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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도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2021년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3%를 차지하고 

있다[1]. OECD국가 중에서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은 10%∼20% 이

상의 높은 수준[2]인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1990년대 이후 결혼이민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북한이탈주민과 중국 동포들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

하여왔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외국인 10% 시

대가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러한 상황

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여러 생활영역 

속에서 보여주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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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한국사회가 단일민족

성을 내세우며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우

며, 특히 강한 동질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구조

에서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타성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면 국제사회에서 경쟁

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과거보다는 

긍정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은 여전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은 지속적인 

노동인구의 유입이 필요할 것이며, 급격한 다문화 사

회화와 이로 인한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그리고 

교육적인 담론의 증가는 이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고 하겠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다문화사회 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2006년 이후 한국은 다문화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에 있어도 다원적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정책적 기반이 초기에는 편견

과 차별을 배제하고 동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이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들

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3].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방향

을 분석하고 미디어기반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다문

화 사회통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문

화 교육정책에 관한 최근의 연구 문헌으로는 김한

길·소경희(2018)의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 문서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 성격의 변화 양상 분석’과 최영

준(2018)의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와 개선방안’, 우

라미·황지현·서경혜(2018)의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

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재범·김효정(2021)의 ‘다

문화 교육정책 실행의 일관성 분석: 다문화 이해교육

을 중심으로’ 등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과 다양성 존중과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성, 전 국민 대상의 평생교육으로 다문화 

교육 추진, 다문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어려움

의 해결방안 모색, 모든 학생들의 상호 이해 및 평등

한 교육기회를 담보하자고 하는 변혁적인 교육개혁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다문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방

법 및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다문화 사회통합적 

교육정책의 핵심 연구로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정

의철(2013)의 ‘다문화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사례연구와 제언을 중심으로’, 원숙경· 윤영태(2015)

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철학적 접근’,

정의철(2015)의 ‘문화 간 소통과 미디어교육: 모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 관점에서’, 장은영(2018)의 

‘미디어 기반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비판적 교수법

을 중심으로’, 원숙경(2020)의 ‘이주활동가를 활용한 

다문화 미디어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

구’ 등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미디어교육 대상을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에게까지 확장하여 미디

어기반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고, 다양성 존중과 보편적인 인권과 평등 및 공존의 

자유 등 상호 이해를 포함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상의 연구들과 근본

적인 문제의식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특히 한국의 다문화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문

제해결의 실질적인 방편이라 할 수 있으면서 우리보

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미국과 독일의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적 사회통합의 함의를 유출하고,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

한 이주민과 선주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정책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다문화 교육의 개념적 의미와 다문화 미디어 교육

의 필요성 

문화와 인종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상호 문

화를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존엄성과 평등

성을 증진 시키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4]. 즉, 다문화 교육이란 평등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민족,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등의 

차이가 결점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차이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교육이다. 특히 Banks1)

1) James Albert Banks : 1941년 출생한 그는 미국의 교육
자이자 다양성 연구 명예회장이며, 워싱턴 대학의 다문
화 교육센터의 창립이사였다. 그는 다문화교육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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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문화 교육을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민족

적, 인종적, 사회계급집단 출신의 학생들이 교육적 

평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5]. 즉, 주류문화 속에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문화

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타파하며 주류사회나 문

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과 소외 등과 같은 차별과 고통이 고착화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여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6]. 또한 Banks는 특정 민족집단에 대한 

학습이 아닌 자신이 속한 문화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다문화 리터러시라고 설명하면서 선주민(내국민)

이 가져야 할 시민 소양으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형성 및 배려를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고, 다문화 리터러시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시민적 실천 운동을 이끌어 가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7]. 우리나라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사용하여 모든 

학생이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인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글로벌 시민참여교

육의 형태로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8,9].

다문화 교육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이라 할 때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의 차이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다문화는 갈등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면 문화의 다양성은 이해와 공존 및 협력을 강조하며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내면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갈등

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접근의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0]. 즉, 어떤 문화든 어떠

한 사회이든 그 집단이 지닌 특유의 정신적 이념과 

지적이고 정의적이며 물리적인 특징들의 집합이며,

생활양식이나 방식, 가치체계나 신념 등을 포괄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이다[11]. 지금까지의 다

문화 교육은 이주민 대상 소수자들에 대한 정체성 

교육과 적응 교육으로 보면서 서로의 문화적 조화보

다는 일방적인 문화통합 교육이 되어 왔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정체성 확립과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역할 교육이어야 하며, 다수자 문화의 성숙도를 

선구자이자 창시자로 간주되고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문화의 다양성

을 보장하고 지켜나가는 일은 인류 사회의 미래 발전

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생명

력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12].

문화의 다양성은 문화 간의 대화를 중요하게 본

다. 즉, 다문화 교육활동에서 학습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알고, 그것에 의하여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둘러싼 사회문화에 관한 

자신의 가치관을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의 다문화 리터

러시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뉴미

디어의 등장은 다문화 리터러시를 다문화사회로 변

화되어 가는 사회 내에서 사람들 간에 상호 존중, 인

정 및 공존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간다. 미디어는 현재 우리의 일상이며, 이와 같은 일

상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 교육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문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이 선주민 상황을 대변하고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동화하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 

미디어교육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

원들이 서로 다른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민주시민 또는 세계시민으로 사회공동체를 통하여 

소통과 공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문화 미디어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여전히 이주민을 사회

적 취약계층이며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 그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국민적 차원의 문화의 

다양성 미디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화 다양

성 교육은 우선 선주민이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을 보편화하는 작업으로 미디어교육과 

접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다문화 미디어

교육은 다문화사회로의 정책과 선주민이 이주민을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 및 포용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

식 함양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의 세계 여러 나라는 다

문화사회를 위한 사회적 공존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

련하여왔다. 그 핵심에는 언어의 다양성 인정은 물론 

공교육기관에서 다문화 미디어교육 강화를 통한 선

주민의 소수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

이다. ‘국민 만들기’, ‘다문화 공생 사회’, 등의 전략으

로 이주민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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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

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으며, 2006년에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되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되

면서 비로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 것

이다. 이에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교육학과 미디어학 관련 학자들을 통하여 다문화 미

디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내용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선주민과 이주민을 분

리하지 않는 방향에서의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문화 미디어교육으로 더 발전을 꾀해야 한다.

2.2 다문화 미디어교육을 위한 접근방식 

현재까지 많은 연구는 다문화 미디어교육을 이주

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정부의 다문화 

교육정책도 이주민과 이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선주

민 대상의 정보전달 수준이었다[14]. 아직도 다문화 

미디어교육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기존의 

미디어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

용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체험과 언

어교육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5]. 이미 단일

민족이라는 언급은 사라지고 있고 이주민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

한 대상으로 대중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범국민적 차원에서 다문화 미디어교육을 통해 문

화 다양성 교육이 요구된다. 즉, 다문화사회에서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이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극복하고 미디어교육의 

대상을 선주민에게까지 확장하여 다양성 존중과 상

호 이해를 위한 사회 통합적 문화 다양성 교육프로그

램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다문화사회를 다룰 때 고령화

와 저출산율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충돌, 일자리 경

쟁, 위장 결혼, 이주민의 범죄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부상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 되는 것이 현실이

다. 또 미디어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이주민은 부정적 측면, 즉 가정의 갈등 문제, 문화적 

충돌로 인한 상호 간의 격차, 경제적 빈곤, 폭력과 

불화 등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특히 귀화한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태도 또한 

여전히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민족주의와 혈통 위주의 사회적 관점에서 아직 이주

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문화 간 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의 활용이 다양한 가운데 미

디어를 통한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즉 다문화 교

육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며 누구를 대상

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Table 1과 같은 접근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소수의 집단인 이주민들을 주류의 문화로 

이끄는 사회적 과정을 동화로 본다면, 동화는 다민

족, 다문화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동시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 

왔다. 이러한 동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한 

동화주의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보면, 인종

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집단의 학생들을 교육을 통

해 공통의 문화로 동화시킴으로써 주류사회의 일원

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다[16]. 여기서 소수

집단을 문화적 결핍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문화적 

차이를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차별과 편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다문화 교육을 문화적으로 열

등하거나 사회적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둘째, 동화주의를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보면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통해 다양성의 유지, 차이

에 대한 존중,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참여 권리 

등을 다원주의 다문화 교육이라 하였다[16]. 다원주

의적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소수집단의 이주민뿐만 

아니라 주류집단 학생들까지 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것은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과 권

리 보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다원주

의적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게 하는 것으로 

소수집단 학생이 다수 집단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조

화로운 관계에만 집중하여 개인의 학업성취에는 소

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6].

셋째, 문화를 권력과 관련된 산물로 인식하고 문

화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나 차별의 문제를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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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비판적 다문화 교육이라 한다.

이것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류집단의 이데올로기, 가치, 지식 

등에 대해 도전하는 다문화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비

판적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사회 불평등을 생성하고 

유지 시키는 지배집단의 제도를 비판하고 사회적 변

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는 비판적 사고력과 사회참여 능력이 과연 소수집단 

학생들의 성공적 삶을 위해 필요한 능력인지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17].

넷째,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시장의 자유를 의미

한다. 사회가 자유경쟁의 시장처럼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교육도 개인적 성공을 넘어서 국가적 

성공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것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다문화 교육은 소

수집단 간의 통합을 다루던 민족 간의 관계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논의의 영역을 넓히고 세계화로 인해 

커다란 자유경쟁의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의 소수집단 학생들을 시장에서 활동

하는 자유로운 세계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

다. 즉,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경제적 

목적을 위한 자본으로만 접근함으로써 오로지 국가

의 인적자원 양성에만 두는 수단화 혹은 도구화에 

교육적 목적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18].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은 자유졍제

시장에서 개인 및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을 양성함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을 생성하는 지배집

단의 제도를 비판하고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 다문

화 교육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3. 다문화 교육정책의 전개 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

3.1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정 

2022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수가 

2016년 99,18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68%의 비율

이었으며 그 수가 증가하여 2021년 160,056명으로 전

Table 1. Approach to Multicultural Media Literacy Education [16].

Access Type Conceptual definition
Purpo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blems and criticism

Assimilationist
education

The social process of
leading minority groups into
mainstream culture

To transform students from
cultural, ethnic, and ethnic
minorities into a common
culture through education
and become members of the
mainstream society

Emphasizing mainstream
culture and fairy tales,
cultural differences are
considered negative,
deepening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Pluralistic
education

Maintain diversity, respect
for differences, establish
personal identity

Promoting understanding of
minority groups of
mainstream students and
raising pride of minority
groups to harmonize

Focusing only on
harmonious relationships of
students, criticized that it is
inefficient in terms of
academic achievement

Critical
education

View culture as a product of
power and approach issues
of inequality or
discrimination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o criticize the system of
the governing group that
creates and maintains social
inequality and to pursue
social transformation

It does not give minority
groups immediate success
in life, and it gives
mainstream groups guilt,
causing conflicts with
minority groups

Neoliberal
education

The pursuit of national
success beyond personal
success as a society acts
like a free competition
market

Develop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by fostering
multicultural students as
effective actors and global
citizens of the market

By approaching cultural
diversity as capital for
economic purposes, the
focus of multiculturalism is
solely on fostering national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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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구 대비 3%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1]. Table 2와 같이 유형별 다문화 학

생 분포를 보면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도입국과 외국인 학생

의 증가세가 2021년은 전년 대비 약 13%가 증가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1].

이러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는 학교교육을 중

심으로 공교육에 있어 인종적, 민족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의 유입으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요구와 한

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담론의 장을 

열게 하였다. 즉, 세계화 속에서 다문화 담론은 우리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19].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2006

년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자녀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이 수립되면서 시작된 것이다[20].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이주민 대상 자녀들의 

학교적응 교육프로그램의 계발과 실행, 그리고 그 자

녀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교육 및 내국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교사교육 

등으로 나누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교

육부의 다문화 교육정책들은 대부분 이주민 부모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대

부분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21]. 이렇게 초기 다문화 

교육정책은 주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 되

었으며,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

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이며, 정책 실행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점과 문제점으로 나타났었다. 이에 최근 연

구들은 다문화 교육정책이 선주민(내국인)과 이주민

을 분리하지 않는 다문화사회 시민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22].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을 시기별로 크게 세 단

계로 구분하여 그 추진 경과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2006년을 시작으로 1년 동안 다문화 교육 지

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교육과

정을 통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민족과 문화의 배타

적 경향을 완화하여 다문화 및 다인종 교육요소를 

포함 시킨 정책과 2008년 시작된 다문화와 관련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예비학교를 지정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맞춤형 

사업 지원계획 수립에 이어 2010년 도입된 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교육대책이 마련된 시기를 태동 및 도입

기로 본다. 둘째 단계는 2012년 이후에 2018년까지 

다문화 교육 지원에 대한 보완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한 시기를 발전 및 확대기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16년 다문화 교육의 맞

춤형 교육 지원 및 부처 간의 협업, 지역 내의 연계강

화와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개

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단계는 2006년 처음 

수립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 2018년부

터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와 지역사회 등이 연계된 

구성원들이 다문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으로 내실화하면서 교육에서

의 평등 실현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통합과 내실화 

시기로 볼 수 있다[1].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법(다문화 가족지원법 제3

조의 2)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이끌어가고 있다. Fig. 1을 

통해 그간 1, 2차(2010-2017) 정책과 제3차 기본계획

(2018-2022)을 비교하여 보면,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확대시키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 주요 기본계획이다. 그러

나 1, 2차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초기 적

응 지원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었다면, 3차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화와 사회진출을 위한 구체적 진

입방안 제공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다문

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

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다문화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내용과 방법 선정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의 목표와 내용은 지난 10

년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초기 다문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문화가정 

Table 2. Distribu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by Type 

(person).

Year
a domestic
birth

an intermediate
entry

a foreign
student

2019 108,069 8,697 20,459

2020 113,774 9,151 24,453

2021 122,093 9,427 2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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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책이었다. 즉, 다문화가

정의 자녀를 정책의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정책이 

목표였다. 이러한 교육지원책은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주민 자녀들만을 

준거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

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보편

적 지원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의 지원정책은 2012년 초기 정책의 대부분이 문

화체험 활동으로 방과후수업지원, 문화체험 및 놀이

공원 방문, 학원 수강 지원 등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

한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였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

의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바우처와 같은 직접

적인 지원형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지원과 한국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지

원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다[23].

다문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누구나 각자의 개

성과 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기에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 및 경험적 차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학생이 성별, 인종과 민

족적 특성, 문화적 특성 및 사회적 계층 여부와 상관

없이 학교에서 학습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 다문화 교육이다[6].

이러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선정과 방향은 학업 

성취도와 친구 관계 및 가정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라 정의적인 측면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자아존중

감을 고려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교사와 교우관계 

및 학습활동과 성취도를 감안한 교육지원과,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정의 소득 수준을 분석하여 다

양한 변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주

민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Sortation Primary and secondary policies 3rd Basic Plan (2018–2022)

An
international
marriage

A marriage immigration officer
stopped after dispatch

A marriage immigration officer
dispatch

Mutual respect education

Support for
Migrant Women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Protection facilities can be admitted
after registration as a foreigner

Rental Housing Support

Establishment of a general counseling
center (expansion)

Multicultural
family

A family relations program operation

Applying for a Working Children's
Scholarship (You need a spouse of
Korean nationality)

Program Diversification for a
multicultural family

Applying for a Working Children's
Scholarship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upport for adaptation to school life

Push ahead of Youth Growth Support
Projects

Multicultural
acceptance

Focus on Multicultural Education
(public official, police)

Activat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A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Multicultural Family Policy Committee
Enhancement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o
Enhance

referenc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third round Basic plan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2018.

Fig. 1. Basic Plan for the 3r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nd Comparison of Policies in the mea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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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재구

성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과 학업성취도, 교우관계 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

문에 정책의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학교생활 속에서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에 따라 학교생활의 성패가 작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교육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학업 성취

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업성적과 진학률이 향상된다

는 것을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인식과 요인 분석” 김기영, 고은선 (2018)

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정책은 중앙정부 부처인 교육부를 중

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교육청이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단위

학교에 전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패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단위학교에 이르는 일

관성 있는 정책 실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

램을 실행할 때 이주 배경만을 준거로 설정하기 때문

에 그 효과성이 높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

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먼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배경을 고려하

지 않고 바우처 제도를 통해 다문화 자녀 모두를 위

한 직접적인 지원이 다문화교육과 사회통합을 이끌

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

째, 이주민 학생만이 아닌 교육에 소외된 계층의 모

든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적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한

다.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

한 지원정책은 이주 배경을 준거로 하는 다문화의 

개념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한국의 문화와 언어

에 이해 수준에 따라 선택적 지원과 궁극적으로는 

통합적 지원을 체계화할 때가 왔다고 본다. 셋째, 정

의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

고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나 소외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주민 자녀

들은 자아존중감이 떨어진다는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백지숙, 김진, 정효경

(2014)의 연구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

중감 증진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다문화사회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 되고 있다. 넷째, 다문화 교육정

책이 일관성을 갖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사들의 능동적인 이해와 확

실성을 갖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

이다.

3.3 다문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정책  

어떤 문화나 사회집단이 지닌 정신적, 정서적, 지

적, 물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전통과 신념 그리고 가

치체계와 생활양식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 문화 다양

성은 한 사회내에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서 문화적 편견과 불평등, 차별 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24]. 소수의 이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주민도 포함한 문화 다양성2)에 대한 교육은 다문

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일방적인 소수자 적응교육을 위한 문화의 동화교육

보다는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서로의 문화간 조화

를 이루어 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의 통합이라 하겠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주민들 

대상의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미디어 기반 리터러

시 교육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7].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교육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선주민이 타 문화와 공존

하는 소통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다문화 미디어 기반 리터러시 교육활동에서 선주

민과 이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알고, 변

화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아존중감을 느끼고, 자

신과 상대방을 둘러싼 사회문화에 관한 자신의 가치

관과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디지털 기

술의 발전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등장은 다문화 리터

러시를 문화 다양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회 내에서 

2) 2001년 유네스코가 처음으로 문화 다양성을 제청하였다.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의 통합은 정체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유엔과 유네스코 및 
유럽의회 등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다인종적, 다문화적
인 가치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문
화 다양성 교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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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간에 상호 존중, 인정 및 공존의 의미를 깨닫

게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유네스코는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다음 3가지 교육목표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였다[25]. 첫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선주민이나 이주민 모두가 민

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는 통합

을 위한 올바른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미디어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

여 선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미디어이해 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 셋째는 지식기반사회 및 지능정보사회에

서 문화의 발전을 위한 미디어의 활동과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확대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조화를 위해 다문화 미디

어교육이 필요하며, 이주민이 다문화사회에 적응하

고 선주민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을 극복하

고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도구로써 다문화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리터러시 교육은 집

단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과 접근의 다

양성과 인권에 대한 평등,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균형

을 이룬 교류 등을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에 대한 갈등은 선주민과 이주

민의 빈번한 접촉과 관계의 증가로 위장 결혼 및 이

혼, 문화적 충돌, 일자리 경쟁,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

로 나타나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증가하고 있다. 부

정적인 다문화가정의 편견을 다루는 미디어의 재현

도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보다는 문화적 충돌을 더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상호문화적 성찰과 문화 간 대화의 

기본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선주민 대상의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은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비

판적 시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공생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추진체계 구축 상태를 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고, 시·도교육청

에 지역 다문화 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

한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에 

미디어를 통한 구체적인 다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이주민과 선주민

의 융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26].

4.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본 다문화 교육정책이 우

리에게 주는 시사점

4.1 미국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정

책과 시사점 

다문화사회의 갈등기를 먼저 겪은 여러 국가 중에

서 안정적으로 다문화주의 모형을 실행해 가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통

합정책을 모든 주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

집단과 언어,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해주고, 정

책의 목표를 이주민들이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니

라 평화적 공존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1955년 이민개혁법을 통해 이민자 차별을 

철폐함에 따라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이민자들의 정

착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으나 이민자들

이 주류사회의 핵심가치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던 동

화주의 모형은 결국 사회통합에 실패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동화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초기 다문화 정책을 버리고 다원적 다문화주의를 통

한 다양성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미국은 처음부터 다문화주의 정책실시는 아니었다.

동화 이데올로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회통합의 문

제에 대하여 미국은 문화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차

이의 완전화와 보존’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적 

문화의 연합체로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연방국가

를 만들었던 것이다[27].

미국의 다문화 정책은 한 사회내의 다양한 집단을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

존하게 하는 정책으로 꾸준히 진화해 왔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다문화정책의 노선에 따라 연방정부

는 재정적 역할 수행을 확대하고 소수자의 정체성 

보호와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문화 관련 입법

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력증

진 및 교육기회 보장, 불법 체류자 자녀교육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사회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미국의 사회통

합정책은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다문화 모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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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해결책

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에서 ‘낙오학생방지법’도 소

외계층 학생의 학력 증진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속적인 개선과 수정을 거쳐 실

행되고 있다. 이것은 빈부의 차이에 의한 학력 격차

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것이며, 결국 소수뿐만 아니

라 다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것이다. 물론 현재는 인종차별 및 외국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사회통합에 관한 

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

로 변화하면서 이주민들의 자유와 평등, 평화적 공존

과 존중이라는 국가적 전략을 끊임없이 개선 발전시

켜가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도 변화 발전시켜가는 미국의 다문화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니라 평화적 공존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문

화주의에 따라 사회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

째, 민주주의는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완전화와 보존에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사회의 

통합적 정책은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

원들을 대상으로 안녕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원

적이고 다차원적인 교육정책이요, 사회통합정책이 

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필

요하다. 즉, 평화의 공존을 위해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문화적 정치적 지위를 가

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다문화의 사회통합정책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

로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본다. 다

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민주시민 또는 세계시민

으로 사회공동체를 통하여 소통과 공존을 할 수 있게 

하는 다문화 미디어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의 다문화 사회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재정비

하고 다문화 정책의 철학적 기초부터 더욱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어떤 이념적 지향과 가치

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다문

화 정책이 단순히 기존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변화시

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을 전제

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성이 필요한 것이다.

4.2 독일 이주민 통합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정책의 방

향과 시사점 

독일은 한국과 유사한 동질적 문화전통의 민족주

의가 강한 민족이다. 이러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하여 국가적 측면에서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대거 유입시켰

으며 낯선 문화와 종교가 같이 유입됨으로써 다문화

사회라는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저출

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인구의 감소로 다수의 

이주민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에게는 

다민족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유의미한 경험

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정책 합의 기구인 

Kultusministerkonferenz : KMK(주 교육부장관회

의)의 결정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본다.

독일의 이주민 정책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노

동 인력을 수입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어서 이주민에 대한 포괄적 통

합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경제침체와 오일쇼

크로 외국 노동 인력 수입이 중단되던 1973년 이후 

출산율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와 외국인 학

생의 증가로 사회통합정책의 과제가 등장하였다[28].

이렇게 1970년대 말부터 독일은 이주민 문제가 정치

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독일

은 1980년대 자국민들의 실업률이 증가하자 외국 노

동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외국인 귀국준비촉진법’

을 만들어 1990년대 말까지 이주민들의 귀국 종용과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귀화와 통합이라는 이중적인 이

주민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와서는 외

국인 2세대들의 독일 국적 취득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이주 및 통합정책

이 가능해졌다. 독일은 이미 1990년 후반부터 노령화

가 확대되고 저출산의 증가로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

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 ‘그린카드제’라는 정책을 통

해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유입시켰으며, 외국인이 

사회적 부담이 아닌 경제적 번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

로 인식하면서 이전의 이주정책이 귀국과 통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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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인 정책에서 귀국보다는 독일 사회에 통합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05년 이후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이 정치적 목표가 되면서 독일 전체 인구

의 약 9%까지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29].

이렇게 독일은 다문화 교육정책이라는 용어보다

는 문화 간 만남과 교류의 상호작용과 서로 이해하고 

사회적 통합을 통해 제3의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호문화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

다. 이것은 문화를 고정되고 폐쇄적이며 동질적인 것

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문화적 정체성을 상호작용

의 과정에서 새로이 조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다[30]. 즉,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

증진을 추구하고,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를 극복하여 기회를 균등하

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주민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

며, 상호문화교육을 학교교육에서 범교과적 과제로 

인식하고자 한 것이다. 실질적인 상호문화교육의 목

표를 보면, KMK(주 교육부장관회의)는 각 주의 조

직적이고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유형의 학

교와 그 학급별 교육과정을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재

구성하게 하였다. 독일 학교의 실제 수업에서 외국어 

수업 개선, 모국어 수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

하였으며, 모든 교과에서 이주민 교사의 임용 기회 

확대와 더불어 사회교육 전문 인력 및 사회문화단체

와 외국인 자문위원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문

화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었다[31]. 상호문화

능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호문화교육은 학교교육

이 담당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상호문화적 사고와 

태도, 행위의 학습 등 상호문화적 의사소통능력과 갈

등해소 능력의 습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독일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 및 

시설, 인력이 종합적으로 네트워크화를 통해 국가통

합적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에 대

한 인식, 즉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문

제이다.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수세력과 

소수세력 모두를 대상으로 상호 존중과 소통을 강조

하고 있다고 볼 때, 다문화 교육이 무엇을 목표로 하

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인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법적인 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영역에서 더욱 구체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독일의 국가통합계획에는 이주

민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인 접근

을 하고 있다. 노동 시장문제, 직업교육문제, 주거와 

건강문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소통의 과제 등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독일은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

근은 범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종합

적 정책 마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또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

양성에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한국사회는 앞으로 단일민족성을 내세우기 어려

워지고 있다. 더욱이 강한 동질의식을 갖은 우리 사

회구조에서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타성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은 지속적인 노동인구의 유입이 필요 

할 것이며, 급격한 다문화 사회화와 이로 인한 문화

의 다양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그리고 교육적인 담론을 적극적

으로 펼쳐야 한다고 본다.

Banks는 다문화 교육을 특정 민족집단에 대한 학

습이 아닌 자신이 속한 문화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다문화 리터러시라고 설명하면서 선주민(내국민)

이 가져야 할 시민 소양으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형성 및 배려를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고, 다문화 미디어 기반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공정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시민적 실천 

운동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7]. 지

금까지 우리의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 대상 소수자들

에 대한 정체성 교육과 적응 교육이었다. 서로의 문

화적 조화보다는 일방적인 문화통합 교육이 되어 왔

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정체성 확립과 자신을 스스

로 방어할 수 있는 역할 교육이어야 하며, 다수자 문

화의 성숙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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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켜나가는 일은 인

류 사회의 미래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생명력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

는 것이다.

다문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이 선주민 상황을 대변하고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동화하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 

미디어교육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

원들이 서로 다른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민주시민 또는 세계시민으로 사회공동체를 통하여 

소통과 공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문화 미디어

교육이 되어야 한다.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공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어떠

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즉 다문화 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Sleeter & Grant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통해 다양성

의 유지, 차이에 대한 존중,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참여 권리 등을 다원주의 다문화 교육으로 보면

서 다원주의적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소수집단의 이

주민뿐만 아니라 주류집단 학생들까지 교육의 대상

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과 권리 보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타문

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

다. 또한 문화를 권력과 관련된 산물로 인식하고 문

화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나 차별의 문제를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한 비판적 다문화 교육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류

집단의 이데올로기, 가치, 지식 등에 대해 도전하는 

다문화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러한 다문화 교육의 접근방식들을 기본적으로 포함

하면서 더 발전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 교육

이 등장한 것이다. 소수집단 간의 통합을 다루던 민

족 간의 관계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논의의 영역을 

넓히고 세계화로 인한 커다란 자유경쟁 시장구조의 

형성은 다문화의 소수집단 학생들을 시장에서 활동

하는 자유로운 세계시민으로 길러내며 글로벌 인재

로 양성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누구나 각

자의 개성과 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기에 그들의 언

어와 문화적 또는 경험적 차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선정과 방향은 학업 성취도와 친구 관계 및 가정

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라 정의적인 측면에서 학생

들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고려하고, 사회적인 측면

에서 교사와 교우관계 및 학습활동과 성취도를 감안

한 교육지원과,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정의 소

득 수준을 분석하여 다양한 변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렇게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 자녀

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진행되

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만족도

는 어떠한지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

램을 실행할 때 이주 배경만을 준거로 설정하기 때문

에 그 효과성이 높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

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먼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배경을 고려하

지 않고 바우처제도를 통해 다문화 자녀 모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다문화교육과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이주

민 학생만이 아닌 교육에 소외된 계층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적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정

책은 이주 배경을 준거로 하는 다문화의 개념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이해 수준

에 따라 선택적 지원과 궁극적으로는 통합적 지원을 

체계화할 때가 왔다고 본다. 셋째, 정의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정체성

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 교

육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

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사들의 능동적인 이해

와 확실성을 갖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교사는 수업 진행에 있어서 책무성을 

갖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주체성과 능동성을 갖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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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문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소수의 

이주민만이 대상이 되어 이루어졌고 다수의 선주민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현재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래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

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류문화와 소수

의 이주문화 간의 공생을 위한 문화의 편견과 불평등

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주민들 대상의 다

문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

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성공적인 다문화사회통합을 이끌어가고 있

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을 종합해 본다면, 첫째, 이주민들과 평화적 공존과 

존중을 기반으로 상호문화주의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룬 미국처럼 차이에 대한 보존과 다원적이고 다차

원적인 교육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정책을 만들어 가

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어떤 이념적 지향과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을 

전제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성일 것이다. 둘째,

독일은 국가통합계획 측면에서 이주민의 삶과 관련

된 거의 모든 영역에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노

동시장 문제, 직업교육문제, 주거와 건강문제, 미디

어 리터러시를 통한 소통의 과제 등 매우 다양한 관

점에서 접근해 왔다.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양성

에 구체적인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이주민에 대한 법적인 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영역에서보다 구체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수준은 과거 단일민족의 신념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다문화사회에 새

로운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

적 가치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32].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소통의 중요한 도구인 

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에 모두가 다문화사회로의 정

착을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의 철학적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 미디어교육이 내포하고 있

는 성찰과 비판의 의미를 사회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에서 논

쟁이 되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비판과 성찰의 가능성

을 미디어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문제는 단순히 문화와 가치의 충돌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됨에 따라 함께 살아

가기 위한 적절한 권리 부여와 같은 정치적이고 사회

적인 문제와 그리고 소외문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통해 미래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융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찰

이 필요한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리터러시교

육은 이주민 개개인의 의사표명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상호교류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특히 선주민

(내국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상호인정

과 교류만이 건강한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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