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7, July (2017), pp. 547-554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7.43

‘다문화 멘토링’의 재개념화를 통한 시사점 탐색
강현민1), 방현희2), 정경희3)

Exploring Implication through Reconceptualization of
‘Multicultural Mentoring’
1)

2)

3)

Hyeonmin Kang , Hyunhee Bang , Kyunghee Jung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다문화 멘토링이 어떻게 정의되고 시행되어왔는
지 탐색하여 다문화 멘토링의 재개념화를 시도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다문화 멘토링이 궁극적
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제시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 프
로그램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해외에서 진행되어온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 멘토
링(cross-cultural mentoring)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
석과 비교하여 다문화 멘토링에 대한 재개념화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멘토와 멘티는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둘째, 멘토와 멘티는 다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
식을 획득해야 한다. 셋째, 멘토는 문화적으로 민감하게(culturally sensitive) 멘토링 활동을 위한 기술
과 개입을 적용한다. 이러한 고려를 통해 대상의 차원에서 이해되던 다문화 멘토링 담론의 협애화를
극복하고 다문화 멘토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여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핵심어 : 다문화 멘토링, 상호문화 멘토링, 다양성, 문화적 차이, 재개념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fine a multicultural mentoring through exploring how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s have defined and implemented since 2000. In addition, we aim to provide directivity of
programs of domestic multicultural mentoring based on this analysis. For this, we reviewed literatures on
multicutural mentoring which has operated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 in Korea and
compared these with analysis of concept of foreign cross cultural mentoring. Consequently w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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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and directivity of multicultural mentoring as following three ways. First, mentor and mentee
have an awareness on their cultural values and stereotypes on other’s culture. Second, they obtain cultural
knowledges each other. Third, mentor applies culturally sensitive method on mentoring. Within these
consideration, multicultural mentoring can be understood as the broader and more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sensitivity on diversity and cultural competency.
Keywords : Multicutlural Mentoring, Cross Cultural Mentoring, Diversity, Cultural Differences,
Reconceptualization

1. 서론
최근 학교 현장이나 각종 기관에서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
후로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배경의 사회 구
성원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표준화되고 일률적인 접근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요구
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때, 소규모 집단 또는 개인 간 진행되는 멘토링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학습에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서, 멘토는 멘티의 상황에 맞는
개인화된(personalized), 유연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성공
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를 경우 문화
적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이문화다양성은 멘토링의 장애물이 될 수도, 풍부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2009년부터 진행된 국내 연구들에서 다문화 멘토링 연구는 다문화적인 관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 구성원 멘티와 일반인 멘토 간의 멘토링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진행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많은 경우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멘토링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향유하고 성장하고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1][2].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다문화 멘토링
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다문화 멘토링은 다문
화가정 학생 혹은 다문화배경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상적인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다[3].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멘토링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다문화 멘토링이
그 본질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가 된 서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멘티 간 민족적 이슈, 문화적인 고려, 젠더 이슈 등이 다문화
멘토링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에서 나타
난 다문화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멘토링에 필요한 내용 요소를 살펴보았다.

2. 국내 다문화 멘토링의 현황과 특징
‘다문화’란 다양한 인종 및 민족, 문화와 언어, 종교, 계급 등을 지닌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동일
한 공간에서 공존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다문화주의, 다문화국가, 다문화사회,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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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등 다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로, 문화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시민은 타문화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시민성을 지녀야 한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외국인정
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및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
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이 급격한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노동자 와 결혼이주여성
등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4].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 멘토링을 활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다문
화 멘토링은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측
면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되었는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멘토링의 목
적 또한 학습결손 방지와 학교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멘토링은 다
문화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일반인 멘토가 학업적, 생활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5][6]. 이러한 개념화는 현상을 바탕에 둔 것으로 다문화 구성원을 도움 받아야 하는 존재
로 여기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시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다문화 멘토링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에 활성화되고 있는 공식적 멘토링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멘토링은 실행 주체에 따라 형식적(formal) 차원과 비형식적(informal) 차원
의 멘토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이나 실행 주체, 또는 실행 목적과 프로그램이 매우 다
양한 비형식적 멘토링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나와, 이는 형식적 멘토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형식적
다문화 멘토링 중에서 대표적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식적 다문화
멘토링을 구분하면 크게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멘토링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정부차원의 다
문화 멘토링을 정부 부처별로 보면 대표적으로 법무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시행하
고 있다. 법무부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이주자의 조기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국

5년 이내의 초기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제도,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습과 정서 지원을 위한 ‘다문화학생 멘토링’을 진행
하고 있다. 그 외에 각 시‧도와 지역별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다문화 멘토링은 주로 국내의 대기업과 각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진행
되고 있다. 기업의 다문화 멘토링은 기업의 목적과 사원들의 봉사의식이 힘을 더해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드림클래스’, LG그룹의 'LG이노텍 희망멘토링‘, 그리고 국민은행의 ‘KB스
타비(飛) 청소년 꿈틔움 프로젝트’의 ’다문화 멘토링‘ 등이 있다.
삼성의 ‘드림클래스’는 삼성, 대학생 강사, 담당교사, 서포터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 다문화가
정 자녀를 포함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등 사교육 소외계층 중학생에게 학업성취도 향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레인보우 스쿨과 삼성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레인보우 스쿨은 대학생과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1: 다로 매칭하어 방과 후 학습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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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스쿨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학습과 희망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본적
인 한국어 수업과 함께 학습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영화 관람 등의 문화 활동 프로그
램을 함께 진행한다. 삼성전자 봉사단에서 중도입국 학생들의 꿈을 이루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LG그룹의 ‘LG 이노텍 희망멘토링’은 LG이노텍 임직원의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으로, 2010년에 시
작한 멘토링 사업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꿈을 찾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LG이노텍 임직원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1:1 멘토가 되어 고민상담 등 다양한 활동으로 다
문화가정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비(飛) 청소년 꿈틔움 프로젝트’는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7년 ‘KB국민은행 희망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
트는 대학생 봉사자들로 멘토단을 구성해 전국 45개 지역아동센터, 300여 명의 청소년들의 대상으
로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한다. 이 학습 멘토링에 멘티 대학생 봉사단원인 1080명의 멘토들이 1959
명의 멘티를 위하여 꿈과 희망을 응원하였다. 다음의 [표 1]은 국내의 대표적인 다문화 멘토링 프
로그램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국의 대표적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 현황
[Fig. 1] Representative multicultural programs in Korea

구분

주무 부서
법무부

프로그램

주요 내용

비고

2009년 7월부터 시행한 결혼이민자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조기 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일부,
체류·영주·국적 및 기초생활 질서 안내

여성가족부

방문교육지도사

교육부

다문화학생 멘토링

기타

각 시‧도별, 지역별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 차원
프로그램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교육과 생활적응교육, 육아 및
센터
자녀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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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을 살펴보면, 국내의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성
격을 띄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생활적응 지원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상
담 지원이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민간 차원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족 자녀
를 대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으로는 삼성그룹의 삼성
스쿨이 있다.
이와 같은 민간 차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사회 공헌, 이를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이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시혜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
육부의 다문화학생 멘토링의 경우는 멘티의 학교생활 적응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과 함께 멘토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라는 멘토와 멘티의 동반성장을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다문화 멘토링이 멘티에게는 교과학습과 진로 지원,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
만, 멘토에게도 다문화인식 개선 및 문화다양성 향상 등 상호 모두가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다[7]. 이처럼 국내의 다문화 멘토링에서 상호 호혜적 경험에 의한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학습부진이나 정서적 불안정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
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멘토가 지도와
조언 등을 해주는 것을 다문화 멘토링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다문화 멘토링의 의미를 멘
토가 멘티를 위해 단순한 지지나 일방적 도움을 주는, 은혜를 베푸는 시혜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3. 해외 다문화 멘토링의 개념과 특징
2000년대 이후 사회의 구성원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멘토링 분야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이
슈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아카데믹 멘토링(Academic Mentoring) 영역에 있어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민족, 인종, 젠더 등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멘토링의 자원으로 활용
하는 상호문화 멘토링(cross cultural mentoring)이라는 개념이 멘토링의 한 영역으로 구축되고 있
는 추세이다[7][8]. 상호문화 멘토링이란 멘토와 멘티 사이의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젠더, 종교, 문
화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성적 지향, 국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7]. 상호문화 멘토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아카
데믹 멘토링에서 다루어지는 경력 증진, 학습 향상 등의 측면보다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논의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멘토링은 그 자체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9-11]. 대부분의 경우 멘토는 멘티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선점하고 있으며, 멘티가 소
속되고자하는 공동체의 멤버십을 획득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멘토와 멘티 간에 존재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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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배경의 차이는 이러한 권력 관계를 심화시킨다. 왜냐하면 다문화 멘토링 상황에서 대부분 멘
토는 멘티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멘티가 접하기 어려운 보다 지배적인 문
화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멘토는 멘티의 문화적 배경에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여
쉽게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멘토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culture-blind)를 취한다면
멘티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소속되기 위한 비용으로 자신이 본래 지니고 있던 문화를 희생하
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치우친 관계에서는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이 존재한다. 멘토는 타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멘티는 자신의
문화를 희생시키거나 혹은 분열된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처럼 멘토와 멘티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멘토와 멘티가 문화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멘티를 학습 공동체 문화에
통합시킨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멘티를 이방인으로 대하기보다 학습 공동체의 주체로 통합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의 멘티는 참여자로 인정받기보다 아웃사
이더로 ‘지원’받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멘토링의 참여자들은 공동체에 어떤 문화는 반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그 이유가 그 문화의 열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야 한다. 둘째, 멘티가 스스로 조직 문화를 구성하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은
멘토링 혹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이들의 참여가 공동체의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적다. 하지만 멘토링과 연관된 교
사, 슈퍼바이저 등의 높은 기대는 멘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문화를 구성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 과정에서 멘티는 조직 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셋째, 멘토가 학습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이
다. 멘토는 다른 문화적 배경의 멘티가 문화적 매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상호문
화적인 인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멘토는 멘티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12].
이러한 점에서 상호문화 멘토링이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호문화 멘토
링은 서로 다른 가치, 선(virtues), 비전을 가진 개인들이 공통되는 기반과 공통성을 발견해내는 것
이다. 둘째, 상호문화 멘토링의 관계는 멘토와 멘티가 동일한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배경을 공유
한 경우보다 신뢰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 상호적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멘토와 멘티는 인종적
긴장관계, 사회경제적 맥락에서의 민족 간 불평등 등의 이슈를 이해해야 한다. 셋째, 상호문화 멘
토링은 문화적인 차이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내제되어 있는 권력 관계를 민감하게 이
해해야 한다. 특히, 개인이 서로 다른 젠더 및 인종의 위계질서를 경험해 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멘토와 멘티는 다양성과 관련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멘토와 멘티의 상호호혜적
인 관계에서 이들은 개인적 만족감, 자신감 향상 등 내적인 결과와 경력 향상, 정보 교환 등 조직
적 결과를 획득한다. 상호문화 멘토링의 경우 이외에도 다양성과 관련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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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로 다른 가치와 세계관,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에서 기인한다[7][8].

4. 다문화 멘토링의 개념 재정립 및 발전 방향
다문화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 간에 발생하는 학습을 통해 상호적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관계
적 활동으로서, 다양한 인종, 민족, 젠더, 종교, 문화, 계층 등의 요소 간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긍정
하고(affirming), 조정하는(managing) 활동이다. 기존의 다문화 멘토링은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외
국인 유학생 등 다문화 배경을 가진 대상을 멘티로 일반인을 멘토로 매칭하여 학업적, 심리적 도
움을 주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왔다. 이러한 디자인에 내포된 전제는 먼저, 멘토링은 ‘좋은’ 제도이
며 멘토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멘토는 학습 혹은 정서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멘티를 도
와주는 위치에 있는 존재이며 이러한 ‘좋은’ 관계는 형식적 멘토링 프로그램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11].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
램의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 멘토링을 막연히 좋은 제도로 여기고 도와준다
는 좋은 의도로만 접근한다면 다문화 멘토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정확하기
이해하기 어려우며 멘토링을 통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서로가 어떠한 도움을 주고 어떠
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전제는 멘토와 멘티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궁극적으로 달성
해야 하는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가 좌절되기 쉽니다.
때문에 다문화 멘토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 멘토링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멘토링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러한 프레임 속에서 멘토와 멘티 그리고 멘토링을 구성하는 교사 및 슈퍼바이저 등의 역할을 구체
화시키고 역할을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문화 멘토링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멘토와 멘티는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둘째, 멘토와 멘티는 주
체성을 기반으로 타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획득해야 한다. 셋째, 멘토는 멘토링 활동을
위한 기술과 개입 시에 문화적으로 민감(culturally sensitive)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를 통해 대상
의 차원에서 이해되던 다문화 멘토링 담론의 협애화를 극복하고 다문화 멘토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여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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