한다는 을 제시하고 있

고(교육부, 2013: 9) 2014년에는 “리더십, 언어, 체능 교육에 특성화된 

학을 지정하여, · ·고 단계에서 그 분야에 잠재능력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을 선발·교육(교육부, 2014: 11)”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련 내용을 제시하 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기에는 앞서 다루어진 네 가지의 내용 외에 다

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인 ‘다문화에 한 존 ’과 ‘문화  편견 

 차별’에 한 내용이 추가 으로 다루어졌다. 먼  ‘다문화에 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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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해 필요한 자세에 한 내용이다. 컨 ,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계획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

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교육 등 실시(교육부, 2014: 6)”를 제시함으로써 다양성에 

한 존 하는 태도를 진작하는 것을 다루었다. ‘문화  편견  차별’은 

다양한 집단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소수 인종, 민족 집단 등이 

문화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편견과 차별에 한 내용을 의미한다.  

컨 ,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계획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

름을 존 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등을 통해 반편견 교

육 등 실시(교육부, 2014: 6)”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문화  편견을 해소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에는 인문  직업교육의 하  내용인 기  

학습에 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  학습에 한 내용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기  학력을 지원하기 한 교과 

련 지식을 의미하며 2016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하 다. 컨 ,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다문화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 주요 개념, 어휘

를 설명한 보조교재를 개발·보 하여 다문화학생의 기  학습 지원(교육

부, 2016: 8)”을 제시하면서 다른 문화  배경 학생의 기 학력을 제고하

기 한 교과 지식에 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한국에 한 이해, 다문

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인 다문화에 한 인식과 다양한 언어, 인문 

 직업교육의 하  내용인 진로탐색을 지속 으로 강조해온 반면 다문

화에 한 존 과 문화  차별  편견, 인문  직업교육의 기 학습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추가 으로 다 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과 련해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언 되어 있는 부분을 앞서 제시한 

시들을 포함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Ⅳ-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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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의 

내용

하  내용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제시된 부분

한국에 

한 

이해

⦁한국어  

⦁다문화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 안학교, 특

별학  운 교 등)에서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을 정규과목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정 운   교원 연수 지원(교육부, 2013: 5)

⦁ 도입국자녀․외국인자녀 등 한국문화에 낯선 다문

화학생을 해 한국문화 교재(지도서)를 개발하여 비

학교 등에 제공(교육부, 2013: 6)

⦁인사하기, 학교에서 지켜야 할 사항, 공공질서 등 한

국 사회에 응하기 한 기본 을 담은 교사용 지

도서를 제작하여 비학교  정규학교 교사들에게 제

공(교육부, 2013: 6)

⦁ 도입국자녀 응지원을 한 모든 특별학 에 체

험활동 심의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교육부, 2014: 8)

⦁ 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한국어･한국문화 교

육을 집 이수 할 수 있는 비학교 확 (교육부, 

2015: 4)

⦁'12년 고시되어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KSL) 교육과

정’에 생활 한국어 외에 학습한국어를 보완하여 한국어 

교육지원(교육부, 2015: 5)

⦁ 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한국어･한국문화 교

육을 집 이수 할 수 있는 비학교 확 (교육부, 

2016: 4)

⦁한국문화

다문화에 

한 인

정

⦁한국문화

다 문 화 에 

한 인식

⦁학교에서 외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역할놀이 등 창

의  체험활동 역에서 다양하게 다문화 상호이해활

동 요소를 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지원(교육부, 

2013: 13)

⦁모든 학생의 다문화 인식개선 제고를 하여 학교별

로 ‘다문화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다문화 

<표 Ⅳ-7> 박근혜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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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동아리 활동, 그림․ 짓기 행사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 실시(교육부, 2013: 13)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그림･ 짓기 회 공동개

최(교육부, 2014: 14)

⦁다문화에 

한 태도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 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육 등 실시(교육부, 2014: 

6)

⦁ 문 화  

편견  차

별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 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등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육 등 실시(교육부, 2014: 

6)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 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

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육 등 실시(교육부, 2016: 

11)

⦁ 다 양 한 

언어

⦁다문화학생의 이 언어 재능을 조기발굴하고, 이 언

어 학습을 장려하기 하여 이 언어 양성기 별로 이

언어 말하기 회 실시 권장(교육부, 2013: 8)

⦁일반·다문화학생 통합학 을 편성하여 창의체험활동, 

방과후학교(주 ·주말) 시간 등을 활용한 이 언어교육 

실시 

-이 언어교재 6종 개발(‘12년) : 국어, 일본어, 베트

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교육부, 2014: 10)

⦁일반·다문화학생 통합학 을 편성하여 창의체험활동, 

방과후학교(주 ·주말) 시간 등을 활용한 이 언어교육 

실시(교육부, 2016: 10)

인문  

직업교육

⦁기 학습

⦁다문화학생에 한 한국어 학습  기 학습 지원, 

학교생활 상담 등 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교 응  

기 학력 제고(교육부, 2016: 7)

⦁다문화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 주요 개념, 어휘를 설

명한 보조교재를 개발·보 하여 다문화학생의 기  학

습 지원(교육부, 2016: 8)

⦁진로탐색
⦁다문화 고등학생의 조기 진로‧직업 교육을 한 다

문화 직업교육 안학교 교육과정 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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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다솜학교(호텔경 과, 컴퓨터미디어과)(교육부, 

2013: 9)

⦁수학·과학, 리더십, 언어, 체능 교육에 특성화된 

학을 지정하여, · ·고 단계에서 그 분야에 잠재능력

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을 선발·교육(교육부, 2014: 11)

⦁다문화 고등학생의 자립 지원을 한 다문화 직업교

육 안학교 운

-서울다솜학교(호텔경 과, 컴퓨터미디어과)(교육부, 

2014: 11)

⦁수학, 과학, 로벌리더쉽, 언어, 체능으로 구분된 

로벌 사업단 운 을 통하여 우수 다문화 학생 발굴·

육성(교육부, 2016: 9)

⦁학생들의 선호직업 분야 심으로 직업교육 과정을 

운 하도록 하고 수강학생의 수강료·실습비, 숙박비 등

을 지원(교육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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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문화교육정책의 흐름에 한 종합정리  

비  검토

  앞 장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이 어떠한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을 설정해왔는지를 정부별로 나 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술한 분석결과를 토 로 다문화교육정책상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정부에 따른 구별 없이 종합 으로 살펴

보고 이를 토 로 다문화교육정책의 다문화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 을 

비 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종합논의 

  앞 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이 어떠한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을 설정해왔는지를 정부별로 나 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술한 분석결과를 토 로 다문화교육정책상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정부에 따른 구별 없이 종합 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교육의 상

  2006년부터 2016년 재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 나타난 다

문화교육의 상을 살펴보면, 기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

로자 자녀를 의미하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만을 다문화교육의 상

으로 명시하 다.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책’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모든 학생을 한 교육이 아닌 국

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를 의미하는 소  ‘다문화

가정 자녀’만을 한 교육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교육부, 2006). 

  그러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책은 기존의 한국학생을 다문화교육에

서 배제하고 특정 집단만을 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을 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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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하  목표

한국사회에의 동화
⦁한국사회 응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다문화  정체성 형성
⦁다른 언어  배경 발달

⦁다른 문화  배경 발달

다문화  역량 계발
⦁다문화에 한 이해 제고

⦁다문화에 한 존  태도 함양

교육기회의 평등
⦁다양한 성･소질의 발달

⦁기 학력 향상

그에 따라 2007년부터 문화교육정책에서는 ‘일반인’을 명시함으로써 다문

화교육의 상이 기존의 한국 학생까지 확 되는 모습을 보 다(교육부, 

2007). 그리고 2010년에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의 범 에 도입국

자녀가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교육의 상의 범 가 다시 한 번 확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16년에 발표된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까지 이어져 왔다.

 나. 다문화교육의 목표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되었던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한국사회에의 동화, 다문화  정체성 형성, 다문화  역량 계발,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목표에는 그에 해당하는 

몇 개의 하  목표들이 존재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 

표 Ⅴ-1>와 같다. 

<표 Ⅴ-1>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목표

 

  <표 Ⅴ-1>에는 다문화교육정책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명시했던 

목표들을 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은 시

기에 따라 상이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강조해왔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2006년에 한국사회에의 동화, 다문화  

정체성 형성, 다문화  역량 계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강조하는 것으

로 시작하 다. 이러한 모습은 2012년, 즉 2006년부터 2016년까지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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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놓고 볼 때 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시기에  

강조되었던 한국사회에의 동화 목표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한

국 사회에 한 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지향하기에 동화주의 인 성격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반 로 다문화  

정체성 형성과 다문화  역량 계발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지닌 

다양성을 존 하는 목표로 이해된다. 그런 에서 ‧ 반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는 동화주의 인 성격의 목표와 다양성을 존 하는 목표가 혼재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컨 , 이러한 은 2007년의 다문화교육정책

에서 “사회  귀속감  다문화 감수성 증 (교육부, 2007: 8)”를 목표로 

제시한 것이나 2010년 지원계획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효과 인 

교육 지원을 통해 언어‧문화  격차 해소  주류사회 구성원으로의 성

장 지원(교육부, 2010: 1)”한다는 을 목표로 제시한 것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시기상 반 이후에는 다문화교육정책이 다루는 목표에 큰 변

화가 나타났다. 이 까지 다루어졌던 한국사회에의 동화, 다문화  역량 

계발, 다문화  정체성 형성의 세 가지의 목표  다문화  역량 계발, 

다문화  정체성 형성이 사라지고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목표가 새롭게 

추가되어 재까지 강조된 것이다. 이때 교육기회의 평등 목표는 처음으

로 등장한 목표로 이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의 기 학력을 향상하

고 그 외에 다양한 성‧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 다. 한 한국사회에의 동화와 련해, 이 

목표가 후기에도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나 하  목표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에서 이 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다. 

  체 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무엇보다 한국사회에

의 동화, 다문화  역량 계발, 다문화  정체성 형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

를 정책 기부터 반까지 일 되게 강조해왔으나 반 이후부터는 한

국사회에의 동화, 교육기회의 평등의 목표를 강조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은 재 시 까지 추진되어오는 과정에서 다

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교육  성취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을 맞추긴 하 으나 동시에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언어･문화  배경을 존 하는 목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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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범주 하  내용

한국에 한 이해
⦁한국어

⦁한국문화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에 한 인식

⦁다문화에 한 태도

⦁문화  편견  차별 

다문화  정체성
⦁이 언어

⦁출신 국가의 문화

인문  직업교육
⦁기 학습 련 지식(교과)

⦁진로탐색

을 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 다문화교육의 내용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은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  정체성, 인문  직

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목표에는 그에 해당하는 몇 개의 

하  내용들이 존재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표 Ⅴ-2>

와 같다. 

<표 Ⅴ-2>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표 Ⅴ-2>는 다문화교육정책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명시했던 다

문화교육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교

육정책은 시기에 따라 상이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강조해왔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를 체 기간으로 볼 때, 기 3-4년 동안 우리

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내용 범주를 강조하 다. 그러나 이때 다문화

에 한 인정의 하  내용으로는 다문화에 한 인식과 다문화에 한 

태도만이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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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기간  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다문화교육정책이 강조하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인문  직업교육의 내용 범주가 새롭게 다 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  정체성, 인문  직업교육이라는 

네 가지의 내용 범주가 주로 다루어진 것이다. 

  2013년 즈음, 다시 말해 체 기간  후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기

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서부터 강조해왔던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에 변화가 나타났다. 후기에는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으로 

기존의 다문화에 한 인식, 다문화에 한 태도 외에 ‘문화  차별  

편견’이라는 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기에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 으

나 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인문  직업교육에 한 내용을, 후반에

는 문화  편견  차별이라는 하  내용을 새롭게 다루기 시작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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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논의

가. 다문화와 ‘비’다문화의 이분법  구분

  다문화교육의 상에 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이 

처음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라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만을 교육 상으로 설정한 채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2016년 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입국 자녀, 기존의 한국 학생 등을 

교육 상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학생을 다문화교육 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한 것이라는 그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박민정, 2012; 장인실, 2015).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난 11년간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모든 학생을 포함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왔기에 상의 범  측면에서의 의의를 지니지만 

다문화교육의 상들을 지칭하는 방식에 있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  

다문화교육정책 내에서 상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2006년 처음 발표되었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에서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를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지칭하고 

있고 2007년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은 기존의 한국학

생을 ‘일반인’으로 표 하 다(교육부, 2006, 2007).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과 기존의 한국 학생을 지칭하는 용어는 그 이후 재의 다문

화교육정책에서 조 씩 변해왔는데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을 지

칭하는 용어의 경우 2007년까지 ‘다문화가정 자녀’, 2008년부터 2011년까

지 ‘다문화가정 학생’,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는 ‘다문화학생’으로 변화

하 다. 기존의 한국 학생을 지칭하는 용어는 2007년 ‘일반인’에서 2008

년 이후에는 ‘일반 학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교육 상을 지칭

하는 방식과 련된 문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학생에 한 한국어 학습  기 학습 지원, 학교생활 상담 등 

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교 응  기 학력 제고(교육부,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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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 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육 등 실시(교육

부, 2016: 12)”

의 인용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을 ‘다문화 학생’으로, 기존의 한국 학생을 

‘일반 학생’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한 상을 규정하고 

다문화교육 담론에 향을 끼치는 강력한 가시 , 상징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 학생을 가리키는 표 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 학생’, 

‘일반 학생’의 용어를 여 히 사용하는 것은 이들을 왜곡된 범주와 이미

지로 분류되도록 한다(이민경･이수정, 2011). 그리고 이는 상호이해를 

한 다문화교육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  이경희(2011)는 ‘다문화’라는 용어는 특정

한 국가, 집단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 그 자체를 의

미하고, ‘다문화 가정’ 한 특정한 형태의 가정이나 특정한 문화를 공유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을 기술

하는 포 인 용어라는 을 지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정책에

서 베트남,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 출신의 부모를 둔 특정한 집단의 

학생을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 학생’이라고 지칭하고 기존의 한국 학

생을 ‘일반 학생’으로 지칭하는 것은 ‘다문화’를 우리나라의 문화까지 포

함하는 문화 상 이고 포 인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닌 특정한 국가들

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존의 가정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가정 혹은 다른 문화  특징을 공유하

는 가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시키게 된다(김선

미, 2011). 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라는 용어 사용은 ‘다문화’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특정 국가의 문화, 특정한 형태의 가정이 

일반 이지 않고 비정상 이라는 을 은연 에 가정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이름 짓기는 기존의 한국 학생이 모두 동질

이고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이와 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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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별도의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가정하도록 한다(장한

업, 2011; 김도혜, 2012). 이러한 가정은 결국 ‘국가’에 따른 차이에만 몰

두하는 것으로 기존의 한국 학생 집단 내에 존재하는 성별, 종교, 계층,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한

국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단일한 문화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

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성별, 계층, 연령, 종교 등에 따라 기존 한국 학

생들과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 간에 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

서 이러한 용어와 그에 따른 가정은 이러한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한다는 

에서 문제가 된다. 그로 인해 ‘다문화학생’, ‘일반 학생’의 용어 사용과 

그에 깔려있는 제는 기존의 한국 학생들로 하여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에 해 개방 이고 열린 태도를 갖도록 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

리’가 얼마나 동질 이고 공통 인지,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르고 구분이 되는지에 을 맞춰지도록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용어 사용은 기존의 한국 학생과 다른 문화  배경

의 학생의 간극을 과도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 한 배타 인 태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용어 사용은 근본 으로 기존의 한국 학생들이 동

질 이고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은 우리와는 이 

없는 문화를 공유한다고 상정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

책이 추구해온 방향과는 맞지 않다. 앞 장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우

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기존의 한국 학생들

이 상호이해를 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키우는 것을 기본

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상은 확 되어왔고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에 반 되어 있던 단일 민족주의  요소를 제

거하고 다양한 문화  요소를 반 함으로써 타문화  민족에 해 배타

인 인식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정책

에서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일반 학

생’의 용어들은 기존의 한국학생들이 매우 동질 이고 단일한 문화를 지

닌 집단인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그간 다문화교육정책이 목표와 내용 측

면에서 지향해온 방향과는 다르게 오히려 타문화에 한, 그리고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구성원에 한 배타 인 인식을 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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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맥락 으로 제시되는 문화  다양성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의 다문화교육 내용에 한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

정’, ‘다문화  정체성’ 등 여러 내용 범주를 담아내었다. 특히 우리나라

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지난 11년 간 ‘다문화에 한 인정’이라는 내용 범

주를 심으로 다문화에 한 인식, 다문화에 한 존 , 그리고 문화  

편견  차별 등 하  내용들을 다 오면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문화  

다양성을 반 하고자 하 다.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제시한 다문화 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20인( 시) 이상인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교실’도 운 (교육부, 2008: 

5)”

“외국 문화 소개, 통 술  민속놀이 체험 등(교육부, 2012: 18)”

“학교에서 외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역할놀이 등 창의  체험활동 역

에서 다양하게 다문화 상호이해활동 요소를 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지원(교육부, 2013: 13)”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 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

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육 등 실시(교

육부, 2016: 11)”

  이러한 내용들은 다문화교육정책 기부터 최근에 고시된 2016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에도 나타난 다문화에 한 인정과 련된 형 인 다문

화교육 내용들이다. 그리고 와 같은 내용들은 다문화에 해 소개할 

때 다른 나라의 생활풍습이나 통 술, 민속놀이 등과 같이 체험해볼 

수 있는 형태의 문화  요소를 주로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은 기본 으로 ‘문화’를 특정 집단의 습, 통, 

행동 패턴 등의 ‘일상  문화’와 특정 집단의 술이나 음악, 미술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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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곽덕주 외, 2016: 292-293). 사실 이러한 문화개념은 ‘다문화에 

한 인정’에 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을 상으

로 한 한국문화 련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해 방과후 학교 로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교육부, 2006: 15)”

“(지도서 개발) 인사하기, 학교에서 지켜야 할 사항, 공공질서 등 한국 사

회에 응하기 한 기본 을 담은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하여 비학교 

 정규학교 교사들에게 제공(교육부, 2012: 10)”

“ 도입국자녀 응지원을 한 모든 특별학 에 체험활동 심의 한국문

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교육부, 2014: 8)”

이를 보면, 한국문화에 한 내용 한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  

요소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  문화’ 혹은 ‘문

화유산’으로서의 문화 개념에 터한 다문화교육의 내용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의 문화와 어떤 에서 다른지, 우리가 

존 해야 할 문화  차이가 무엇인지를 다루기 때문에 타문화에 한 배

타 인 태도를 이고 상 방을 이해하기 한 출발 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김선 , 2013).

  그러나 다문화교육정책의 다문화교육 내용과 같이 ‘일상  문화’ 혹은 

‘문화유산’만을 다루는 다문화교육 내용은 다양한 집단의 문화들 이면에 

작동하는 권력  계에 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은 집단 간 

존   상호이해를 실질 으로 도모하는데 한계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 사회 내 여러 집단들의 문화는 집단이 지닌 사회･경제

 지 , 정치  권한이 작동하지 않는 ‘진공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 민족 등의 구별에 따른 실  권력 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박성웅, 2010; 이민경, 2010). 그리고 문화를 둘러싼 집단들의 

권력 계와 권력의 비 칭성은 다양한 문화  차이가 실 속에서 해석

되고 평가되는 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 인 집단 간 상호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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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기 해서는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오래 부터 이 사회를 구성해온 기존의 한국인이라는 주

류 집단과 최근 유입된 이민자들의 소수 집단 사이의 불평등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특정 집단의 문화가 좋은 평가를 받는 반면 다른 

집단 문화는 부정 으로 평가받는 등의 집단들의 문화  불평등과 련

을 맺어왔다(장원순, 2006; 박성웅, 2010; 이민경, 2010; 김종훈･최주리, 

2015). 특히 우리 사회 내에서 기존의 한국인이라는 주류집단과 이주민

이라는 집단이 갖는 권력의 차이가 이들의 문화  불평등과 연 을 맺는 

방식과 련하여, 장원순(2006)과 최수진(2014)은 사회･경제  지 , 정

치  권한의 정도 등 한 사회 내 집단들의 물질  존재 상태가 정상 인 

것과 정상 이지 않은 것에 한 분류도식으로 작동하며 이것이 개인의 

행동･생각 양식으로 내재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 한다. 다시 말해, 한

국의 맥락에서도 기존의 주류집단과 새롭게 유입된 이주민으로 구성된 

소수집단 간 권력 차이는 특정 집단의 문화는 가치롭고 다른 집단의 문

화를 가치롭지 않다는 분류도식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고 이는 우리 사회 

내에서 이주민들이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것과 련이 있음을 지 하

는 것이다(장원순, 2006) 

  이는 결국 집단들의 다양한 문화 혹은 문화  차이는 그 자체로 탈맥

락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 속 집단의 권력 계 속에서 분류･

평가되어 ‘재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민경, 2008). 그에 

따라 다양한 민족, 인종집단의 문화  차이는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다양성이 아니라 서열이 부여된 차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계 인 

차이로 환원될 수 있고 이러한 문화  차이에 한 인식이 반드시 다른 

집단의 문화에 한 존 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왜곡되고 부정

인 인식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 

  한편으로는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문화 변의 권력 계에 한 논의 

없이 하듯 훑어 내려가기에 합한 다문화교육 내용을 주로 제시하

는 것은 다양한 집단의 문화  차이가 실 속에서도 동등한 차이를 가

진 상태도 존재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해당 문화에 

해 정 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을 기 에 두고 있는 것

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존의 한국 학생들과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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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배경의 학생들이 제 로 된 상호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지나

친 낙 일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문화 련 내용을 담아내는 것

은 다양한 문화  차이를 존 하고 다양한 집단들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

해할 수 있도록 돕기 해서이다. 그 기에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

이 이러한 상호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문화들을 탈맥

락 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이 상호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 하기보다

는 한국의 맥락에서 그러한 문화  차이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

고 평가될 수 있고 그러한 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한 내용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교육 

내용으로 다양한 집단의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살아가

는 한국 사회의 구조, 한국 사회 내에서 여러 집단들이 갖는 사회･사회

 지   정치  권한의 차이, 그리고 무의식 으로 작동하는 분류도

식에 한 논의를 내용으로써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박선웅 

외, 2010; 황갑진, 2011; 김선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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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지난 11년간 국가 수 에서 설정한 다문화교육의 성격이 어

떻게 변해왔는지 그 양상을 종합 이고 통시 으로 이해하기 해 수행

되었다. 이를 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을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상 측면에서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비 으로 고찰하 다. 이러한 연

구 목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았고,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우리나

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

펴보았으며, 세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

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네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의 다문화교육에 내재된 한계

가 무엇인지 비 으로 논의하 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의미하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만

을 다문화교육의 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학생을 다문화교육에서 배제하고 소수 집단의 학생만을 상으로 설

정한다는 을 비 받으면서 다문화교육정책은 2007년부터 다문화교육의 

상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의미하는 다른 문

화  배경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 학생’으로 확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그리고 2010년에는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으로 도입국 자녀가 

추가되면서 다문화학생의 범 가 확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

라 다문화교육정책은 간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발표되었던 첫 해를 제

외하고는 지난 11년간 다문화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 등학교에 다니

는 기존의 한국학생과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을 다문화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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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설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때 다문화교육정책은 새터민 학생 등

과 같은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을 교육 상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이 상 범 의 소함을 드러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

에 제시되었던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한국사회에의 동화, 다문화  정체

성 형성, 다문화  역량 계발, 교육기회의 평등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시기에 따라 상이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강조해왔다. 우리나라의 다

문화교육정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를 체 기간으로 놓고 볼 때 

기･ 기에 해당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사회에의 동화, 다문화

 정체성 형성, 다문화  역량 계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일 되게 강

조하 다. 그런 에서 기와 기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동화주의

인 성격의 목표와 다양성을 존 하는 목표가 혼재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체 기간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는 이 까지 강조되었던 다문화  역량 계발, 다문화  정체성 형성에 

한 목표가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체되었다. 그에 따라 후기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한국사회에의 동화, 교육기회의 평등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하

다. 그런 에서 다문화교육정책 문서는 재 시 까지 추진되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교육  성취 등에서 소외되지 않

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나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언어･문화  배경을 존

하는 목표가 차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

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  정체성, 인문  직업교육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에는 그에 해당하는 몇 개의 하  내용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은 시기에 따라 상이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처음 발표된 2006년부터 한국에 

한 이해, 다문화에 한 인정, 다문화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내용 범주

를 강조하 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 후 몇 년 간 다문화교육정책에

서 지속 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체 기간  반에 

해당하는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인문  직업교육의 내용 범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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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다루기 시작했고 후기에는 기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서부터 

강조해왔던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에 변화가 나타났다. 후기에

는 다문화에 한 인정의 하  내용으로 기존의 다문화에 한 인식, 다

문화에 한 태도 외에 ‘문화  차별  편견’이라는 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네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

화교육은 두 가지 한계 을 가진 것으로 밝 졌다. 먼  다문화교육의 

상과 련하여, 다문화교육정책은 지난 11년간 다문화교육의 상을 

확 해왔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문화교육의 상을 지칭하는 용어

가 부 하다는 문제 을 갖는다.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른 문화  배경

을 지닌 학생을 ‘다문화 학생’, 기존의 한국 학생을 ‘일반 학생’으로 지칭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이들을 왜곡된 범주와 이미지로 분류되도록 

한다. 특히 다문화교육정책에서 특정한 문화  집단의 학생, 즉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 출신의 부모를 둔 학생들

을 ‘다문화 학생’으로 그리고 기존의 한국 학생들을 ‘일반 학생’으로 지칭

하는 것은 ‘다문화’를 특정 국가들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 그리고 일반

이지 않거나 비정상 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

식의 이름 짓기는 기존의 한국 학생이 모두 동질 이고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이와 완 히 구분되는 별도의 단일

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가정하여 기존의 한국 학생과 다른 문화  

배경의 학생의 간극을 과도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용

어 사용은 오히려 타문화에 한, 그리고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구성

원에 한 배타 인 인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

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이 체로 특정 집단의 통, 습의 

‘일상  문화’로의 문화 혹은 술, 음악과 같이 ’문화유산‘으로서의 문화 

개념에 터해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제시하는 데 을 맞추면서 다양한 

집단의 문화 혹은 문화  차이 이면에 작동하는 권력  계에 한 논

의를  반 하지 않다는 한계 이 있다. 실 속에서 다양한 집단의 

문화는 진공 상태 속에서 동등한 차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들의 

권력 계 내에서 분류되고 평가되어 ‘재 ’되는 것으로 민족, 인종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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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화  차이는 서열이 부여된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기에 

집단 간 문화  차이에 한 인식이 다른 집단의 문화에 한 존 으로 

나아갈 가능성보다 오히려 왜곡되고 부정 인 인식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다문화교육정책이 집단 간의 온 한 상

호이해를 달성하기 해서는 하듯 훑어 내려가기에 합한 내용을 

주로 제시하기 보다는 이들 집단이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구조, 한국 사

회 내 여러 집단들 간의 경제･사회  지   정치  권한의 차이, 집단 

간 불평등 등을 설명하는 내용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2. 결론

  이 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을 

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 수 에서 설정된 다문화교

육의 성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한 종합 이고 통시 인 이해를 도

모했다는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시간 인 범 에 있어서 

부분 2014년도 이 의 문서를 상으로 특정연도의 문서를 분석하거나 

시간  범 를 확 한 경우에도 4~5년에 해당하는 문서를 분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특정연도 혹은 4~5년

에 해당하는 다문화교육정책만을 분석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체 인 

변화 양상을 반 으로 악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지난 11년간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체 으

로 분석한 것은 교육부가 이해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 귀납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을 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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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로 드러내고자 하 다.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기존의 학자들이 

만든 분석틀을 통해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을 연역 으로 

탐색한 것이 부분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서 제시하는 다문화교육이 이미 존재하는 이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지만 일정한 틀에 비추어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분석 상에 한 이해를 온 히 드러내는 데  충

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을 분석하는 데 귀납 인 방식을 활용한 것은 국가 수 의 다문화교

육정책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에 합하며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기도 하

다.

  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추후 다문화교육정책의 개발에 함의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문화교육정책상 다문화교육의 목표, 내용

과 련된 문제는 향후 다문화교육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들이 무엇

인지를 시사한다. 우선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교육의 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 모든 학생을 상을 설정하도록 마련

되어야 한다. 한 다문화교육의 상을 확 하는 것도 요하지만 다문

화교육의 상들을 지칭하는 데 있어 ‘다문화 학생’, ‘일반학생’과 같은 

부 한 용어 사용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다문화 련 내용을 선정하고 반 할 때에는 문화  다양성  문화  

차이에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이 살아가

는 한국 사회의 구조, 한국 사회 내 여러 집단들 간의 경제･사회  지 , 

정치  권한의 차이 등 집단 간 불평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다룰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귀납 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의 목표  일부를 충분

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 을 지닌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정책을 나

타난 다문화교육의 성격을 비 으로 고찰하기 해 다문화교육의 

상, 목표, 내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심으로 다문화교육정책에 구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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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으로부터 상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다시 

다문화교육정책이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 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들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 

친화  학교 육성(교육부, 2013: 2)”와 같이 목표를 다소 압축 으로 표

하여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목표에 

진술된 표 이 해당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내에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

고 있는지에 확인함으로써 그 의미를 간 으로 악하는 과정을 거쳤

다. 그러나 사실 이 과정을 통해 악된 의미가 다문화교육정책이 본래 

의도한 바와 일치하는 것인지 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

에서 귀납  내용 분석 방법을 택한 이유가 각 거에 해 다문화교육

정책이 서술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드러내기 함이라는 을 고려할 

때, 앞서 지 한 부분은 목표 거와 련해 다문화교육정책이 담고 있

는 부분을 제 로 드러내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는 본 연구가 지

닌 한계 이기도 하다.

  둘째, 분석 상의 범 와 련해 본 연구는 국가 수 에서 발표된 모

든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학교 장에 해 국가 수 의 다문화교육이 갖는 

상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상으로 연

구를 진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외에 여성부, 문화

체육 부, 법무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학교의 다문화교육 련 정

책을 마련해오고 있고 다른 정부부처의 다문화교육 련 정책들도 학교 

장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장에 향을 미치는 국가 수 의 다문화교육을 온 히 다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 수 에서 이해하는 다문

화교육이 무엇인지 총체 인 이해를 얻기 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처들의 다문화교육정책에 한 분석이 이 지

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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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diachronically understand how the natur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national-level documents has changed over 

11 yea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documents written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erms of the target, objective and 

cont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by using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stated “children from 

multicultual families” who meant “the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and “migrant worker"s children” as a targe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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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rual education from the start. However,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extended the scope of a target of multicultural 

education by including “normal students” who meant existing korean 

students in 2007. In short,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has 

included “students from diverse culture” and “existing korean 

students” for the past 11 years except for 2006. However,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has shown relative narrowness about 

the scope of a target because it excluded some students from diverse 

culture such as Saeteomins’ children.

  Secondly, the objectiv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at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has suggested can be divided into  

“assimilation into Korean society”, “formation of mutcultural 

identities”,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competencies”, and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these objectives are emphasized 

differently according to time of the year.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had consistently emphasized the “assimilation into 

Korean society”, “formation of mutcultural identities” from 2006 to 

2012. After 2012,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started to 

emphasiz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assimilation into 

Korean society”. In short,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has 

increasingly focused on supporting educational achievement of 

“students from diverse culture” as an objective. But at the same time, 

objectives emphasizing the diverse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s 

have increasingly disappeared.

  Thirdly, the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at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has suggested can be divided into four 

contents; “understanding about Korea”, “recognition for diverse 

cultures”, “multicultural identities”, “lib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he four contents consist of several sub-contents. And these 

contents are emphasized differently according to time of the year.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had consistently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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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erstanding about Korea”, “recognition for diverse cultures” 

and “multicultural identities” from 2006. This tendency had continued 

for next several years. By the middle of the entire 11 years,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started to emphasize “lib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after that period, a change that “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came into the sub-content of 

“recognition for diverse cultures”  happened.

  Fourthly,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appears to have two limitations. The first limitation 

is about the target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While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target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t has used improper labelling for 

“students from diverse culture” and “existing korean students”.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labeled “students from diverse 

culture” “multicultural students” and labeled “existing korean student” 

“normal students”. But these labelling can make distorted images 

about the target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Especially, this kind of 

labelling assumes that “multicultural” means  cultures of certain 

countries except for Korean culture and that the cultures of certain 

countries are not normal. Moreover this kind of labelling also 

assumes that while all existing korean students share the singular 

and homogeneous culture, “multicultural students” share another 

homogeneous culture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existing 

korean students. This assumption could rather exaggerate the gap 

between two groups and make one group of students take an 

unfriendly attitude toward the other group.  

  The second limitation is that most contents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has suggested are based on the certain  conception 

of culture. In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the conception 

of culture is mainly based on “daily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conceptions such as art, musict, tradition or custom.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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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has missed the power 

relationship lying behi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diverse groups 

in suggesting contents. In “reality”,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diverse groups, however, don’t exist as an “equal” difference but are 

evaluated, classified and represented within the power relationship 

among diverse groups. So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diverse groups 

could be represented as “ranked difference” or “hierarchical 

difference”. That is why the perception of cultural differences can 

lead to negative perception rather than inter-respect for other group’s 

culture. Considering this,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needs 

to include more contents about the structure of Korean society where 

diverse group live, the gap of socio-economic status among many 

groups in Korea, and inequality between diverse group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this study 

brings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national-level documents by analyzing the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Secondly, this study tries to reveal 

the target, objectives and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s it is 

as much as possible by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method 

inductively. Thirdly, finding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following development of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Despite these finding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can’t reveal parts of objectiv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in inductively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method. Secondly, this study doesn’t include all kinds 

of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ies which are made in Korea. 

   

Key words :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changing asp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4-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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