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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중점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참여자
의 인식을 다문화 시민성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 인식의 의
미를 ‘다문화 감수성’, ‘협동의식’, ‘공동체의식’의 세 가지 다문화 시민성 요소를 기준
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
하고, 수용하여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친밀감
을 강화시켜 다문화 감수성을 높였다. 둘째,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대인적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 어울려 협력하여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즉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사회적 요소의
차원에 있어서 공동체의식의 유대감을 함양하였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과정
에서 나와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심과 서로의 소통을 통한 다문화 공동
체의 중요성을 자각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함께 공존하고 참여하여 사회통합 의식을
함양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은 다문화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활동 확대 등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신장 및 협동의식 고취, 공동체의식 확산,
세계시민의식이 함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사 및 학생․학교․지역 사회
에 대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주제어: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시민성, 다문화 감수성, 협동의식,
공동체의식, 세계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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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한국 사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 140만 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적 혼종성과 더불
어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4월 기준 경
기도 다문화·탈북학생은 2,039명 다문화학생 1,969명 탈북학생 70명으로 집계되고 있
다. 다문화 학생은 2009년 1,032명에서 2012년 1,96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경기도교육청 2013). 이렇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급증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사회적 이질성과 문화적 갈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
로의 적극적인 통합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환
경의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관주도로
수립․추진하여 왔다. 이것은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의제들이 본격
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2007년에 법무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수행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5월 17일 법률 제 8442호) 제정과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3월 21일 법률 제 937호) 제정 등 각
부처에서는 소관법률을 기초로 다양한 다문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법무부
2013).
최근 다문화 교육에 관한 학교 현장의 실천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도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의미 해석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참여자들 인식의 의미 해석에 관한 질적 연구는 다
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일반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와
참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일반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조영달 외(2008)는 ‘학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연구’ 보고서
에서 학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분석하였
다. 조영달, 박윤경, 성경희, 이소연, 박하나(2010)는 연구학교 및 일반 학교를 대상으
로 다문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대상과 범위, 운영 방식 등을 분석하여 학교 현장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박선웅, 이민경, 구정화, 박길자(2010)는 연구학교 프로
그램이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는데 그치는 목표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백준
호(2010)는 ‘초등학교 다문화 연구학교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분석’ 논문을 통해
2006～2010년까지 초등학교 연구학교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이현래(2010)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소수자의 적응 프로그램 위주의 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비판하였고, 분리교육과 일회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을 제언하였다. 김
정헌(2011)은 ‘다문화 교육 시범학교의 교육내용 분석’에서 다문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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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문화 교육 참여자들의 인식을 다룬 연구 논문들이다. 박윤경(2007)은 문
화 다양성 이해에 다문화 접촉 인식이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하였다. 박인
옥(2013)은 다문화 토링 운영 과정과 활동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다문화
토링 사업에 참여한 토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관계 맺기’ 양상을 연구하였다. 김
영순, 방현희, 홍정훈(2014)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지원 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토가 토링 활동을 통해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의 자기 인식이 열리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지현(2015)은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참여 고등학생의 학습 인식에 나
타난 프락시스의 의미를 연구했다. 이 논문에서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한 고등
학생들이 개인적 인식을 확장시켜 초국적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학습자들의 인식이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로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문화 교육 참여
자들이 다수의 일반 학생이 아닌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반편견 반차별 교육이 아닌 한국사회 적응 교육이 대부
분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을 밝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태도
나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등 인식 분석의 질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중점학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식을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개념인 다문화 시민성을 중심
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요구 및 이론적 제언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지만, 이제 학교의 역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 중점학교1)
는 다문화 학생의 일정수로 정규교육과정, 방과 후 학교, 학교 행사 등을 통해 다문
화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관내 학교 및 지역과 연계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 지원은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 형 지원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글로벌
선도학교를 개편하여 2012년부터 다문화 중점학교가 운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중점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인식에 다문
화 시민성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 중점학
교의 연구 참여자 인식에 대한 의미 해석은 학교 현장의 실천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멘

멘

멘

멘

멘

멘

춤

1) 모든 다문화가정․일반가정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
획․운영하는 학교로 다문화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다문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4년 교육부가 기존‘글로벌 선도학교’의 거점형, 집중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즉글
로벌 선도학교를 개편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 형 지
원을 병행 실시한다.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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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중점학교

국내 외국인 주민과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원화되고 있다. 교육부(2014)는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선제
적’ 교육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바로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지원’의 학교 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 목
적은 다음〔그림 1〕과 같다.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다문화 교육 우수사례 확산

다문화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기초 토대마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통한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

학교-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다문화 교육
체계 구축

〔그림 1〕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 목적
(출처: 교육부, 2014)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 목적은 1) 다문화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초
마련 2)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한 다문화 친화적인 환경 조성 3) 학교․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다문화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다
문화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점학교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 기본 요소는〔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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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간 이해 및 소통>
- 문화 이해와 문화 간 상호작용 이해
- 문화 간 의사소통
- 문화 정체성
다문화 교육
기본요소
<반편견․반차별>
- 반편견
- 평등․인권․사회정의

<문화 다양성>
- 다양성의 인정
- 자민족중주의 탈피
- 다양한 관점의 습득
<세계시민의식>
- 상호의존과 협동심
- 세계시민
- 세계문제와 지구상황

다문화 교육 기본요소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그림 2〕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 기본 요소
(출처: 교육부, 2014)
이러한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 기본 요소는 문화 간 이해 및 소통, 반편
견․반차별, 문화 다양성, 세계시민의식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첫째, 문화 간 이해 및 소통에서의 문화 간 구성요소는 문화 이해와 문화 간 상호
작용 이해, 문화 간 의사소통, 문화 정체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둘째, 문화의 다양성 구성요소로 다양성의 인정, 자민족중심주의 탈피, 다양한 관
점의 습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셋째, 반편견․반차별 구성 요소로는 반편견, 평등․인권․사회정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넷째,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는 상호의존과 협동심, 세계시민, 세계문제와 지구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그림 3〕과 같다.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은 교과연계 교육프로그램과 비교과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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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연계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비교과연계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내 다문화 교육
교육과정 외 학교 안팎의
소재 추출 다양한 교수법 적
다문화 교육 자원을 활용
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
〔그림 3〕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 내용
(출처: 교육부, 2014)
교과연계 교육프로그램은 교과과정 내 다문화 교육 소재를 추출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한다. 다른 한편 비교과연계 교육프로그램은 교과과정 외 학교
안팎의 다문화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분위기를 인식하
도록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은 학습자들이 상호간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배
우며 나아가 인류의 보편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문
화 교육 중점학교 프로그램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일반가정 구성원,
프로그램 진행 교사 등을 거론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육 수행에 기여하고
자 했다.

민

2. 다문화 시

성

미국사회과교육협의회(NCSS)에서 제시한 민주 시민이란 식견을 갖추고 민주주의
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며, 민주사회의 여러 과정과 절차에 익숙하고 사회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 시민은 사회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과 정보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행하
며 참여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시민성은 단순히 자신의 삶의 요소가 국가를 비롯한 다중적인 삶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삶이 다양한 위치에서 상호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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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인지하고 공동체가 다양한 문화적 집단들을 소외시킬 수 있음을 파악하는 등
의 비판적인 이해를 하도록 돕는 것이다(구정화 외 2인, 2009).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문화가 혼재되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존재하며 차이와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에서
의 시민성은 다양한 배경의 개인들과 집단들이 한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과 지역 사회의 문화를 긍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한 구성원 자신들이 인식한 문화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시민성을 다문화감수성, 협동의식, 공동체의식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김영순(2015)에서는 다문화 시민성을 다문화사
회와 사회적 맥락 구성과 더불어 인간발달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차
원에서 어떤 시민성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다문화사회에서 개
인 자체는 다양한 문화가 뒤 임 사회 속에서 문화다양성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
용하는 개인의 감수성 향상이 중요하며, 개인과 개인 사이인 대인 관계에서는 협동을
통해 상호간 긍정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와 자세가 요구된다.
나아가 복수적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통, 공감, 책임감, 세계시민의식 등 더불
어 함께 사는 세상에 관한 공존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들에서 본 연구는 김영순(2015)의 다문화 시민성 논의에 기 것이다. 다문
화 시민성이란 다문화감수성, 협동의식, 공동체의식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시민성을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는 이유는 대인적
차원이 단순한 또래 집단 혹은 학교 내 활동 등 2차 집단에서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사회적 차원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학교와 교실, 또래 집
단을 넘어서서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가지 차원을 확대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다문화 시민성은 다문화감수성, 협동의식,
공동체의식으로 이해한다. 우선 다문화 감수성은 다문화 시민성의 근간이 되는 중요
한 요소로 그동안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개념이다. 이
는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문화 간 장벽을 넘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
하고자 민족중심주의를 초월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
하기 위한 개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문화적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사고의 문화 차이에 대한 호기심, 불확실한 것에 대한 인내심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와 타 문화에서의 적절한 대안적인 행동에 관한 지식
을 포함하고 있다(Hammer, Bennet & Wiseman, 2003: 430).
Chen & Starosta(2000)는 문화 간 감수성이 타 문화 집단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
을 위해 개인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만 할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다양한 문화적 환
섞

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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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속에서 개인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민감성’이라
정의하였다. 즉 문화 간 감수성을 지닌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규
범과 타 문화 집단의 행동 감성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긍정적 정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문화 간 감수성이 높은 개인은 타문화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에 있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진지하게 경청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다. 이런 태도에 의해 문화 간 감수성을 지닌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타문
화와의 문화 간 차이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많이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
서 문화 간 감수성의 개념은 한국 사회가 단일 민족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
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영순 외 역 2014: 20-21).
다문화 감수성이 증진되면 개인은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주
어진 환경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문화 간 역량 또한 향
상된다. 다문화 감수성은 자신의 문화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능력
으로, 타문화와 그 문화의 사람들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인식 변화의 틀로 다문화 감수성의 개념을 사용
하였다. 다문화 감수성은 다양한 문화 지식을 지닌 많은 사람들과의 공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문화 감수성이 발달할수록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다문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주체성을 가진 개인은 다
양한 문화와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시켜 다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다문화 감수성은 세분화하여 이해한
다면 개인의 다문화 인식의 척도로 이해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상대 문화에 관한 인
정과 이를 넘어선 문화 간 차이에 관한 이해와 수용 등으로 하위요소를 규정할 수
있다.
다문화 시민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협동의식이다. 학교 차원에서 협동의식
은 협동학습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은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존중, 단결, 공동체의식을 강조했다. 협동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 중 협
동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이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함께 활
동하는 모둠 활동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이다. 이러한 모둠의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는 두 가지 책무가 주어진다. 바로 자기가 맡은 학습 주제를 공부하는 것과 다른 모
든 구성원들도 똑같이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협동 상황에서의 모둠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협동에 의한 노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들은 개별적인 노력이나 경쟁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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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사뭇 다르다(Johnson, Johnson, & Holubec, 1998; 김영순 외 역 2010:205).
협동의식을 위한 학습 전략은 거시문화에서 소외된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한다.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학생과 동학년 수준 이하의 언어 능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협동의식은 학생들의 참여 유도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추
가적이며 전통적인 전략인 경쟁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경쟁 방식의 형태가 모든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대체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은 개인적, 경쟁적 상황에 따라
발전할 수 없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 학생들에게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증가하는 다양성과 일부 학생들의 소외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적이고 협동적인 수업 전략의 발전은 민주주의적인 다
문화 교육에 직접적이고 흥미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인식 변화의 틀로 협동의식 개념을 사용하였다.
협동의식은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 간의 협력, 배려, 신뢰의 상호의
존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 간의 자율권을 부여해
주고,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배려, 소속감을 형성하
여 협력적인 환경을 촉진하므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이해, 존중으로 인간관계
를 변화시켜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감을 키워준다. 협동의식은 다양성이 증가하는 다
문화 사회에서 인간관계 형성의 중요함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협
동의식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표출하는 것으로 상호간 조화로운
행동의 인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 간의 협력, 배려, 신뢰 등의 하위요소
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다문화 시민성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의식을 들 수 있다.
이 공동체의식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Nisbet(1985)은
공동체의식을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함께 겪는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집단의식’이라고 정의하였고
Popplin(1979)은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획득하는 문화적인 정체성과 심리적인 안
정감’이라고 정의하였다(이형하 2005; 재인용). McMillan & Chavis(1986)의 이론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헌신적인 노
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인식
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는 헌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asar & Julian(1995)은 공동체 내의 지원적인 관계, 공동체 주민들의 유사성 및 관
계 유형,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 안전의 4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공동체의식을 정의하
였다(양덕순・강영순 2008).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제
시한 McMillan & Chavis(1986)의 정의는 현재까지도 지역 사회구성원들이 소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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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욕구와 충족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과 정서적 연계감을 느끼는 어떠한 지역
사회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측정이 가능한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공동체의식의 개념
을 종합해서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연대의식 혹은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가정, 사회에서 ‘나’ 만을 위
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의식을 의미한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개인이 이익
에 앞서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남을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이다. 공동체의
식은 일정 지역에 사는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의 문제를 인
식하고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참여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시민성 교육의 사회적 층위에 대한 인식 변화의 틀로 공동체의
식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공동체의식은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공
감, 소통하는 공통된 의식 속에서 서로 결합하고 융화되어 가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
다. 또한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면서 타인과의 감정을 이입하여 나
누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위의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공감,
소통, 책임감, 세계시민의식 등이 하위요소들로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학교와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 학교는 남양주시 마석에 위치한 다문화 중점학교의 초등학교이다.
연구 참여자는 다문화․일반가정 학생, 다문화․일반가정 학부모, 담임교사로서 다문
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연구 참여자들이다. 이들 인식의 의미를 도출하고 분석하기 위
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연구자
는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표집의 연구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는 우선 구리남양주 소재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학교에 근무하고 본 연구에 동의하며 다문화 교육 연구에 관
심을 가지는 초등교사 다문화 거점학교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아동, 일반가정 아동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관심을 가
지고 있는 학부모를 선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선발된 연구 참여자들의 1년여 간 중점학교의 프로그램 참여를 관찰하면서
연구자와 면담 대상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한 상태에서 한 사람당 10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무렵인 2014년 6월말부터 개학한 2014년 10월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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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일정과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면담과 집단 면담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유형
구분
연구
참여자
T1
교사(T)
연구 참여자 T2
연구 참여자 P1
부모(P)
연구 참여자 P2
연구
M1
다문화가정 학부모(M) 연구 참여자
참여자 M2
연구 참여자 C1
일반가정 학생(C)
연구 참여자 C2
연구
MC1
다문화가정 학생(MC) 연구 참여자
참여자 MC2

이름
김00
최00
이00
김00
신00
최00
박00
공00
공00
정00

성별
남
여
여
여
여
여
여
남
여
남

나이
39
40
38
40
48
42
12
12
12
12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점학교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제출한 설문지 분석을 통해 전
반적인 프로그램의 만족도, 수정, 보완점등의 내용을 살펴본 후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추가적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참여
관찰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월요일 아침시간, 1교시와 매 주 목요일 아침
다문화 동아리 모임, 월～수요일 방과 후 방송댄스, 책 읽어주는 어머님, 우 레,
과학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참여 관찰은 수업 상황과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비참여적 관찰이 아니라 연구자가 일상적 연구 참여자로 처해 있는
상황에서 수업을 실행하거나 참여자로 이루어졌다.
현상을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자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도 한다.
참여함으로써 직접 활동을 인식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으며, 자
신이 느낀 바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는 연구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일상적
상황을 연구 상황으로 전환할 때 주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사회적 상
황에서 일상적 연구 참여자로 활동하지만 특히 참여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상황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상황에 적합한 활동
에 참여하기 위해서 둘째, 그 상황에서의 활동과 사람들과 물리적 측면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Spradley, 1980: 63). 연구자는 매 주 1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이자 연구
자로서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하였다.
쿨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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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은 중점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학생 2명, 일반가정 학생 2명, 다
문화가정 학부모 2명, 담임교사 2명의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상반기 주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기인 4월 말부터 종료된 시점인 겨울방학 전 12월까지 이루
어졌다. 수업 과정에서 학습일지의 분석을 반복하면서 중점학교 프로그램의 양상에
대략적인 틀을 파악하고 심층 면담에서 물어본 주요 질문의 아이디어를 얻어 반 구
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
자들 간의 면담을 진행하되, 당시의 응답이나 면담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 내용
이 추가 또는 수정 보완되었다. 수업이 종료된 7월 말 이후 본격적인 심층면담을 실
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들의 인식을 ‘다문화 감수성’,
‘협동의식’, ‘공동체의식의 세 가지 다문화 시민성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다문
화 시민성 각 요소들에 의한 하위요소들을 명확하게 도출해 내거나 구분하여 분류하
기는 어려우나 각 현상과 관점에서 살펴본 특징들을 찾아 하위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참여자 인식의 다문화 시민성 요소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참여자 인식의 다문화 시민성 요소

요소
다문화 감수성
협동의식
공동체의식

하위요소
다양성, 인정, 관용, 수용, 차이, 친밀감
협력, 존중, 책임, 배려, 소속감, 이해
공감, 소통, 나눔, 감정이입, 관심, 유대감

다문화 감수성에서는 관점의 다양성, 인정, 관용, 수용, 차이, 친밀감을 하위요소로
구성하였으며, 협동의식에서는 협력, 존중, 책임, 배려, 소속감, 이해를 하위요소로 선
정하였다. 또한 공동체의식에서는 공감, 소통, 나눔, 감정이입, 관심, 유대감을 하위요
소로 하였다(정지현․김영순․장연연, 2015: 32～47).
이렇게 구분한 의미 요소를 기준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서 얻어낸 연구 자료
들을 분류하였다. 이후 연구 자료의 분류의 타당성과 해석의 타당성을 연구실의 동료
들로 부터 코 트를 받는 등 동료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수퍼바이저인 공동연구자가
주관한 질적 연구 로키움과 질적 연구 프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석의 적합
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멘

콜

캠

Ⅳ

민

. 다문화 시

성의 인식

본 장에서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교과 연계 프로그램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학생, 일반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부모, 일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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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다문화 시민성의 세 가지 요소의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참
여자 인식의 의미 해석 개요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참여자 인식의 의미 해석 개요

요소
다문화
감수성
협동
의식
공동체
의식

의미 영역
- 개인의 다문화 인식
-행동의 변화 및 태도 인식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
-조화로운 행동 인식
-복수적 개인과 사회적 측면
의 소통
-지속가능한 사회의식과 행동

프로그램명
-짝 의날
- 책 읽어주는 선생님
- 다문화 동아리
- 방과 후 방송댄스
- 다문화 민속의 날
- 가족 프
꿍

캠

의미해석
-다문화 인식을 깨운 편견
-역지사지의 변화
-이해로 만난 아름다운 동행
-하나의 다른 생각, 같은 생각
-다르지만 닮은 생각
-공감이라는 참여의 장

다문화 시민성의 세 가지 요소를 준거로 분류하고 하위 요소를 기준으로 의미 분
석을 한 결과 다문화 시민성 요소별 두 가지의 의미해석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1. 다문화 감수성 인식

다문화감수성 인식의 의미는 짝 의 날, 다문화 취미활동 책읽어주는 선생님 프로
그램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다문화 인식을 깨운 편견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단짝 친구 49명(다문화가정 학생 25명, 일반가정
단짝 친구 20명, 관내 M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과 친구 2명)이 함께 놀이공원과
아이스링크장을 방문하여 여름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문화 학생 36
중 28명이 참여하여 전년도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다.
꿍

아이들이 짝꿍의 날 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더 적응하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
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M2)
직접 참여함으로써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시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놀이를 통해 차이에서 오는 다른 나라 문화를 통해 하나 됨
을 느끼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T2)
가장 친한 친구와 롯데월드에 갔다 오니 더 친해지고 또 모르던 친구들과도 친해져
서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놀고 싶고요. 비슷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많
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M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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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신나게 놀아서 너무 좋았어요.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놀이공원 체험을
같이 하고 신나게 놀아서 너무 좋았어요. (연구 참여자 C1)

연구 참여자 M2는 평소에 친구들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
데 놀이동산에 와서 친구들과 생각과 마음을 맞출 수 있어 통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T2는 차이에서 오늘 다문화라는 주제 안에서 놀이 문화
를 통해 아이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우애 관계가 돈독해지는 모습이 진정 다문화가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설명했다. 연구 참여자 MC2는 친한 친구와 함께
왔지만 모르는 친구들과도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았
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C2는 체험을 하지 않아도 친구와 함께 는 것만으로도 하
루가 좋았다고 한다.
Chen & Starosta는 문화 간 감수성을 문화 간 소통의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 다양
한 문화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즐기며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성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문화 간 감수성을 지닌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갖는 규범과 타문화 집단의 행동,
감성, 인식이 자신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Chen &
Strarosta, 1994; 김옥순, 2008: 64-65). 또한 문화 간 감수성은 타문화와 접촉 시 갈
등 상황 없이 성공적인 교류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적 역량의 예측 요인으
로 문화 간 감수성이 높은 개인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더 원만히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화 간 역량이 타문화와의 상호적 수용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할 때 문화적 차이를 짚어낼 수 있는 민감성은 다른 문
화가 가지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타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문화 간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김옥순,
2008: 46-47).
이러한 짝 의 날 프로그램은 활동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가정 학생과 어울리며 평
소에 교감을 나누고 싶은 친구를 초대하여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 이
런 인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에 대한 ‘이해’, ‘인정’, ‘수용’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나아가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를 거쳐 다양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한다. 이는 평소에 교우관계 개선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으며 학급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한
관계로 지내고자 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친구관계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아니더라도 모
든 학생에게 무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우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환경과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노력이 서로 다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올바른 이해와 관
계, 더 나아가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에서 아이들의 변화된
걷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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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느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다문화 감수성의
척도가 상승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역지사지의

변화

다문화 취미활동 책읽어주는 선생님 프로그램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감수성
이 주로 표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어머니 봉사자
들을 통해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4명의 봉사자 어머니들이 동화구연 외에도 독
후활동 및 동화구연 교재연구 활동 등 수업진행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만들어간다. 작년의 경우에 저학년은 만들기와 그리기를 통한 독후활동으로
출석이 유지되었지만 고학년의 경우 독서토론 형태로만 이루어지다보니 참여가 저조
한 출석으로 토론 진행이 어려워져 독서 감상문에 가까운 독후활동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2014년은 봉사자 어머니들의 아이디어로 고학년 학생들도 꾸준히 수업에 참
여하고 있다. 독후 활동은 지식을 얻는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책을 펴고, 읽고, 논다는 소통의 기회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다.
책 읽어주는 선생님 : 예은아 ! 예은이였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예은이가 사냥꾼 이였어.
예은이가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모은 오리들이다 저기 있어 ! 어떻게 할꺼야?
책 읽어주는 선생님 :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냥개가 올바른 행동을 안 한 걸 수도 있어!
책 읽어주는 선생님 :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정말 궁금해서 선생
님이 가져 왔는데 제목을 다르게 하는 거야. 밑에 사냥꾼에게 편지를 써도 되고 사냥개
한테 편지를 써도 되고 오리한태 써도 되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고!
(2014.05.28. 책 읽어주는 수업 일지)

배재정(2010)은 다문화 감수성은 타문화와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타문화를 인
정하고자 하는 능력으로 일상 속에서 ‘다양성’을 발견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
는 관계를 인식하고 익히며 습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다문화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다문화 역량을 키우는 것은 다문화 시민의 자질을 함
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는 옛 이야기 자료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도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적 간접인식의 기회
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간접인식을 통해 학생들은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며 아울러 내 안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편견에
의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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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유사성과 다양성을 인정함 동시에 스스로 호기심의 충족과
정서적 자극의 즐거움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효
과적인 의사소통 기회와 정서적 공감의 계기를 제공하여 공동체 활동을 통해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는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요소인 인정, 수용, 이해가 자연스럽게 발달하
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2.

협

동의식 인식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의미 해석으로 협동의식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하위 요소인 협력, 배려, 신뢰는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프로그
램에서 주로 다문화 동아리 활동과 방과 후 취미활동 프로그램, 재능발표회를 통해
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난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가정․일반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
교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 집단에서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사물놀이 1인 1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감과 꿈을 키워 세계시민의 리더로서 역할을 배우도록 하
였다.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음악 중 우리나라의 사물을 통해 하나가 되어 악기를 배
우고 있다. 다문화 동아리 활동은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학생들 간의
협력적 소통을 통하여 편견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었다.
가. 이해로 만

다문화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 같고 다문화의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던 시간이면
서 다문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구 참여자 C1)
다문화 친구와 동아리를 하며 다문화 친구들도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이고
함께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C2)
사물놀이를 배우고 함께 모여 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 기뻐요. 내가 악기를 연주
하고 소리를 낼 수 있구나 좋았죠. (연구 참여자 MC1)

연구 참여자 C1은 다문화 친구를 통해 다문화라는 단어에 대한 편견을 없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었다고 설명한다. 연구 참여자 C2는 어색하게만 느꼈던 동
아리 친구들을 통해 얼굴색도, 마음도 다를 뿐이지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함께 배려하
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연구 참여자 MC1은 자신이 한국 사람
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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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문화를 접 할 기회가 적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사물 동아리라는 것을 접하고 내가 흥미를 가지고 친구들과 악기 소리를
맞추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보였다.
사물놀이는 네 개의 악기로 어우러져야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호흡이 중요한 만
큼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내는 소리’이기에 더욱 신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오랜 시간 앉아서 악
기를 인내심과 참을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힘을 키웠다고 한다. 이로써 동아
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우리’, ‘함께’라는 단어일 것이다. 중점
학교의 다문화 동아리는 학생들의 선․후배 간 연계를 통하여 학교에서 생활하고 적
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자연스럽게 어울려 소
통과 공감을 통한 감성 리더십을 키워 다문화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
다.
김영옥(2002)은 각 가정, 사회집단, 국가에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 태도와 행위가
있음을 알고 지구상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이들이 모두 공통점의 고유한 특성
이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공동체 사회를 이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아동 자신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
회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서
로 협력하고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은 일회성 모임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학교생활 속에서 소외감 없이 협력적인 인식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즉, 학생들은 사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협력학습을 조직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관
계 속에서 자신들의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익히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동아리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이 먼저 악기를 익혀 알려주는 것을 ‘수용’
하고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전달’하는 역할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한
다. 이는 ‘협력’의 기반 위에서 스스로 학습한 것을 익혀 진전시켜 나가는데 구성원들
간의 협력학습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룩

각, 같은 생각

나. 하나의 다른 생

방송댄스 프로그램은 대중적인 가요를 들으며 학생들이 함께 동작을 맞춰가는 신
체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강사의 수업지도를 통해 대중적인 음악과 을 자
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고 이것이 개인의 신체활동으로 재창조되어 표현되는 것이다.
참여 학생들은 대중가요를 함께 들으며 동시대 문화를 함께 수용함으로 공감대를 형
성하고 아울러 신체활동을 통해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표현활동이 다른
학생들의 표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신체를 조화롭게 조절하게 된다.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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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잖아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근데 연습하다 보면 쉽고 재밌구
나! 하게 될 거야. 자, 일어나세요. 스트레칭 좀 아파요. 반대로 자 이번에는 무릎까지.
자, 이 자세는 집중력이 필요해. [중략]
여기 앉아봐. 얘들아, 방금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추다가 반 나눠서 앉아서 보고 있으니
까 되게 쑥스럽지 쑥스럽고 집중을 못하잖아. 너네 봐라 생님 봐. (중략) 다음 주에 이제
친구들 오면 조금 더 출거야. 집중력이 흐트러져 춤출 때는 자기가 춤에 집중을 해야 칠
수가 있는 거야. 너네는 같이하잖아. 솔로가 아니잖아. 자, 한 번 더 나눠서 두 번만 하
고 가자.
(2014.09.18. 방과 후 방송댄스 수업일지)

학생들은 함께 을 추며 서로 자연스럽게 신뢰와 배려를 통해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한다. 방송댄스를 통해 대열을 맞춰 을 추면서 서로에게 자극과 영향을
주게 된다. 연구 참여자의 행동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영향을 주며 그 반응이 다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달되어 반응하게 함으로써 개인들과의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유대가 깊을수록 작품이 잘 표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동작을 익히는 과정에서 강사와 연구 참여자들의 동작을 신뢰하고 자신의 신체를 조
절하여 상대와 동작이 어울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즉 댄스 프로그램은 개인
의 표현이 공동체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 스스로가 조화
로운 행동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신의 표현방법과 의사소통의 도구로 생각할 수 있
다.
춤

춤

마무리 거기가 조금 안 맞네. 거기 세부분만 신경 써서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래
서 새로운 친구도 왔으니까 다음시간에 다시 연습을 해보자. 발표회가 있는 15일 까지
한 팀이야. 한 팀이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2014.09.18. 방과 후 방송댄스 수업일지)

10월 15일에 주최한 재능발표회를 통해 방송댄스 프로그램 학생들은 자신의 끼와
역량을 발휘하였다. 전교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구성원들
은 개인적 성취와 공동의 성취를 동시에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안의 나를 인
식하며 ‘우리’의 소중함을 알고 나를 통한 공동체 구성을 통해 ‘함께’를 느꼈을 것이
다.
본 프로그램의 취지인 비슷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
반학생이 함께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신장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것에 상당히 근
접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성의 하위영역 중에 하나인 협동의식은 본 프로그램 참
여 자체만으로 학생들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함께
추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화로운 행동을 인식하게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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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것이다. 즉, 방송댄스 활동을 통해 협동의식을 인식하고 이 같은 인식은 사회성
을 신장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3. 공동체의식 인식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의미 해석으로 공동체의식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하위 요소인 공감, 소통, 책임감, 세계시민의식은 다문화 중점
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세계 민속의 날, 다문화가족 문화공연을 통해 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르지만 닮은 생각
본 프로그램은 놀이를 통해 개인 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인식하게 하고, 문화
와 문화 간 만남을 이루게 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소통이란 단순히 낯선 것을 인
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닌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에서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다름’과 ‘낯 ’을 인정하는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의 조화로운 변화를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것은 타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화를 수용하고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변화를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식을 느끼게 된다. 소통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인식하는 것은 다문화 시민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 다

섦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문화나 생활환경, 전통 놀이의 대해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
고 다문화 친구들의 생활 방식을 알고 배워서 좋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C1)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문화나 놀이를 친구들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
구 참여자 MC1)
세계 민속의 날이 재미있고 신났고 공부에 대한 것도 해서 좋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MC2)
각 나라들의 놀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연구 참여자 C2)

세계 민속의 날은 교육과정 연계한 통합 수업으로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었다. 연구
참여자 C1, MC1, MC2, C2는 세계 전통놀이를 즐기면서 노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했다는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했다. 교과교육 내에
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마친 학생들에게 놀이를 통한 관심, 즐거움
을 통한 흥미를 넘어서 다른 나라 놀이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수용력을 기르고 타문화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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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소속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상호작용을 통해 평등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태
도,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평등의 관계를 인식
하게 하고 세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질을 키우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화로 다민
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세계시민으로 자라나야할 우
리 학생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세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타문화
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관대하게 수용하며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보편
성을 인정함은 물론 아울러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계시민의식을 인식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참여와 문화적 상호작용을 이루는 계
기가 되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기관이 협
력을 이루어 개개인의 활동이 공동체의 활동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에 기여했다고 평
가 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중점학교의 주체가 되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
들 중 어느 한명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원
활한 운영을 위해 소통을 이루고 체험을 위해 공공질서를 지키고 협동놀이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은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을 느끼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누리는 것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성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
다. 차별의식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 이 부당함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공동체의식은 상승을 돕고
다문화 시민성이 함양되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친구, 가족, 교사,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적 관계
를 이루고 놀이를 통해 타문화를 접하면서 공감을 이루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타문
화에 대해 개방과 흥미를 가지고 타인과 타문화와 협력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세계
시민의식의 기초가 될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문제
를 해결하려는 책임감의 함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감과 소통, 책임감, 세계시
민의식을 인식하여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다문화 시민성의 요소를 충족하게 될 것이다.
나. 공감이라는 참여의 장

다문화 중점학교 역할 중에 하나는 지역 내 다문화 교육의 중심이 되어 다문화 교
육을 지역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2013년
도 프로그램 중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족 프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지속적으로 가
족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참여를 돕고 자조모임
조직의 계기로 삼아 한국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가족참여 프
캠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문화 시민성 인식에 관한 연구 617

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학생 뿐 아니라 가족 간 교
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온 국민이 가슴 아 던 세
월호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가족 프 운영은 전면적으로 수정 될 수밖에 없
었다. 아쉽지만 안전문제로 숙박이 허용되지 않아 프가 아닌 당일 일정의 가족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공연감상 이후 가족이 함께하는 저 식사와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과시간을 가졌다.
팠

캠

캠

녁

P1: 선생님! 우리 가족은 식사할 때 돼지고기를 빼 주세요.
P1: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생략)
(2014.11.22. 다문화가족문화 공연관람 일지)

다문화 교육의 핵심은 ‘다르지만 함께’ 하는 것에 있다. 문화적, 종교적, 가족적, 개
인적 차이와 취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차이는 분명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불편하지 않았다. 이미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다른 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과 여가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
구성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자리는 사회적 참여로 이어져 서
로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 의지를 함께 길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
동체 의식의 인식을 할 수 있었다. 여러 나라의 다문화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같은
문화공연을 통해 정서를 공유하고 가족들과의 소통과 공감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
회의 밝은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시민성의 요소들은 문화 안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개
인과 개인들을 모두 주목해야 한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타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관계의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
호의존적인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개인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 간의 관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Ⅴ

.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인식을 다문화 시민성의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그 의미들을
해석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감수성 인식 영역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놀이와 활동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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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대방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를 수 있었다. 이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하고 유대감을 강화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협동의식 인식 영역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존중하
며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다. 즉, 학생
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도움으로써 다문화 사회
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기술을 배우며, 다문화주의적 가치와 태도를
배우는 것을 인식하였다.
셋째, 공동체의식 인식 영역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
한 소통과 공감, 타인에 대한 관심을 하나로 모아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다른 구성원들과 권리를 이해함으로써 상호작용하며 책임
감 있는 태도는 친밀감을 더 높였다. 이는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눔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세계시민의
식을 갖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 인식의 의미는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이해하며, 자신이 다
양한 민족, 인종, 언어의 문화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
다.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은 다양한 문화가 뒤 임 사회 속에서 문화 다양성들을 이
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개인의 감수성 향상이 중요하며, 개인과 개인 사이인 대인
관계에서는 협동을 통해 상호간 긍정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와 자세가 요구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복수적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는 소통, 공감, 책임감, 세계시민의식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관한 공존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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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by Participants
in Multicultural Education-oriented School Program

Choi, Jong Rim(Cheonma Elementary School)
Kim, Youngsoon(Inha University)

The multicultural education-oriented school is a part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promo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which is operated by each
metropolitan or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
of participants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oriented school, focusing on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This study divided the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oriented school program into three dimensions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and
drew its meanings. First, in the personal dimension, it was important for them to accept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with friends and learn by the acceptance, and they increased
their multicultural sensitivity by improving their awareness about multicultural society
and strengthening a sense of intimacy. Second, the participants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oriented school program came to have a mind to understand and care for
others by cooperating with them in interpersonal relations, in other words, a sense of
responsibility. Third, the participants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oriented school
program promoted a sense of fellowship of community spirit in the dimension of social
elements.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e importance of the multicultural community
through interest and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that I and we would bring about a
change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In other words, the participants
promoted the consciousness of social integration by coexisting and participation.
This multicultural education-oriented school program shows that the participants’
multicultural sensitivity increased, their cooperative spirit was inspired, their community
spirit spread, and their global citizenship was promoted through the expansion of an
education to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educational activities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 addition, it shows that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eachers, students, schools and communities are confirmed.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oriented school, multicultural
citizenship, multicultural sensitivity, cooperative spirit, community spirit,
glob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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