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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캐나다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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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캐나다에서 이주민의 정착과 지원을 위해서 전개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교
육지원 실제를 살펴보고 다문화맥락의 평생교육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하고, 평생교육연구 분야의 함의를 얻었다. 첫째, 오늘날 캐나
다는 정주민과 이주민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간문화적 통합(integration)을 교육프로
그램 내부에 정치시키고 있다. 둘째,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선언해 온 캐나다에
서 신규 정착 이주민 지원 정책은 현장밀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다변화된 교육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기관별 역량 제고와 지역 커뮤니티의 다문화교육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캐나다의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 개념을 우리나라 맥락에
맞추어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생학습의 과정으로서 인종
차별금지와 인권 이슈를 포괄하는 다문화교육 콘텐츠의 심화가 필요하다.
주요어 : 해외 이주민 정착,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다양성관리,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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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추진해온 평생교육사업을 총망라한 평생교육백서가 1997년부터 발
행된 이래로, 2013년도에 발간된 ⌜평생교육백서⌟(2011/2012)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과 ‘외국 이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록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급
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평생교육 환경의 도래와 새로운
배경을 가진 평생학습자를 인식하고, 다문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기획하기
시작한 것을 함의한다(김진희, 2013: 382-384). 이제 우리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평
생교육체제는 이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처방적, 동화주의적 프로그램을 넘어서, 다문화적 배
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중장기적인 지원체
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다문화맥락의 평생
교육정책과 실천이 능동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함의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서, 우
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형성한 캐나다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차원에서 이주민들의 정착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의 이
주민 지원을 워한 교육정책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위한 교육 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세부 교육프로그램 수혜자 및 학습자는 누구이며 무엇이 초점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주, 다문화, 그리고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주(migration)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다. 이주를 통해 한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유입을 확장시키며 문화 변동을 맞
이하게 되며, 다문화적 사회구성체는 다시금 다문화 정책 및 이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주민의 삶의 동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주민을 포함한 한 사회의 구성 양식에도 영
향을 주고받게 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무조건 인정하고 분리시키거나, 정반대로 다양성
을 일방적으로 단일 문화체제로 동화시키는 일방향적 사회화가 아니다. 그것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간문화적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허영식,
김진희, 2013). 분명한 것은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에 정박해 있는 하나의 정체성과 동질문화
의 고정화를 도전하는 기제이며, 다양성을 끊임없이 개입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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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과 이주는 어떠한 이론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평생교육은 이주민들의 새로운 사회 적응과 변환을 지원하는데 중추적인 역
할을 한다. 평생교육은 이주민의 삶의 질과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공
정한 사회에 많은 관심을 두어 왔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동화주의적 접근과 민주주의를
가장한 인종주의 및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던져버리는데 중요한 사회적, 도덕적 역할
을 부여받고 있다. (Guo, 2010, p. 441)

위의 논의는 학습자와 사회의 ‘변화’를 기저에 깔고 있는 평생교육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인종차별주의를 근절시키는 중요한 기제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평생교육이 적극
적인 민주시민을 양성시키는 전 생애에 걸친 것이라는 이념적 기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평생교육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영국사회의 이주 정책과 평생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 Guo(2010)의 비평은 날카롭다. 그는 다문화사회의 ‘굉장
한 다양성(super diversity)'이 결국 ‘동질성에 입각한 접근(sameness approach)’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평생교육을 통해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서 나서는 모
든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는 원론적 논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논의의 실천적 귀결은 이주민의 동화와 사회 적응을 위한 성인 무료 영
어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Guo(2010)는 이러한 현상을 오류에 빠진 전제(misassumption)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이주민에게는 영어 무료 교실이 급선무이다’라는 전제
로 인해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특색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새롭게 정착한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계 이주민에게 무료 영어강의(ESOL)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의 역할은
충분한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이주민들은 이질적인 그룹인데 똑같은 형태의,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유사한 맥락에서 Vertovec(2010)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재생산하는 성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필두로 한 평생교육 서비스의
구조는 논리적 오류를 넘어서, 다문화사회의 딜레마라고 지적한다.
현재 다문화사회인 영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세금을 내며 경제적 참여를 하고 있는 이주
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Guo, 2010: Roxana NG & Hongxia Shan, 2013). 더 큰 문제는 이주민들의 여
가 활동이 매우 낮으며 정주민과의 상호작용이 극히 드물거나 그 기회가 거의 없다는데 있
다. 이처럼 서구의 다문화사회에서도 여전히 이주민들은 직장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사회서
비스를 활용할 때도 그들의 배경으로 인해서 타자화라는 굴레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
(COMPAS, 2006).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일군의 학자들은 이주민을 위해 개발한 사회정책 서
비스들은 ‘인종적 편리와 수요에 대한 감수성이 있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그리고 언어적으로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정책’이라는 표어를 걸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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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universalism)로 귀결되는 동화적 접근이라고 지적한다(Vasta, 2007). 이로 인해서 서구
사회에서 개발한 이주민을 위한 정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거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흔히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적 조직 모
델(multicultural organization model)’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실제 알맹이보다는 겉치장
(cosmetic)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캐다나, 영국,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
어가 모국어가 아닌 성인 이주민을 위한 무료 영어 강좌와 시민권 시험(citizenship test)이 이
주민이 가져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새로운 사회로 유입하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의 문제에 눈감아 온 측면이 크다(Roxana NG & Hongxia Shan, 2013).
이와 같은 성찰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사회가 점차 다
문화·다인종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변화의 시점에서 평생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
가? 평생교육의 이론과 정책, 실천은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개입
해 왔는가? 오히려 오늘날 평생교육은 성인 학습자인 결혼 이주민을 위한 한국 사회적응과
동화에 도구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론적 논의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실제에서도 ‘이주’라는 키워드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글로벌 이주 시대의 새
로운 사회적 흐름에 조응하기 위해서 우리정부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확정하여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이주 정책은 [통합]
과 [인권]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주민에게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권을 강
화하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차별 방지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각종 연계 사업을 실시하
는 것은 주목할 지점이다.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인종적, 계층적 배경으로 인해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주 정책을 사회 통합을 넘어서, 이주민의 인간 권리를 향상시키는
기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정책을 둘러싼 홍역과 갈등을 치르고 있는 서구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
별 방지는 중요한 이슈이다. 캐나다에서도 다문화주의를 단순히 ‘문화 다양성’ 프레임에 갇혀
서 인식하는 방식을 넘어서, 차이와 다양성에 배태한 소외와 갈등, 권력 관계의 정치성을 묵
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평생교육은 인종·민족적 다양
성과 특수성을 가진 조직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공적 영역에 참여하도록 촉
진하고, 이주민과 정주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형평
성을 보장하여 효과적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제가 되어야 한다(IFLL,
2009: Guo, 2010; Roxana NG & Hongxia Shan, 2013).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 후원
형 평생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이주민간의 무형식 차원의 상호작용이 활발하
게 전개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다문화시민성의 저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김진희, 2013).
이제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하고, 소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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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념적 원류를 복원함으로써, 다문화적 구성체와 문화적 다양성이 작
동되는 원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또 문화다양성을 둘러싼 소외의 정치
와 권력 관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눈을 감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는 단
순한 문화다양성을 넘어서, 결국은 계층과 권리, 권력의 문제, 나아가 평등권의 문제와 복잡
다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Pamela, 2005).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이주민의 사회적
참여와 소속감을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열린 채널을 모색해야 한다
(Jonhston, 1999). 이를 통해 평생교육은 공정한 공적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다문화 배경을 가
진 취약계층들이 주류사회의 거대 체제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움과 앎, 그리고 실천
을 통해서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통로로 인식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과 텍스트에 근거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연구의 초점은 대표적인다문화국
가인 캐나다를 하나의 사례로 두고, 해외 이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평생교육 실제는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전술한 연구 질문에 해당하는 여러 문제와 쟁점
을 분류하여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준거 및 항목
구분과 항목

이주민 평생교육정책 관련 주요 내용

이주민 지원 교육정책
(정책적 측면)

- 캐나다의 다문화정책과 동향
- 연방정부의 공적 지원 체계와 교육적 개입

이주민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내용적 측면)

- 캐나다 주 정부의 신규 이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특성: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중심
- 신규 이주민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이주민 교육지원책의 주체, 수혜자 및
학습자
(참여 실제적 측면)

- 커뮤니티 기반의 평생교육 실천 주체
- 세부 프로그램별 수혜자와 학습자
- 교육 초점과 특성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서 캐나다의 이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의 동향과 특성
을 살펴보고, 이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제어와 쟁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다시 목적별로, 내용별로, 주
체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다문화맥락과 결합하는 평생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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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캐나다의 이주민 교육지원정책 특성: 다문화주의 모형과 간문화적
접근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국가의 대표 모형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나라이다. 1971년에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캐나다는 국적과 상관없이 사회참여, 평
등, 민족적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하는 제도적 기틀을 확립했다. 1982년에는 인종과 국적, 피
부색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민자들을 대폭 받아들였다. 그 가운데
‘캐나다 다문화법안(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은 가장 강력한 법적 토대로서, 서로 태생
이 다른 개인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의 완전하고 공평한 참여를
북돋우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법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캐나다는 2011년 조사된 이민자
및 다문화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 Migration Integration
Policy Index)’에서 스웨덴과 포르투갈에 이어 3위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평가지
표에서도 고루 상위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3). 특히 다양한 언
어와 문화를 가진 200여개의 민족 집단이 어울려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최근 40년 사이에 민
족적·문화적 인구는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있다(이인원, 2013). 이주민은 오늘날 캐나다 인
구 성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Government of Canada, 2013), 이주민이 사회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단·장기적 경제 수요와 캐나다 고령화·저출산률, 노동
력 수요에 맞춰 이주민의 수를 조절하고 있다. 동시에 다문화주의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문화ㆍ가치ㆍ언어 등
을 유입국의 사회 속에 공존시키면서 주류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쌍방향
적 통합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이로미, 장서영, 2010).
최근 들어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정책을 국가 통합차원의 이슈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그것은 첫째, 초기에는 인종과 민족 배경을 기준으로 이민
자들을 분류하고, 소수자의 정착과 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시행에 치중하
였으나, 이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동화를 하고 정착을 지원할 것인지 정체성의 혼돈이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대를 거쳐서 이민자의 수가 급증한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
시의 경우, 오히려 본래 캐나다 정주민보다 이민자들이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는 지역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들을 주류사회 혹은 주류문화에 편입시키고 동화시키는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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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대안적 개념으로서의 문화 간 통합과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간문
화적(intercultural)’ 정책접근이 보다 주목 받게 되었다(Government of Canada, 2013). 즉 간문
화적 접근은 이미 존재하는 언어적․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 사이
의 소통(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을 강조하기 때문에(허영식 외, 2014) 접촉․
소통‧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실천적 접근이다. 둘째, 다문화정책은 곧 지역사회의 삶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성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
다.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이 우수하게 빈틈없이 기획되었다 할지라도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
는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역량은 상이할 수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의
거시적 기조와 주(州) 단위의 미시 정책이 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별 이주
민 정착과 통합 정책은 민간 파트너십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강화하고 있다.

2. 캐나다 연방정부의 이주민 지원과 커뮤니티 기반 교육적 접근
캐나다의 연방 정부는 ‘정착’의 개념을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
라 기존의 캐나다 사회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상호적으
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한다(캐나다이민국, 2013). 다시 말해, 다양성을 간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국가적으로 선포
한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삶터에서 맞이한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이들이 가진 다양성의 자원은 캐나다사회의 역동성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근저에 두고 있다. 일방향적인 통합이 아니라, 정주민과 이주민간의 상호작용을 거친 통합
(integration)으로 나아가는 기조가 이주민 정책의 핵심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통
합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고, 사회구성
원으로서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상정한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인
종적, 민족적, 계층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은 캐나다라는 새로운 사회에 연결되어(connected)
있는 소속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참여를 지원하고, 정주민들
을 위해서 캐나다 사회의 동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이민자 정착 정책의 유형, 즉 연방 정부가 이민자의 정착에 개입하는 방식은
‘국가개입유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사회 통합에 중추적인 것은 교육적 개입이다(김진희, 2013). 설령
‘교육’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붙이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 새롭게 유입된 이주민의 인식개
선과 삶의 변화를 이끄는 기제는 교육적 공급(education provision)의 형태를 띠고 있다. 캐나다
는 이주민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주민이 가진 다양한 요구에 따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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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지원 서비스(settlement services)라고
통칭할 수 있다. 크게 4가지 종류의 정착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캐나다이민국, 2013).
• 이민자정착과 적응프로그램(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 신규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도(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
• 이주민 학습자의 학교 적응 지원 전담(Settlement Workers in Schools)

첫째, 이민자 정착과 적응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각 지역 단위 이민자 정착
지원 서비스 기관에 대규모의 재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첫째, 경제, 사
회, 보건, 문화, 교육 및 여가 관련 서비스로의 연계, 둘째, 은행 이용, 물건 구입, 주택 구입
등 일상생활 제반에 관한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셋째, 통․번역 서비스, 넷째, 상담
연계, 다섯째, 이력서 작성 및 구인정보 탐색 기술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주민
들의 초기 정착에 가장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로서, 생활세계의 비형식적, 무형
식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신규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도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영어교육 프
로그램이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 교육청, 지역 개방대학(community college), 지역 단
위 이민자 서비스 기관에 재정을 배당하여, 이주민들이 그들의 편리에 따라 제 1언어(영어 또
는 프랑스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언어교육은 정착한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주민들은 유입된 사회에서 새로운 문해 능력을 키워가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
셋째, 호스트 프로그램은 이주민과 정주민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즉 캐나다 정주민 지원
자와 가정을 선발하여 새로 이주한 이주민자 가정과 일대일로 쌍방향을 연결해 준다. 이 서
비스는 캐나다의 10개 주(州) 중 7개 주에서 제공된다(Government of Canada, 2013). 호스트
가정은 이민자 가정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필요한 생활 정보 전반에 대한 조언자이자 친
구가 됨으로써 사회 통합을 조력하게 된다.
넷째, 이주민 학습자의 학교 적응 지원 전담 프로그램은 이민자 자녀가 새로운 학교생활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을 도움으
로써 이민자가족의 초기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커뮤니티형 복지 서비스이다. 캐나다에
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 이주민 정착지원 종사자들이 상주하면서 관내의 여러 학교를 그룹으
로 묶어 담당지역을 순회하며, 이민자 자녀의 학교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이로미,
장서영, 2010). 이 서비스의 전담 인력은 이주민 학습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주민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
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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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연방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유입 비율이 높은 주 정부들은 연방 정부의 예
산과 별도로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이주민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토론토의 경우는 매년 평균적으로 40% 정도의 신규 이주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브
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있는 벤쿠버의 경우는 약 15% 정도의 이주민이 새로운 삶터를 찾아서
정착하고 있다(이인원, 2013). 예를 들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신규 이주민의 통합을
위해서 ‘Embrace BC’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도시의 다문화를 촉진하고 인종차별주의를 지양
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토론토 시립도서관을 거점으로 이주민과 지
역 정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도 자원 활동을 통해서 이주민의 사회 참여를 조력하는데 기여한다.
이렇듯 캐나다에서는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교육이라는 기능적 기술 함양 교육뿐만 아니라, 무형식적 장에서 상
호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호스트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
목할 대목이다. 인간의 학습은 형식교육의 장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
진다는 측면에서 보건대, 호스트 프로그램은 이주민과 정주민의 평생학습을 이어주는 중요한
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집단이 공동체 활동에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소통하면서, 사회 전반의 문화가 재구성되는 변환적 계기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 캐나다 지방정부의 이주민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프린스 에드위드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대한 개괄적 이해: 이주민 교육지원의 맥락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의 이주정책과 다문화정책이 큰 틀에서 작동하지만, 독립적으로 주
(州) 정부 차원에서 이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이하, PEI)는 대
서양에 연한 4개의 주 중의 하나로서 캐나다 대륙에서 섬으로 된 작은 주이다. PEI를 살펴보
는 이유는 다문화인구가 전통적으로 다수를 차지해 온 토론토와 벤쿠버 등의 광역도시와 달
리, 최근 급증하는 이주민에 대한 공적 지원이 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
주는 최신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PEI의 이주민 지원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캐
나다에서 주 정부 차원의 이민이 전개되는 양상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 내에서도 인구와 면적이 작은 주(州)인 PEI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1-12년에 걸쳐서 1,933명의 이주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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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연방 정부의 이민 절차가 엄격화된 영향으로 인해서 1,362명 이주민이 유입되었
다(The PEI Association for Newcomers, 2013). 원래 20세기 말 직전까지 PEI의 인구 구성은
영국계, 스콧틀랜드계 그리고 프랑스계계 후손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초에는 약
10년 동안 이민자 수가 점증하고 PEI에 정착하는 신규 이주민의 국적은 매우 다양화되면서
PEI의 주민 구성은 점차 다문화, 다인종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의 100여개 나
라 출신의 다양한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PEI의 지역사회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출신의 이주민의 수가 압도적
이며 이란과 부탄 등에서도 신규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3).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교육, 노동, 지역, 문화 생활, 사회 관계가 점차 다변화되면서 PEI의 사회적 생태계가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나. PEI의 신규 이주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적 접근
2003년 이후 PEI는 이주자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구 12명 중 1명이 이민자로 구성된 지역
으로, 현재는 캐나다의 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주자의 폭발적
인 증가로 PEI의 이주자 초기 정착 및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신규
정착 이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맞게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초기 정착에 필요한
공적, 사적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만족도가 높으며, 동시에 이주 프로그램에
대한 PEI 정주민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호응도가 높기 때
문이다(The PEI Association for Newcomers, 2013). 따라서 정책 전달 체계에서 누가 어떻게,
주도하고 있으며, 어떠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4. 이주민 교육의 주체, 수혜자 및 학습자: 교육 초점과 특성
가. 커뮤니티 기반 이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주체: PEI신규이민자협회
PEI에 신규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1993년에 비영리 자원 단체로서
PEI 신규 이민자 협회(PEI Association for Newcomers to Canada, 이하 PEI ANC)가 결성되었
다. 이 단체는 주로 이주민의 초기 정착 지원 업무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융합
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규 이주민을 대신하여 이주에 따
른 복잡다단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주민의 주장과 필요도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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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조직에는 정주민들이 자원봉사형태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이민자들은 협회의 임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또는 협회와 계약을 맺고 통역과 번역
사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PEI ANC는 주 정부의 이주 정책이 지역사회
에 풀뿌리 단위까지 전달되는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주민의 눈높이에 맞추
어 지역 현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캐나다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들을 신청하고, 확보하도록 도와주며 이주민들
이 놓칠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 신규 이주민을 위한 통역과 번역 지원 서비스, 그리고 각종 사회기반 시설과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새로 정착한 난민 신분 이주자들에게 PEI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제
공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인다.
• 이민자들에게 시시각각 변하는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학습세미나 기회를 제공한다.

PEI ANC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언어권의 의
사소통요구 수준에 바탕을 두고 어떤 이민자도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서 정착에 필요한 서비
스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어사용자 정착 프로그램
을 통해서 불어사용 이민자들이 불어권 학교들과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유대감을 가질 수 있
도록 도와주며, 불어권 학교들에게는 이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
고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경제적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신
규 이주민을 위해서 고용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이주민들은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과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
• 이주민의 노동력과 기능에 대한 사전 진단
• 고용상의 애로사항 파악과 해결
• 직업경력과 직업교육의 기회
• 각종 프로그램과 지원책에 대한 추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원서 작성 도움
• 직업을 찾기 위한 계획 설계
• 면접 능력 향상을 위한 리허설

이주민을 위한 취업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PEI ANC는 이주민 고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은 고용주들에게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매칭해 주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PEI 연방 정부의 이주민 정착 지원을 현장 수준에서 내실화하기 위해서 PEI ANC는 지역공동
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PEI의 급증하는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이 사회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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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참여하는 시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크게 3가지
의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다.
• 지역공동체 융합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 영어지도 프로그램
• 비지니스 지도조언 프로그램

이러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은 이주민과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는

브릿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주민들이 PEI의 생활 세계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다문화적 자원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활
동이다. 정주민들은 무형식적 장에서 다문화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 정착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적 측면
에서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또 PEI ANC는 이민가족의 자녀들이 PEI의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청소년 프로
그램을 실시한다. 신규 이주한 학생의 학교 입학과 적응뿐만 아니라, 이주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연결시켜 준다. 아울러 이
주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는 미래 세대인 청
소년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윤활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신규 이주민의 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정책적 개입: 수혜자와 학습자
현재 PEI 지방정부 차원에서 6가지의 이주민 지원정책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전개되고 있
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고 있다.
• 이민자 정착적응 프로그램(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ISAP)
• 신규 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Employment Assistance Service, EAS)
• 이민자 학생 연계 프로그램(Immigrant Student Liaison Program, ISL)
• 신규 이민자 영어교육
• 지역사회 참여활동(community outreach)
• 다문화교육(muliticultural education)

첫째,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SAP)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가 실시하는
ISAP는 신규 이민자의 초기 정착에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이것은 이주민의 사회 정착을 안정
화시켜 새로운 이주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캐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동 정책의 주요 수혜자 및 학습자는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카드 또는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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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소지한 사람, 정부지원난민(Government-Assisted Refugees)으로서 재정착 지원프로
그램에 편입된 지 1년이 경과한 사람, 캐나다 이민국(CIC)으로부터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진 않았으나 캐나
다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다(캐나다이민국, 2013).
둘째, 신규 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EAS)는 PEI의 신규이민자가 구직과정에서 부딪히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다. 1:1 취업 카운슬링을 통해서 취업 요구도와 현재 보유 능력을 진단하고 구직 활동의 실천
계획을 세우는데 지원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 수혜자 및 학습자는 PEI 거주자, 캐나다에서 취
업할 수 있는 합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영주권 또는 노동허가 소지자), 현재 상근직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평생교육차원에서 취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제공하
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이민자 학생 연계 프로그램(ISL)은 이주민 배경을 가진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
직원, 동료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민자 학생들이 PEI 주 학교체계
에 잘 적응하고 교육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
적으로 학생 욕구 파악 및 지역사회 자원 조사, 학교 현장 정기 방문, 이주민의 교육역량 제
고를 위한 중재자역할, 학교를 허브로 문화 간 소통 증진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넷째, 신규 이민자 영어교육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주민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이주민들이 캐나다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학습자는 PEI 주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이며, 연방정부의 캐나다
신규이민자 언어교육 프로그램(LINC)과 거의 유사한 틀을 가지고 진행된다. 예비 학습자들은
PEI ANC 사무실을 통해서 캐나다 언어수준 배치평가를 받은 후, 수준별 교육을 받게 된다.
다섯째, 지역사회 참여활동(Community Outreach)은 커뮤니티 기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으로서, 비형식, 무형식 차원에서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영향력으로 인해서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국이 기금을
제공하고 PEI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Community
Connections Program)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
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는 신규 이주민과 가족, 그리고 정주민이
주요 학습자이다. 특히 정주민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이주민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튜
터로서 활약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1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통합 프로그램(Community Inclusion Program) 코디네이터
로 활동하고, 무료 영어 강좌의 튜터 역할을 하거나 ‘우정교류 프로그램’이나 ‘홀리데이 호스
트 프로그램’의 초청자로 활동하였다(The PEI Association for Newcomers, 2013). 이렇듯 PEI
는 지역 정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두드러지며, 성인학습자들은 비형식 교류의 장을 통해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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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MEP)은 이민자 협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으로서 신규 이민자의 사회적 적응과 통합을 촉진하고, 기존의 지역주민들
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새로운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교육적 개입이라는 특
성을 가진다(<표 2> 참조).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신규 이민자의 삶의 전환(life
transition)을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
들어 가는데 있다. 다른 문화의 수용을 환영하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주민의 다문화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참여자 및 학습자는 이민
자, 교직원, 정책입안가, 산업체, 일반 사회구성원 등으로 다양한 층위를 포괄한다. 특히 최근
PEI 다문화교육의 참여자와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
지 2명의 전담 인력(MEP workers)이 270개의 인종차별금지 인식 개선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
했고, 프로그램 참석자는 6,000명에 이른다. 그만큼 다문화교육의 수요가 학교는 물론, 지역의
중소 산업체, 전문대학, 관공서 등 각계각층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PEI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초․중등 학교급에서 193개의 강연을 실시하고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PEI ANC, 2014). 지역 내에서도 소외된 지방 학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순회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교육의 형태를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
해서 학습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예컨대 이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접 연관을 가지는 PEI
보건위원회(Health Sector Council)와 협력하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노동인력의 리더십 강화
(the Responsive Leadership for a Diverse Workforce)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기술, 인종차별 금지, 포용적 직장 문화 개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다
문화교육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연방 정부는 법, 교육, 의료, 정부 기관 등 대표성을 가진 오
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인종차별 금지+문화 인식+ 다양성 교육을 위한 통합적 워크숍 및 모듈 개발
• 다문화주의, 다양성, 인종차별금지 교육, 사회적 포용과 통합에 관한 이슈 공유
• 정부 관료, 교육계 인사, 지역단체 구성원에게 다양성 이해 증진
•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의 개발 및 전달 체제(delivery system)에 참여하기
•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 제거하기
• 문화적 감수성과 다문화 역량 강화
• 문화인식 연수(cultural awareness training)

이처럼 다문화교육은 PEI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공정
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 직장, 지역 커뮤니티에서 인종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변
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관련 지식과 태도,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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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는 학습의 장에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난민의 날,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활용하여,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이주민과 정주민이 만들어가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다문화 공동체를 구현하
는 평생학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PEI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교육을 통
해서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의 이질성에 따른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다문화 구성체를 PEI
의 역동성과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PEI 신규이주민 정착지원 평생교육차원의 교육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목적과 의의

내용
정보 서비스: 반인종주의, 문화적 인식, 다양
성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및 워크숍에 사용할
자료를 지역사회에서 개발‧활용하도록 지원
§ 학교 설명회: 복합문화 상담원이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에 맞추어 복
합문화주의, 문화적 인식, 그리고 다양성 교육
에 관한 설명회 개최
§ 문화 인식 개선 훈련: 교직원, 정부 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교육
훈련 제공
§ 문화행사 기획: 세계난민의 날.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등 조직, 활용
자원봉사자들은 이주민과 함께 일주일에 2-3 시
간 정도를 함께 보내며 활동
§ 영어 또는 불어 연습 기회 습득
§ 캐나다 관습과 문화, 사회 정보 공유
§ PEI의 생활에 대한 관찰 기회
§ 여가시간 함께 보내기
§ 정신적 지지
§ 이민자: 대인관계와 인간관계 기술 확장.
자원봉사자: 문화적 식견과 이해의 폭 확장
§ 세계의 문화에 대한 지식 신장
§ 인적네트워크 확대와 인내력
§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
§

PEI ANC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지
역사회 전체 워크숍, 공청회 등 평
생교육차원에서 전개되는 프로그램
임. 학생, 교사, 정부대표 및 지역사
다문화교육
회 기관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
프로그램
규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PEI 정주민들이 이주민의 문화이해
와 인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함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융합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자원봉사자들
의 도움으로 PEI 생활의 여러 단면
을 정주민과 토론하며, PEI의 개인,
지역사회로
단체들과 연결되어 지역의 분위기를
의 융합
느낄 수 있도록 함. 이주민과 정주
프로그램
민은 서로 비슷한 관심분야, 비슷한
직업 영역 또는 서로의 목표와 기대
등을 바탕으로 서로 유대감과 사회
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음

홀 리 데 이
(holiday)우
정교류 자원
봉사 프로그
램

공휴일 호스트 프로그램은 이민자와
정주민 가정이 함께 휴일을 보내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무형식학습
장이 되는 프로그램임. 지역 주민들
은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문화 교류의 장에 참여하
는 기회를 가짐. 이주민은 캐나다의
문화를 배우고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키울 수 있음

출처: PEI ANC(2014)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휴일 호스트 가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식사, 계절
별 활동, 또는 파티 초대로, 대부분 12월 21일에
서 1월 1일 사이에 이루어짐. PEI 어디든지 관계
없이 호스트와 이민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통수단이 제공됨. 지역주민과 이주
민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다양성을 이해
하는 의미있는 소통 학습의 장이 됨

60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7 No.3, 2014

Ⅴ. 논의 및 결론: 다문화맥락의 평생교육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신규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실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캐나
다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비록 캐나다 사례가 일반
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본 장에서는 연구 분석틀에 맞추어 평생교육적 함의를 논의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선언해 온 캐나다에서 신규 정착 이주민 지원교육정책
은 현장밀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큰 틀에서 이주민 통합 정책의 총론
을 제시하고, 각 주정부는 자신들의 필요와 사회적 맥락에서 따라서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
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PEI의 경우도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다문화라
는 사회구성체가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의 특화된 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이주
민과 정주민의 필요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PEI에서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전담가(MEP worker)가 이민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학교,
기업체, 시민협의체 등을 찾아다니며 다문화인식개선, 인종차별금지 교육과 훈련, 커뮤니티
융합 프로그램, 호스트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상위 레벨의 정책이 풀
뿌리 지역 레벨에서 착근되어 지역 커뮤니티의 다문화역량을 끌어올리는데 매우 필요한 접근
이다. 캐나다의 다문화교육은 학교와 이주민 등 특정 장소와 특정한 집단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이주민이 살아가는 지역 현장의 삶터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체제에서 상정하는 다문화교육의 접근법과 양식에 비판
적 성찰을 제공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다변화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최근 문화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간문화주의(interculturalims)’에 기반을 두
고 다양한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실천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삼각 협력을 취하며 균형있는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PEI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정부는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현지의 민간협의체나 비영리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 파트너십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도 캐나다이민국(CIC)
처럼 총괄적인 이주정책 기구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
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만들고, 이주민의 적응, 교육, 취업, 시민 참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상
이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각 지역의 필요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각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민간 주체들이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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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 주체로서 기관별 역량 제고와 커뮤니티 참여형
다문화교육 역량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명실공히 다문화사회인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적 상
황을 개인 이주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념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
적으로 조직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의 다문화 역량을 키우는
것(institutional multicultural capacity)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캐나다에
서 학교와 관공서의 경우는 다문화역량이 필수적이다. 학교의 경우, 이주민 학생의 입학을 받
는 절차와 소수 인종 학생을 배려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이 낯설 수 있다. 그
래서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역량 배양을 위한 학교 컨설팅 사업이 전개되기도 한다. 한편 커뮤
니티 역량 구축의 경우는 기관 간 상호 연계 협업(inter-agency working)이 매우 중요하다. 다
양한 커뮤니티의 지역 협의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주민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개별
기관들이 가진 교육적 자원을 파악하여 연계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 급
학교를 관리하는 지역교육청은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주택공단,
건강 및 보건협의체와 협력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협업할 수 있다. 이런 논점에서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는 수동적인 관망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캐나다의 호스트 프로그램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다문화교육의 전달체제
와 주체적 측면에서 지역 커뮤니티는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문
화교육이 커뮤니티 참여형 모델로 재구성되는데 함의를 주는 대목이다.
넷째,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 개념을 우리나라 맥락에 맞추어 도입할 수 있다. 다양성관리는 문화와 관련한
다양성의 개념을 조작화하기 위한 용어이며, 이질적인 커뮤니티 간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
을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허
영식 외, 2014). 캐나다의 다양성 관리는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법적으로 주어진
차별금지의 과제를 실천에 옮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캐나다는 다양성관리를 통해서 캐나다
사회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생산적으
로 활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주민의 다양성이 시민사회에서 거부되거
나, 이주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은 인종간 평등을 추구하는 인
본주의 담론을 넘어서, 다양성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이를 보건대, PEI의 경우도 이
주민의 취업과 진로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학습자인 이주민의 능력과 요구도를 진단하고,
정주민의 노동력 수요를 파악하여 인력시장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은 다양성 관리 개념이 투
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사회의 다양성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
고 활용하는 것은 이주민을 사회 변방의 한 꼭지에 위치 짓는 편협한 접근을 극복하는 대안

62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7 No.3, 2014

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고령화‧저출산 담론의 해결책으로 환영받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다양성은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주원칙에 위배되는 이주노동자나 유학생의
다양성은 묵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우리사회의 다양성은 어떤 비전을 가지며, 어떻
게 관리하고 지원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 시각과 종합적 대응이 필요
하다.
다섯째, 평생학습의 과정으로서 인종차별금지와 인권 이슈를 포괄하는 다문화교육 콘텐츠
의 심화가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그것도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교육과 정주민을 위한 타문화이해교육 형태로 편향되어 왔다. 그러나 캐나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주의를 논할 때는 인종적 불평등과 인권의 문제를 반드시 진지
하게 다룬다. 캐나다에서는 인종, 민족, 국적, 성, 나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강력한 보호 조치
를 취하면서, 평등사회에 대한 접근으로서 다문화교육을 위치 짓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을 둘러싼 소외의 정치와 권력 관계, 그리고 이해관계에 눈
을 감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양성을 넘어, 계층과 권리, 권력의
문제, 나아가 평등권의 문제와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Kymlicka, 1995). 이러한
맥락에서 평등사회를 향한 논의에서 평생교육의 역할을 무엇이며, 이주민이라는 불리한 집단
을 포용하는 사회 통합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한다. 다문화교육이
언제까지 이주민의 적응을 지원하고, 문화다양성을 국적별로 분류하고, 타문화를 이해하는 지
식 축적에 머무를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비판적 성찰이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인종차별금지와 이주민의 인권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실 인종과
인종차별(race and racism)은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하고 잠재적 요인인데도 다문화
교육에서는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다양성만을 부각하는 것은 다문화교육 콘텐츠의 표피만
다룰 우려가 있다(COMPAS, 2006). 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인종불평등과 인권
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을 위한 지원은 물론, 모든 이들이 인종적, 계층적 이유로 주변부
화되지 않도록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 개개인이 삶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측면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와 모니터링이 요청된다. 교
육의 수직적 층위와 수평적 층위를 통합하는 평생교육 관점의 접근을 통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미래 방향을 그려가는 작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 사회의
우수 사례(good practice)를 발굴하고 맥락과 필요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사례가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모범답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참
조해서 적어도 이주민의 사회 통합과정, 지역주민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적 개입, 인
종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가 현장에서 보장되는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관계중심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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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 Provision for New Immigrants in Canada and its
Implication to Lifelong Education

Jin-Hee Ki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eatures of education provision for new immigrants in
Canada, one of the most outstanding multicultural societies. It could produce critical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practice and research in Korea where multicultural social
configuration has been newly widened. Key findings revealed that an intercultural approach
into the educational provision is significant. Second, Canadian model espouses community and
life-world based approaches for newly arrived immigrants' social adjustment and education
programmes. Third, it is important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federal government's
policy and local policy so that can foster diversified education provisions. Forth, building up
multicultural competency of social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can promote the quality of
education provision for immigrants' settlement. Fifth, it can be argued that diversity
management and its practice would be helpful in multicultural education provision. Finally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cluding anti-racism and universal
human right for all in the lifelong learning process.

Key words: Immigrant settlement, Lifelong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Diversity
management,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