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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의 지원 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다문화 가정을 한 도서  로그램 개발  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도서 의 다문화서

비스 로그램 개발방안에 해서는 범국가 인 추진체계 하에서 도서 의 특색에 맞는 서비스 로그램 

개발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 다. 재 국내에서 운 되고 있는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로그램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운  사례를 시로 제시하여 향후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programs and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The study proposed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the multicultural services which fit into certain types of libraries. The study also stated 
that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these services should be adopted under a national initiative 
framework. The study examined multicultural services in domestic libraries. The study analyzed 
them by patterns, and described service programs that were exemplary. The study intended 
to aid in finding the appropriate management strategies for muticultural services in Korean 
librar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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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서 학술 인 용어일 뿐 법률 인 용어나 

정의는 아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제결혼 

가정이 있는데 이것은 국 이 다른 사람끼리 

이룬 가정이라는 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

해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에 

다른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이 결합되

어 있다는 ‘문화  요소’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

다. 한 사회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혼

인 가족’과 그 2세를 가리키는 ‘혼 인’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지니는 상징  차별성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기 해 2004년 건강가정시민연

가 가정 용어 개선을 한 안으로써 ‘다문

화 가정’이란 표 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이성언․최유 2006). 

사실 우리 사회는 ‘단일 민족’ 신화에 기반하

여 정체성과 통성을 구축하여 왔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최

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도 국가 외부로부터 유입

된 이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여러 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한 도서  서비스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우

리보다 먼  다문화사회가 된 지역에서의 도서

 다문화 서비스(multicultural services)는 

모국을 떠나 민족 , 언어 , 문화  소수자가 

된 이민자들에게 자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수 있도록 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는 도서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도서 의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을 한 지침인 IFLA/UNESCO 

가이드라인에서는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

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도서  서비스를 제

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

면 도서 은 이민자나 새로 이주한 사람들의 

사회 응을 돕고 모국문화 매체에 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야 하며, 련 집단과 의

하여 해당 집단 출신의 도서  직원을 채용하

거나 그들의 문화와 통, 지식을 반 하는 장

서를 구비하고 모국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

주민들의 문맹퇴치와 환경 응을 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하여 교사, 부모, 기타 

련자들과 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Philip 

Gill, 장혜란 역 2002). 실제로 도서 에서 다문

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이민자에게 모국어 자료를 

제공하기 한 노력들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으

며, 어린이에게 실시하는 도서 의 다문화 서

비스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연극, 시와 같은 

문화행사  성격의 로그램이 주로 제공되고 

있다. 

평생학습 기 의 하나인 도서 은 교육기회

를 놓친 사람들과 소외계층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교육

의 사회  통합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김갑  2007).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공

공도서 에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제

공하는 로그램은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 교육 로그램과 독서자료를 매개로 한 단

순 로그램 이외에는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로그램 등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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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한 로그램 개발이 실하고 시 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다문화가정의 구성

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통합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는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로그램의 운 방

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방법 

다문화서비스에서의 핵심 인 논제는 보편

성과 다양성의 추구에 있다. 보편성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공통성을 인식

하고 그것을 악함으로써 인간과 그 문명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다양성이란 문

화를 그 자체 내의 맥락에 맞게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는 것으로서 인류 문화의 다양성의 인

식과 개별 문화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문화사

회가 형성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는 

통 으로 시되어 오던 단일민족으로서의 

가치 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를 보호하고 확장함으로써 국가사회의 귀

한 자원으로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

인가에 따라 국가 인 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각기 다른 인종, 

성, 언어, 계층 등을 이해하고 존 하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공동체로서 이주민과 내국인들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는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비해야 

하는데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추진체계  

로그램 개발 원리를 제시하고 내국인  

이주민을 한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

한다. 

(2)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로그램의 운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운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문화가정을 한 국내․

외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로그램 운 에 

한 선행 연구를 악하기 하여 각종 문헌연

구, 도서 의 홈페이지 조사, 담당사서와의 인

터뷰  도서  직  방문을 통한 면 조사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 

2.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황

2.1 다문화가정의 규모  특성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새터민에 의해 형성된 가정을 말한

다. 다문화가정의 범주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역사 으로 기에

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 미군 병사와의 결혼

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사회가 발 하면

서 도시에서는 문여성들과 외국인과의 결혼

이, 농 에서는 농 총각과 외국여성(주류는 

국동포)의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후 90년  후반 이

후에는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해 들어온 이

주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의 결혼 그리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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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내 용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외국인 남자 + 한국인 여자

외국인근로자 가정 한국에서 결혼 혹은 본국에서 결혼 후 국내로 이주한 가족

새터민 가정 북한태생으로 한국입국, 한국인과 결혼 혹은 외국인과 결혼해 형성된 가족

출처: 다문화가족 백서(2007).

<표 1> 다문화가정의 범주

에서 탈출한 새터민들이 본격 으로 한국 다문

화가정을 형성하고 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의 국

제결혼은 38,491건으로 2006년의 39,690건보다 

감소하 지만 여 히 국내 체 결혼의 11.1%

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  11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75.7%를 차지하

며,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비율

은 24.3%를 기록하고 있다. 여 히 한국인 남

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비율을 훨씬 웃

돌고 있다. 특히 2007년 농어  종사자 7,930명 

 40%에 해당하는 3,172명이 외국여자와 국

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통계청 2008). 

80년 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주로 일본

여성이 입국했으나 90년  에는 한․  수교 

이후 국동포와 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

한데 이어 1990년  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고 등으로 국 이 확 되었고, 최근에는 베

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국 이 다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이탈주민이란 북한인이었으나 특정 목

을 가지고 북한지역을 벗어나 타국을 통해 

망명, 난민신청을 하고 일정한 차를 거쳐 한

국에 정착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1953년 북한

과의 휴  이후 1989년까지 40년 가까이 되도

록 607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발생하는데 그쳤

지만 1990년  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9년 100명, 2002

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

을 과하 다(통계청 2008).

문기술인력, 비 문취업자, 연수취업자, 

내항선원, 산업연수생이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2004년도 까지

는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그 이후 불법

체류자에 한 법 용의 강화, 소업체의 인

력수요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되는 상을 보

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06

년부터 특정 송출국가에 한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2005년 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것으로 상된다. 

법무부의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

자  유학이나 방문 동거와 같은 근로자가 아

닌 자를 제외하고 근로를 목 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2006년 9월 약 415,000명 규모이다

(법무부 2007).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역사  특수성으로 인

하여 다른 나라의 다문화가정 양상과 매우 다

르다. 즉 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단국가체

제로 인한 긴장과 갈등으로 한국의 다문화 사

회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복잡하다. 로써 한

국에 유입되는 외국국 자  최 다수는 국 

국 을 가진 조선족이고, 이들과 함께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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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한 새터민이 꾸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조선족과 새터민은 오랜 분단국으로서의 

경험 이후 한국에 있어서는 이들도 생존을 

해 고향을 떠나온 이주자이다. 조선족이나 새

터민들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지만 정착과정

에서 타민족이나 다를 바 없이 사회구조  차

이, 한국에 한 문화  차이, 생활  사고방

식의 차이, 언어의 이질화, 한국생활에 한 기

지식과 정보의 부재, 한국 주민들의 무 심

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 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인은 출산의 이유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해를 거듭할수록 국, 베트남, 필

리핀 등에서의 외국인 유입으로 체류외국인은 

증가하고 있다. 새터민도 1990년  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격히 증가하기 시작하

여 2006년에는 2,000명을 과하 는데 2008년 

3월 재 외국인 거주자 합법체류자가 90만명

을 육박하고 있는 반면, 불법체류자도 23만명

에 이르러 총 외국인 체류자는 100만명을 넘어

섰다. 지 까지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이데올로

기가 지배 이었던 우리사회에서 100만명을 

넘어선 이민족과의 문화  과 갈등은 새로

운 변화와 도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다문화 가정과 련된 문제는 크게 부

부 계를 비롯한 가정문제, 사회  가치 의 

문제, 언어  문화  차이 문제, 경제  의료

보장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언어와 문화  배경의 차이

에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계가 

있다. 특히 농 지역의 국제결혼은 외국인 아

내와의 이혼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심

각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제결혼부부를 한 

정책 ․제도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 때문

에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를 이해하거나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  

배경이 다른 양 부모의 가치 과 생활태도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겪는 

문제도 심각하다. 

한 국제결혼 가정의 타국 출신 배우자 특

히 여성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  

경향과 남성 심의 가부장제에서 오는 이 의 

차별을 겪게 된다. 한 외국 배우자의 국 에 

따라 한국인의 태도에 이 인 잣 가 존재하

는 문제도 있다. 지 까지 단일민족, 단일문화

의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었던 우리사회에서 

이민족과의 문화  과 갈등은 새로운 변화

와 도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경제문제, 사회보장제도 문제, 강

제출국에 따른 부부 이별문제, 낙태문제, 호

문제, 의료보험문제와 같은 사회제도  문제들

이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차 가시화되면서 사

회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족들과의 

화를 기피하게 만들며 당사자를 스스로 고립

시키는 부정 인 결과를 래하여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부인들

은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지며, 그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의 언어문제는 아동의 언어

발달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에 

들어가서도 학습능력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장애요인

이 되며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남성 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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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제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정의 여

성은 배제되고 결국 자녀 한 어머니의 문화

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김갑

성 2006). 

국제결혼 가정의 경제  여건 한 단히 

열악하다. 부분의 가구가 최 생계비 이하이

지만 국민기 생활 수 가구는 13.7%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과반수가 심각한 빈

곤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

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실질

인 의료보장 체계에 들어가지 못하여 의료서

비스 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

제이다(보건복지부 2005). 

2.2 다문화가정의 지원체제  교육 황

2.2.1 다문화가정의 지원체제

정부 각 부처  기 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

문화가정 지원체제나 로그램을 살펴보면 다

음의 <표 2>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에 한 실태조사  보건 복지문제를 악하

고, 이에 따라 방과 후 학교, 한 학교, 가정폭

력 방지를 한 정책 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 21개소를 국에 설치하고, 국제결혼 가

정이 한국사회에 건강하게 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하의 

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리기 으로서 종사자 교육, 지원방문, 

통합 로그램 개발  보 업무를 진행하며,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한국어, 문화, 가족, 정보

화, 직업 역별로 나 어 진행하고 있다. 이외

에도 상담사업, 자녀보호 사업, 자조집단사업, 

문화․정서사업, 홍보  네트워크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농림부와 문화 체육부에서도 

농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으로 국

제결혼 이주민 여성에 한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06

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책을 발표

하고 실천사례 나눔 회, 국제이해교육포럼 운

, 교육지원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 심의 교육지원체제를 비, 시행하고 있

다. 로그램의 내용으로는 한국문화 이해 체

험활동 운 , 한국어 학습 로그램, 방과 후 학

교 운 ,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교

육 강화, 지역단  력체계 구축과 같은 것이 

있다(김경아 2007; 여성가족부 2007).

2.2.2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황

1997년 국 법이 개정되면서 국제결혼가정

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국 을 갖게 됨으로써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1990년  후반 농어  

지역의 국제결혼이 붐을 일기 시작하고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 는데 2008년 우

리나라 ․ ․고에 재학 인 국제결혼 가

정의 자녀수는 총 18,769명이다. 이  등학생

이 15,804명(84.2%)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이 2,205명(11.7%), 고등학생이 

760명(4%)이다. 취학 증감율은 2007년도에 

년 비 68.1%가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약 40%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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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사 항 주 부처 력기

 1. 탈법 인 국제결혼 방지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① 결혼 개업체 탈법행 에 한 단속 경찰청 법무부

 ② 국제결혼 개업 리를 한 입법 추진 복지부

 ③ 인신매매 등 개행 에 한 리방안 검토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경찰청

 ④ 재외공 에 여성․인권담당  배치 검토 법무부 여가부, 외교부

 ⑤ 결혼비자 발  서류 차 표 화  사  사증인터뷰 제도 도입 검토 법무부 외교부

 ⑥ 외교채 을 통한 국가 간 력체계 구축 외교부

 ⑦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한 정보제공 여가부 복지부, 외교부

 2.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한 안정 인 체류지원 강화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법무부
 ② 혼인 탄 귀책사유에 한 입증책임 완화

 ③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 시 입증요건 완화

 ④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외국인 모에게 국  는 주권 부여

 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보호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3. 한국사회 조기 응  정착지원

 ① 한국생활 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여가부
법무부, 행자부

정통부, 지자체

 ② 한국생활 응  정착 지원 여가부
문화부, 교육부, 

농림부

 4. 아동의 학교생활 응지원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방
교육부

 ②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부 교육부

 5.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 인 생활환경 조성

 ① 기 생활 보장  건강증진 지원 복지부 여가부

 ② 자녀출산  양육지원 복지부 여가부, 농림부

 ③ 직업상담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노동부

 6. 여성결혼이민자에 한 사회  인식 개선  업무책임자 교육

 ① 정부정책 안내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한 홍보 여가부, 법무부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 인 분 기 조성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 

지자체

 ③ 공무원 교육 실시
인사 , 여가부, 

법무부
부처, 지자체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한 교육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7. 추진체계 구축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행자부, 교육부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 여가부 지자체

 ③ 자원 사활동 인 라 구축  통역, 상담, 교육인력양성 여가부, 복지부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여가부

출처: ꡔ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ꡕ (2006). 

<표 2> 다문화가정 지원체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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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취학 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878

명(20.7%)으로 가장 많고, 서울 2,259명(12.3%), 

남 1,869명(10%), 경남 1,530명(8.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부모의 국 별 비율은 일본이 

41.0%로 가장 많고, 국 22.3%, 필리핀 14.3%, 

베트남 4.4%이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체의 90.2%(16,937명)를 차지하 다. 재 

우리나라 교육부는 2010년경이 되면 국제결혼 

가정의 취학자녀수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상하고 있다(교육부 2008).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는 국내학교에 취

학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부분이 학교 밖에 

방치되어 있다. 2003년 ․ 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

에도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

만 특히 개발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가

정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  어려

움, 신분노출 우려와 같은 이유로 자녀를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설동훈 2003). 2007년도 국내 체류 인 등

록 외국인은 630,627명으로 이  취학연령 인 

5세 이상 19세 이하는 25,488명이다. 이 숫자는 

체 외국인 인구의 4%에 해당되는 숫자이지

만 이들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이외의 학생

들, 즉 체류 혹은 신분상의 문제로 학교에 을 

두지 않은 학교 밖 취학 연령  아동에 한 정

확한 규모 악은 한계가 있다(교육부 2008). 

본 연구의 상자인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2008

년 교육지역별로는 서울이 535명(38.2%), 경

기지역이 429명(30.6%)으로 이 두 지역이 

국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과 

경남이 각각 그 뒤를 잇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 부모의 국 별 비율은 몽골 26.2%, 일본 

22.0%, 국 20.3%순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

하면 재 1,402명으로 이들 에 등학생이 

981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1월 6세에서 20세사이의 새터민 가

정 출신의 청소년은 1,047명으로 체 북한이

탈주민의 10.5%에 해당된다. 이들  2006년 

우리나라 ․ ․고에 재학 인 아동  청

소년은 522명으로 49.8%의 낮은 취학률을 보

이고 있다. 등학교 취학률은 85.7%, 학교 

취학률은 49.1%, 고등학교 취학률은 6.6%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학률은 떨어지고 있다. 

새터민가정의 취학 학생들의 거주지 황을 보

면 다른 유형의 다문화 가정이 경기지역에 많

은 것과는 달리 부산과 서울에 집 으로 몰

려있다. 즉 부산지역의 학교에 235명(32.5%)

이 재학하고 있어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지역

에 231명(32.0%), 경기지역에 140명(19.4%),

이 재학하고 있다. 지방은 경상도 1.5%, 충청 

5.1%, 라도 1.7%로 나타났다(통일부정책지

원과 2006).

앙정부는 2006년에 국제결혼가정과 외국

인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2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여성결

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책”을 발표

하고 주요과제를 설정,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등이 

주 부처가 되어 탈법 인 국제결혼 방지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한 체류지원 강화를 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

가부에서는 한국사회 응을 한 지원 책을, 

교육부와 복지부는 아동의 학교생활 응 지원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 인 생활환경 조성을 

한 책을 주로 책임지고 있다. 이밖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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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여가부, 행자부 등에서는 내국인들의 다문

화가정에 한 인식제고를 한 홍보와 친화  

분 기 조성, 공무원이나 담당자에 한 교육 

등을 맡고 있다. 새터민 가정에 한 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1997년에 제정한 ｢북한이탈주

민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을 들 수 있

다.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새터민의 입국과 성

공 인 국내 정착을 돕기 해 각종 지원을 하

고 있다. 경제  지원은 기에는 새터민의 기

본 인 생계를 보호하고 정착기반을 제공하는

데 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 고 있으며, 사회 응 

지원은 하나원을 통하여 사회 응 지원을 한 

교육  직업훈련, 법  지  확보  거주지 

편입의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기

으로는 종교 계 시설, 이주노동자센터, 복지

 쉼터 등이 있다. 정부는 이들과 연계를 맺고, 

국을 6개 권역(서울권, 인천․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남권, 부산권, 울산권)으로 

나 어 지역별로 운 기 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이 사업들을 총 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한국어교재 발간  교육을 비롯하여 이

들의 사회  네트워크 확충을 한 각종 연계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새터민가정에 한 지

원은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달리 국가가  부문을 국가가 담하고 있었

고, 민간단체는 새터민 가정의 정착을 돕는 제

한 이고 보조 인 차원에 머물고 있었으나 최

근에는 민간단체의 특성에 따라 개별 인 지원

활동도 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30조에 의하여 그들

의 사회정착  생활안정 반을 지원하기 

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단체들은 복지

서비스, 선교  결연사업, 사회 응교육, 청소

년 보호, 정착지원과 상담 등을 하고 있다(조상

호 2003).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공

통 인 문제는 학교부 응의 문제  정체성과 

집단따돌림의 문제이다.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

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은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투른 부모와의 계에서 언어발달 지체를 겪

게 되고,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의 혜택을 

게 받는 등의 이유로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히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

각한 학습부진과 학교부 응 상이 많이 나타

났다(한진상 2007). 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은 부분 정체성의 혼란과 집단따돌림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와 가정에서 경

험하는 생활차이, 부모와의 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이유로 

성공 으로 성취되지 못했을 때 정체성의 혼란

을 겪고 있으며, 집단따돌림이 이것을 더 가

시키고 있다(조 달 2006).

결국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한국사회에서 잘 응하기 한 다문화 교육도 

필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

도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소득층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둔 아이에 

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특별한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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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추진체계 
 로그램 개발의 방향 

3.1 다문화 서비스 추친체계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1월에 문화체육

부에 다문화정책 을 신설하고 “문화  다양

성을 기반으로 창조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 아래 12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 다. 

12개의 추진과제는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기반

조성, 한국사회 문화  응지원, 국민의 다문

화사회에 한 인식개선, 다문화 공동체의 문

화향유  창조역량 증진이라는 4가지 범주 아

래 나 어져 추진되고 있는데 특기할 것은 문

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사회 문화지원법

(가칭)을 제정하고, 다문화진흥기구를 설립하

여 다문화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한국문화학습, 

소수 문화보존과 달 등을 하여 노력하겠다

는 이다. 문화체육 부의 다문화정책추진

과제의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문화

체육부 다문화정책  2008).

첫째,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기반조성’으로 

①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다문화사회 문화지

원법(가칭)을 제정하여 법률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② 다문화 진흥기구를 설립하고, 다

문화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한국문화 학습, 소

수문화 보존과 달 등을 해 노력하도록 하

며, 국립국어원, 지방문화원, 박물 , 도서  등 

각종 문화기 과의 력체계를 구축 활용한다. 

③ 지역 유휴공간을 이주민 문화 용공간으로 

환 지원하도록 하고, 외국인 집지역에 작

은도서 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등 이주민의 한

국문화체험 용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다문화

진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둘째, ‘한국사회 문화  응지원’으로 ① 이

주민들이 한국어와 우리문화를 이해하도록 지

원하기 하여 국립국어원, 지방문화원, 국어문

화원 등 유 기 들 간의 력체계를 형성하고, 

문화를 꾀하며 문화의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② 이주민 다문화축제, 지역생활문화축제 등을

<그림 1> 문화체육 부의 다문화정책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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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내국인과 새내기 이주민 간의 결연 로

그램을 운 하는 등 이주민과 내국인간 상호 

이해증진을 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③ 다

양한 언어로 가이드북  상물을 제작 보

하고, 다문화 정보제공을 한 포탈싸이트를 

구축하고 운 함으로써 사회, 문화, , 체육 

등에 한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국민의 다문화에 한 인식개선’으로 

① 다양성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내용을 홍보

함으로써 이주민에 한 배타성을 해소하도록 

한다. 이를 하여 다문화 포용을 주제로 하는 

다큐, 공익 고 등을 제작․방 하고, 어린이 청

소년을 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홍보자료를 개

발․보 한다. ② 아시아  제3세계 국가 문학

작품 번역사업을 지원하고, 아시아 우수 상물

을 상 하는 등 서구문화 외에 다양한 소수문화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한다. ③ 아르코 

술인력개발원 등을 활용, 다문화 로그램 기

획자를 양성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한 공

무원  각 문화시설 근무자에 한 다문화교육 

지원을 하고 자원 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

주민 지원 매개인력에 한 다문화 교육을 한다. 

넷째, ‘다문화공동체의 문화향유  창조역

량 증진’으로 ① 문화 바우처 수혜 상을 이주

민으로 확 하고 도서 , 박물 , 국악원 등에

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 소외지역 이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 시킨다. ② 다양

한 국가의 통문화 시 공연 로그램을 개발

하고 문화 술가 교류지원을 하고 UNESCO 

등과 다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③ 다

문화 지원 아카이  구축  실용화 가능 소재 

발굴, 다문화 공동체의 문화 술 창조활동 지

원 등을 통하여 창조  역량을 강화시킨다.

문화 체육부에서 시행하는 이와 같은 다

문화정책 과제의 성격을 보면 결국 도서 에서 

다문화서비스 로그램을 개발하는 원리와 같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  조직

체계는 통령직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가 

있고, 문화체육 부에 정보정책기획단이 있

어 원회와 긴 한 계 아래 도서  정보 정

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러므로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도 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문화 부 다

문화지원 의 력을 얻어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 에서 다문화가정 도서 로그램 지원

센터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립어

린이청소년도서 에서는 각 지구별 공공도서

에서 다문화가정 도서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 라 구축을 하고 인력양

성을 하며, 로그램 개발  보  등을 맡는 

것이다. 지역의 공공도서 들은 해당 지역의 

문화원이나 문 회 , 박물  등 유 기 과 

연계하여 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다. 

도서 의 이러한 로그램은 지역에 따라서

는 작은도서 이 함께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작

은도서 은 근성이 좋은 주민사랑방  도서

이라는 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가정

이 많은 곳 - 인천, 부천, 성남, 안산 - 과 경제

환경이 열악한 농어산 에서는 작은도서 에

서 다문화서비스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지역도서 에서 순회문고를 운 할 수도 있는

데 이상의 개념을 도표화하면 다음의 <그림 2>

와 같이 나타난다. 

한 역사학자는 미국의 문화다원주의를 다인

종 다문화를 다채롭고 다양하게 담아내는 샐러

드 시라고 비유 으로 표 하 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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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화체육 부의 다문화 정책

이민자들로 잡다하게 구성된 미국은 샐러드 

시밖에 되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은 역사 으

로 다른 문화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

력을 가졌기 때문에 샐러드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재료를 하나로 섞어서 비빔밥이라는 

훌륭한 음식문화를 창조해 냈듯이 한국 인 비

빔밥 다문화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 다(김

기  2007). 게리 베커 교수의 말1)처럼 우리나

라가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소수민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가 각자의 독특함

을 잃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우리나라 문화와 

어울려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한 비빔

밥 다문화사회를 훌륭하게 창조해내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며, 도서 이 그 한 몫을 충분히 

담당해 낼 수 있다.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multicultural ser- 

vices)는 모국을 떠나 민족 , 언어 , 문화  

소수자가 된 이민자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쉽게 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는 도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 서비스는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함

은 물론이다. 공공도서 의 지역사회서비스 개

발을 한 지침인 IFLA/UNESCO 가이드라

인에서도 도서 은 이민자나 새로 이주한 사람

들의 사회 응을 돕는 한편 그들이 모국문화 

 1) 2008년 9월에 한국을 찾은 게리 베커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 인 것을 지 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한 정부의 고육책에 큰 기 를 걸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민을 받아들일 것을 극 

권하 다. 조선일보 2008. 9. 13-14일 C1, C5쪽(박우규 SK경 경제연구소 소장과 김희섭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가 워커힐 식당에서 게리 베커 교수와 인터뷰한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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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것을 권하

고 있다. 

사실 도서 에서의 다문화 서비스는 이용자

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보다 훨씬 

유리한 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

면 도서 에서 다문화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이

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표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는 타기 보다 여러 

가지 유리한 이 있는데 이와 같은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를 효율 으로 추진하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와 지방, 각 기 과 민간단

체 등이 력을 맺어 체계 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국가 혹은 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출입국에 련된 법  문제를 비롯하여 정착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도  

차원의 문제 등 근본 이고 기본 인 것이다. 이것은 이주민이 일단 입국하여 정착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삶의 장에서는 피부에 닿지 않는 먼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에게 정부기 은 더욱 기피 상이 

될 수밖에 없다. 

(2) 보통 사람들은 일상 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여 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까운 

곳부터 찾아가게 된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상 인 삶의 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보다는 민이 더 가깝고, 민감한 사항에 하여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특히 익명성이 으로 요구되는 불법체류자의 일상생활에 한 도움은 보다는 시민단체가 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때로는 시민단체도 감사 등의 이유로 이들의 익명성을 으로 보장 못할 수도 있다. 

(4)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개발국에서 오는 결혼이민자들을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등의 열악한 환경과 빵, 음료 등의 제공과 함께 이루어지는 센터의 

시혜 인 자세는 이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다문화가정의 경제  조건은 열악하기 때문에 맞벌이 등이 으로 필요하지만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기 이나 단체는 많지 않다. 

(6) 도서 은 특정인을 한 장소가 아니고, 만인에게 공평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 이다. 더욱이 도서 은 

이주민들의 모국어로 된 장서나 비도서자료를 구비해 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친근감을  수 있으며, 이주민 당사자와 

자녀들을 한 교육 이면서도 문화 인 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해  수 있다. 이러한 도서 의 서비스는 빵 

등을 주는 것과는 다른 지  서비스로서 교육수 이 높은 이들의 자존감을 채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그러하듯 자발  선택이라는 만족감을  수 있다. 

(7) 이러한 도서 의 이 을 살리기 하여 도서 에서는 다문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운 할 때 정부기 이나 시민단체 

등과는 다른 익명성과 편안함, 자존감, 근성, 이용의 편의성 등을 제공해 주기 한 여건을 조성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로서 그들에 한 도서  회원증의 문제, 출과 반납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우편 출이나 단체 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한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는 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상할 수 있지만 이들에 한 도서  서비스의 당 성을 인정한다면 로그램 개발에 있어서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서  계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표 3> 다문화 서비스기 으로서 도서 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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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개발 

원리와 방향

앞 에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황과 지

원체제  자녀교육 황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토 로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의 개발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먼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개발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의 보편성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분명

히 존재하는 공통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악함으로써 인간과 그 문명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 의 다문

화서비스는 인류문명의 공통성 속에서 

각기 다르면서 같을 수 있는 보편성을 추

구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양성을 추구한다. 다양성이란 문화를 

그 자체 내의 맥락에 맞게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는 것으로서 인류 문화의 다양

성의 인식과 개별 문화의 독특성을 이해

하는 것이다.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는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인정해  수 있는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어야 한다. 

3) 익명성을 보장한다. 불법체류자 이외에도 

이주민은 그들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하

는 경우2)가 종종 있다. 이들의 존재를 인

정하면서도 그들의 익명성을 보장해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2008년 3월 출입

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총 1,118,495명이며, 해

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합법체류자는 887,372명이고 불법체류자

는 231,123명으로 20.7%에 달한다(출입

국 외국인정책본부 2008). 

4) 다문화가정의 자존감을 살린다. 개발국

에서 온 이민자들은 그들 본국에서의 경

력이나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학

력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은 그들의 

자존감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5) 평생교육차원에서 로그램을 개발한다.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은 도

도서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개발 원리 도서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개발 방향 

1) 보편성을 추구한다.

2) 다양성을 추구한다.

3) 익명성을 보장한다.

4) 다문화가정의 자존감을 살린다.

5) 평생교육 차원에서 개발한다.

6) 친 감 형성과 순응성을 높인다.

7) 도서 의 근성을 높인다.

1)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한 로그램을 우선 개발한다.

2) 주로 유아 상 로그램을 개발한다.

3) 도서 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로그램을 개발한다.

4) 체계 인 개발과정에 따라야 한다.

<표 4>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개발 원리  로그램 개발방향

 2) 불법체류자 이외에도 새터민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탈북자 자녀라는 것을 숨기다가 말씨가 달라 밝 지게 

되고, 학교를 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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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평생교육 기 이기 때문에 평생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로그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자발  선택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시

킬 필요가 있다. 

6) 친 감 형성과 순응성을 높인다.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로그램은 친 감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하며, 내국인들과 동화

될 수 있도록 순응성이 높아야 한다. 

7) 도서 의 근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에 가깝게 존재

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 이나 작은

도서 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은 도서 에서의 다문화 서비스 개

발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도서 에서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도서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개발

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유형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을 포함하 으

나, 실질 으로 외국인근로자가정이나 새터민

가정은 여러 가지 사회  제약으로 인해 도서

 서비스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

가 국제결혼가정에 비해 상 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을 주 상

으로 도서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을 개발하

고자 하며, 로그램 개발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한 로그램을 개

발한다. 국제결혼가정을 해 재 개발 

인 로그램은 주로 2세를 한 교육

로그램, 국제결혼 이민자교사양성 로그

램 등이 있다. 국제결혼이민자가 증하

면서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한 

보육시설  교사 등의 필요성이 두되

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은 일반 가족과 다

르게 가족 내에서부터 언어소통의 어려

움이 발생한다. 그와 동시에 2세를 낳게 

되면 2세는 2가지 언어를 동시에 학습해

야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언어

, 문화  이  장벽을 넘기 해 국제결

혼가정 결혼이민자와 2세들을 한 체계

인 로그램이 필요하다.

2)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한 로그램은 주

로 유아를 상으로 개발한다.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그 

부모를 해 ․ 등 학교생활에 필요

한 다문화교육지원 자료를 개발하여 학

교생활 응을 돕고 있다. 그러나 상

으로 차 증가 추세에 있는 유아를 한 

지원 로그램은 다문화지원 기  어디

에도 체계 으로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

다. 따라서 재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의 주 상은 등학교에 입학 

 유아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 개발

에 역 을 둔다. 

3)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은 도서

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로그램을 개발

해야 한다. 도서 의 서비스 로그램이

라 함은 도서 의 시설, 자료, 인력을 기반

으로 하는 로그램이다. 그러나 재 이

루어지는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

램은 이러한 도서 의 자원을 활용한 

로그램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다른 다문화

지원기 과 별반 차별 없는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여가생활 등의 로그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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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로그램 장소도 도서 에서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문

인 강사 확보의 미비, 도서  다문화 서

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열의는 있으나 

문 인 지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며, 

다문화 련 장서의 체계 인 개발과 그

에 따른 자료정리  목록시스템의 부재, 

이로 인한 정보  자료 서비스 한 매우 

보 인 수 이다. 따라서 도서 에서는 

다문화가정을 한 기본 인 라를 갖추어

야 한다. 즉 지역별 다문화가정의 황

악을 비롯하여 그들이 쓰는 언어와 련

된 장서개발과 이  언어 콘텐츠 개발, 이

들의 도서  근성 개선  서비스 포인

트 개발 등 그들의 이용 행태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도서 은 이주 기 이후 한국사회에 

응해서 정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

본 기술을 교육하기 하여 책을 매개로

한 소통과 독서  문해교육, 문화이해 등

을 할 수 있는 도서 의 특성을 살린 로

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타 다문화가정 지

원기 의 로그램과는 차별화 시킬 필

요가 있다. 

4)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의 체계 인 개발

과정에 따라야 한다. 다문화 서비스를 계

획하고 있는 도서 에서는 각 도서 의 

형편에 따라 장기 인 계획을 세워서 다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도서  자

체 인 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단  도서 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서비

스는 지역 도서 이 력하여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며, 목록시스템이나 다문화장

서개발 련 콘텐츠 개발은 앙 단  도

서 이 주도 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다문화사회가 진 됨에 따라 

사회의 정책과 시스템에 따라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에 해 국가․지역․단  

도서  수 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을 해 장기 인 도서 계의 지속

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도서  다문화 서비스 황에서 보았

듯이 체계 인 서비스 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한윤옥 외 2009). 그러나 다문화사

회의 오랜 통을 가진 캐나다의 경우는 사회정

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로그래  가이드라인을 1989년에 이미 캐나다도

서 회(Canadi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로그래  

과정에 따라 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재 

우리나라 도서 에서 다문화 로그램을 개발

하고 운 할 때 참고할만하다.3) 

캐나다도서 회에서 제시한 다문화 서비스 

로그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도서   지

역별 도서 에서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을 개

발할 때 다음 <표 5>와 같은 스텝에 따라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4)

 3)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한윤옥(2008),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개발에 한 연구: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한 

도서 로그램을 심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159-164 참조. 

 4) 이해를 돕기 해 스텝메뉴얼 과정에 근 하게 다문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시한 경기도 가평군립도서 의 다문

화 로그램 운  사례에 해서는 지면상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상게서, 166-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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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서비스의 목

(2) 지역조사

(3)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운 을 한 도서  자원 개발

   1) 자료

   2) 목록

   3) 참고  독자자문 서비스

   4) 로그램

 ① 연구(research): 지역사회와 의하면서 평가를 구한다.

 ② 계획하기(planning)

 ③ 조직하기(organization)

 ④ 실행하기(implementation)

 ⑤ 평가하기(evaluation)

 ⑥ 사후 검(follow-up)

   5) 직원

   6) 지역사회 활동

<표 5> 도서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개발을 한 스텝 매뉴얼

 4.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유형  운  사례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 로 우리나라 다

문화가정을 한 도서  서비스 로그램의 유

형을 구분하고, 이를 용하여 우리나라 공공

도서 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 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운 사

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유형

도서  다문화 서비스 황에서 살펴보았듯

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원하는 로그램으

로는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로그램, 한국

생활 응에 실질  도움이 되는 로그램, 남

편  시집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한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한윤옥 외 2009). 이러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

른 다문화가정지원기 과의 차별화를 해서

는 기존 도서 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책’을 

매개로한 독서 련 로그램과 문화  여가 

로그램, 다른 다문화가정지원기 과의 연계 

로그램 등을 앞으로 도서 에서 다문화 서비

스 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을 한 도서  서비스 로그램

은 다문화가정의 자녀 육아와 교육에 을 두

며, 그 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응하고 동화되며, 아울러 그

들 고유의 민족  문화  정체성이 존 될 수 

있는 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궁

극 으로는 다문화사회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이고, 다문화 공존의 

통합 사회를 지향하기 해 내국인을 한 다문

화 이해교육  소통을 한 로그램도 개발되

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 이들 로

그램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한 기본 인 요

건으로서의 장서개발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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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

서는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 어 살펴보려고 한다. 

즉, 자료 서비스, 육아․교육 로그램, 문화․

체험 로그램, 연계․혼합 로그램  내국

인을 한 로그램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4.2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유형별 

운  사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서비스를 운 하고 있

는 공공도서 의 운 사례와 련된 자료를 입

수하여 분석한 결과 의 <표 6>에서 제시된 다

섯 가지 유형에 부합된 로그램이 부분이었

지만, 내국인을 한 로그램으로서 다문화이

해교육이나 독서치료 로그램을 운 하고 있

는 도서 은 아직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

계상 유형별 다문화 도서  서비스 로그램

의 필요성과 이를 운 하는 도서  로그램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5) 

4.2.1 다문화가정을 한 자료 서비스

1) 다문화가정을 한 장서개발 기 과 목록

다문화사회에서 도서 은 자국민뿐만 아니

라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더불어 이주민의 정체성 

유지, 다시 돌아갈 경우 모국정착 비에 필요

한 모국사회 그리고 모국문화와 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 한국의 공공도서 은 다문화 가정을 한 

장서개발 기 이 정립되어있지 않다. 지역에 

유 형 내 용 운  사례 도서

자료 서비스 

도서 서비스  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장서개발과 콘

텐츠 구축

안산 다문화작은도서 , 다문화 모두 어린이도서 , 부산아시아공동체도서 , 안산

산도서 의 다문화자료실, 양시립 앙도서 의 외국어자료코 , 제주도교육청의 

로그램  책자 개발 등 

육아  교육

로그램

책 매개 육아 로그램(이야

기들려주기, 동화구연 등), 

문해교육(한국어교육, 이

언어교육 등), 독서교육 련 

청주기 의도서 의 도서 기반 책을 매개로한 사회  육아, 경남김해도서 의 다문

화동화구연, 남양주진건도서 의 한 반, 주도서 의 다문화가정 한   우리문화

체험교실, 양시립도서 의 한 교실, 구두류도서 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도우

미, 행신어린이도서 의 결혼이민여성을 한 자녀독서교실, 인천 앙도서 의 어

스쿨, 성남시 원도서 의 하나되는 다문화교육, 삼척평생교육정보 의 한 교육 등 

문화  

체험

로그램

한국 통문화, 생활방식에 

한 이해  체험 행사 등 

남남평도서 의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문화체험, 남양주진건도서 의 옛이야기를 

통한 우리문화 체험반, 삼척평생정보 의 다문화가정 여성 한국바로알기, 부산 정도

서 의 어린이다문화체험, 안산 산도서 의 다문화 로그램, 천안시립아우내도서

의 단계별 다문화가정 독서문화 로그램, 양시립 앙도서 의 외국인 도서  방문

의 날, 남남평도서 의 신생아모빌 만들어 주기 등

연계  혼합 

로그램

다문화 련기 과의 연계

력 로그램

청주기 의도서 의 세계로 가는 도서 , 구서부도서 의 다문화가정을 한 찾아

가는 북스타트와 책이랑 놀아요, 경기도가평도서 의 사랑의 한울타리 등

내국인 

로그램

책과 만나는 세계문화, 다문

화이해교육, 독서치료 등

부평기 의도서 의 그림책으로 세계친구와 만나요, 통합독서토론논술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독서치료 등 

<표 6>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유형

 5)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윤옥(2008), 상게서, 170-228 참조.



다문화가정을 한 도서 의 서비스 개발과 운  방안에 한 연구  109

(1)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족한 한국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모의 모국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다 언어로 된 장서를 개발해야 한다. 이것을 하여 기본 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어머니의 모국어와 제2언어인 어로 된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타문화 이해  존 에 련된 것이어야 한다.
(4) 성역할, 인종 , 문화  배경, 특별한 요구와 능력, 다양한 직업의 범 를 반 해야 한다. 
(5)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특성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

<표 7> 다문화가정을 한 장서개발 기

따라 요구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권 국가들은 도서생산량이나 유통이 열악하여 

자료입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 에서의 다문화가정을 한 장서개

발 기 을 <표 7>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장서개발은 장서를 이용하는 이용자집단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으므로 

장서를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의 특성  요구

가 충분히 반 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주민이 

있을 경우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 장서의 구성 

 특성에 반 시켜야 한다. 안산 다문화 작은 

도서 과 다문화 어린이 도서  ‘모두’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에 따라 혹은 모단체에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 이용자에 따라 외국서

을 선정하여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은 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실정과 실에 맞는 다문화자

료의 개발 기 에 한 지속 인 심과 연구

가 요망된다. 

2) 다문화자료의 수서와 콘텐츠 개발

최근 국내 도서 에서도 증하는 이주민을 

한 다문화서비스에 심이 증가하고 있다. 

귀환 이주노동자나 지의 선교사 혹은 활동가

를 통해 어렵게 주요 이주민 국가의 자료를 입

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이 나타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기 때문

에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 의 

부분은 이주민 언어 자료보다는 문화 로그램

이나 국내자료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

가 있다. 

유럽과 북미지역 도서 의 다문화 련 자료

입수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국내 이주민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상황

에서 공공도서 과 민간도서  같은 개별도서

들이 기존의 비체계 인 다문화자료 입수방

법에서 벗어나 국내 행사, 인터넷 서 , 국제

도서 , 도서구입 출장여행, 개별 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계 이고 효과 으로 

다문화 자료를 입수하기 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이때 자료의 선정, 주문, 검수, 클 임과 

같은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어문제

를 도와  국내거주 이주민 는 아시아권 언

어 공자, 도서  수요자이자 든든한 후원자

가 될 이주민 커뮤니티, 자료입수에 재정  지

원을 제공할 정부기 , 기업, 비정부단체, 국제

기구와의 력은 도서  다문화 서비스 발 에 

기여할 수 있다. 

한 국가  차원이나 도서  련 문직 단

체를 기반으로 한 자료입수에 한 조직  응

방안에 한 심과 연구도 요구되고 있다. 여

기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과 같은 기 에서 

국내 공공도서 을 한 자료선정 목록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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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다문화 련 자료

가 지에서의 자료구입보다는 국내에서 개발

된 혹은 번역된 자료 주라는 은 이주민들의 

모국어와 문화계승에 많은 지장을 래하는 문

제라고 볼 때 어린이를 한 지자료 구입 혹

은 그와 같은 자료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개발과 

같은 문제를 정책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이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콘텐츠

구축의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민의 국 을 조사하

여 그에 따라 그 나라 언어로 된 래동화부터 

입수하여 인쇄본은 기본으로 장서에 포함시키

고, 인쇄본을 오디오북과 비디오북으로 개발하

고 이것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지역의 공공도서 과 이용자들에게 

이용시키는 것이다. 이때 래동화는 지언어, 

한국어, 어 등의 언어로 낭독되도록 함은 물

론이다. 창작동화보다 래동화를 우선 개발

상으로 삼는 것은 유아가 상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래동화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래동화는 옛이야기와 같은 것으로서 그 나라

의 민속성이 가장 많이 담긴 것이다. 세계 각지

의 원시인들은 그들이 겪은 이상한 사건이나 야

수에 한 이야기를 옛날이야기, 민담, 신화, 

설 등 여러 형태로 만들어 후세에 달하려고 

하 으며 수집가들이 이것들을 수집하여 기록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입에서 입으로 오랜 세월

에 걸쳐 해 내려옴으로써 이른바 각 지역의 

민속문학(folk literature)이 형성된 것이다. 처

음에 그들의 일부는 로맨틱하기도 하지만 조잡

스럽거나 혹은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성인의 입

에서 입으로 달되어 오다가 어린이들을 한 

래동화로 발 되기에 이른다. 독일의 메르헨

(märchen), 국의 fairy tales, 북유럽의 에반

뛰 (eventyre)가 그것이며, 이들을 원 으로 

하여 쓴 창작동화도 있다. 따라서 각국의 래

동화는 특히 그 지역의 민족성과 삶, 풍습, 가치

 등을 가장 잘 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

윤옥 2008).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을 한 콘텐츠개발

의 로 안산 산도서 에서 구입한 다문화 원

서  어린이를 한 동화는 우리나라 이주민들

의 상  7개국(일본, 국, 필리핀, 베트남, 태

국, 러시아, 몽골)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한

편, 국내의 다문화 자료서비스 로그램으로는 

안산 산 도서 의 ‘다문화자료실’운 과 양

시립 앙도서 의 ‘외국어 자료코  운  사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 로그램  책자 개

발 사례’를 들 수 있다. 

4.2.2 육아․교육 로그램

1) 육아 로그램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이 격히 증가한 

1999년 이후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자녀 부분

이 7세 미만이므로 향후 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폭발 으로 증가할 망이다(교육인

자원부 2007).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

리  하나인 자녀교육 특히 등학교 입학  

유아의 육아와 교육과정에 한 사회  서비

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들 상의 도서  

다문화 서비스는 출발한다. 아울러 이들은 결혼

한 지 5년 내외로 아직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제

로 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아 부담까지 안

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한 생활문화 속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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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지속 으로 소통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소통의 도구는 도서 의 장서  

그림책과 놀이가 심이 된다. 이야기 그림책은 

그림이 가지는 국제 ․다문화  의미체계와 

많은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유아 로그램에서 

매체로서 이야기 그림책은 아주 하다. 

육아 경험이 있는 이 로그램의 강사 혹은 

보조강사들은 이들에게 육아 경험을 자연스럽

게 달하는 멘토로서 역할 한 할 수 있어 결

혼이주여성들의 육아로 인한 심리  부담을 덜

고 사회  지지자를 갖게 되는 요한 타인들

을 만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 한 이 로그램

은 기존 내국인을 상으로 하는 유아 로그

램의 기반 에 다문화가정에 특성을 고려한 

부가 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이미 검증된 로그램이므로 질 인 면에서도 

우수하며 로그램 비와 진행에 있어서 다소 

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로그램 

용 사례로는 청주기 의 도서 에서 실행한 

‘다문화가정을 한 도서 기반의 책을 매개로 

한 사회  육아’, 경남 김해도서 의 ‘다문화 동

화구연’이 그것이다. 

2) 교육․문해 로그램

새로운 문해교육 개념은 단순한 읽기, 쓰기

의 기술 습득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 사는 사회 

안에서 문화  이해를 하고 한 사회 으로나 

직업 으로 응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

도의 의사소통능력(읽고, 쓰기, 셈하기)을 키

우는 일이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하여 이 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 증가

되는 추세이다. 이 언어 아동의 경우에는 부

모 한쪽이나 양 부모가 정식교육을 통하여 한

국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부모의 의사소통문제는 아동의 언어에도 향

을 미칠 것이다. 언어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정

의 충분한 모국어 습득 환경은 아동의 언어발

달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 언어 

환경의 아동들은 모계의 언어와 부계의 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이러한 경우 이 언어 환

경의 아동들은 언어 혼재를 겪게 된다. 특히, 결

혼이민자 여성은 우리나라 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문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

활  자녀교육에 한 애로 이 많다. 여기에 

해당하는 로그램 용사례로는 남양주 진건

도서 의 ‘한 반’, 주시도서 의 ‘다문화가

정 한   우리문화체험교실’, 양시립 앙도

서 의 ‘한 교실 로그램(엄마+어린이 로

그램)’과 구 두류도서 의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도우미’ 운  사례이다. 한 몇몇 도서

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한 교육  컴퓨터 활

용능력을 배양하는 정보화 문해교육도 실시하

고 있다. 즉 행신어린이도서 의 ‘결혼이민여성

을 한 자녀독서지도 교실’, 인천 앙도서 의 

‘ 어스쿨’, 성남시 원도서 의 ‘하나되는 다

문화교육’과 삼척평생교육정보 의 ‘한 교육’ 

로그램이 그것이다. 

4.2.3 문화․체험 로그램

다문화교육은 모든 사회  계층, 인종, 성별, 

그리고 문화  집단들이 학습을 해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기 한 일종의 개 운동이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문화  배경을 받

아들여 보다 정 인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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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문화 뿐 아니라 타문화의 문화  배

경이나 생활방식도 수용하고 존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 이웃 나아가 우리 사회에 해

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

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험 로그램은 새로운 사회환경에 

응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 습득 기

회를 제공한다. 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나

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혜택을 제공하

며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서 이 지역사회 문화공

간으로서의 극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체험 로그램의 용사례는 

남 남평도서 의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

문화체험’ 로그램, 남양주 진건도서 의 ‘옛

이야기를 통한 우리문화 체험반’, 삼척평생교육

정보 의 ‘다문화 가정 여성 - 한국 바로알기’, 

정도서 의 내국인 상 ‘어린이 다문화 체

험’ 로그램, 안산 산도서 의 ‘다문화 로

그램’, 천안시립 아우내도서 의 ‘단계별 다문

화가정 독서문화 로그램’, 양시립 앙도서

의 ‘외국인 도서  방문의 날’과 남 남평도

서 의 친화 로그램 ‘신생아 모빌 만들어주

기’ 등의 로그램이다.

4.2.4 연계․혼합 로그램

이주자를 한 사회통합정책은 재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 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

부, 교육인 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7개 앙부

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단체 등 민

간단체에서 개별 으로 수행되고 있어 부처간 

긴 한 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앙부처와 각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회통합지원 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조기정착  사회구성원으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 인 통합 로그램의 

개발 역시 시 한 실정이다.

다문화 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노력

과 지원  력을 요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재 기의 도서  다문화 서비스를 비하는 

단계에서는 도서 의 고유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아울러 지역의 문 자원과 연 하고 

력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지역 공동체 문화자

원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 단계

에서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청주기 의 도서 의 ‘세계로 가는 도서 ’ 

로그램이나 구 서부시립도서 의 ‘다문화가

정을 한 찾아가는 북스타트’  ‘다문화가정

을 한 책이랑 놀아요’ 로그램의 경우는 무

엇보다 기존 도서 에서 성공 으로 운 하던 

로그램에 힘입어 다문화 서비스를 계획할 때 

이것이 도서 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다

문화 자원도 개발하고 지역의 타 기 과의 연

와 력 한 이끌어 내는 일석 삼조의 효과

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한 경기도 가평도서

의 ‘사랑의 한울타리’ 로그램의 경우는 지

역의 타 기 과 연계를 통해 결혼여성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내국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로그램으로 개발되어 가족간의 소통과 통합

을 꾀하 다. 

4.2.5 내국인을 한 로그램

다문화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문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든지 문화권 보장의 차원

에서 다민족 고유문화 보존 욕구를 존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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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패

러다임의 환에 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물리  차원만이 아니

라 특정 인구집단을 통해 되는 문화  가

치나 삶의 양식에 해 토착민 집단이 어떻게 

계맺음을 할 것인가에 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한 태도와 인식에 

한 연구는 다문화  용성에 한 사회  

가치 의 차원이 아닌 아직까지는 사회  약자

로 인식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에 한 ‘일반

 선의의 표 ’ 수 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

한다(황정미 2007). 양애경․이선주(2007)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이주결혼

여성에 한 시 한 책에 있어서도 언어교육 

다음으로 남편  가족교육을 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실시된 ‘지구  딸들의 문화

사랑방 로그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로그

램 진행시 가장 건이 되었던 것은 지역 내의 

결혼이주여성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으며 

로그램에 참가할 여성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투여된 노력이 체과정 에 매우 큰 비 을 

차지하 다고 한다. 이는 단지 결혼이주여성들

만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이

해와 조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한 지방문화원의 장 방문평가에 

보면 “집밖에도 나오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나오는 발 을 보이고, 

부 응과 스트 스로 인해 거의 말을 하지 않

던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참여하는 등 그 

변화가 에 크게 보일만큼 로그램의 효과가 

좋았고, 무엇보다 여성 한 사람이 아닌 가능한 

가족 모두를 참여시켜 교육시킴으로서 실질  

변화가 가능하게 했다는 ”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

의 내국인 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남편이나 

그 가족이 우선 상이며, 한 그 2세들이 유

치원 혹은 등학교에 취학했을 때 내국인 친

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따라서 취학 내국인 어린이  청소년을 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를 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사례로 부평 기 의 도서 의 ‘그

림책으로 세계친구와 만나요’라는 로그램이 

있다. 학생 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국제이

해교육을 한 통합 독서토론논술’ 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김민정(2007)의 연구에서 소개된 

독서를 통한 다문화이해교육이다. 이는 성인들

에게도 충분히 용할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이 겪는 다름과 차별에서 오는 심리정서 인 

문제 해결을 해 독서치료 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을 한 독서치료 로그

램은 유아  등 학년을 상으로 ‘왼발 오

른발의 아름다운 성장’이라는 로그램명으로 

본 연구 에서 개발하 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정서  문제와 정체성 혼란에 

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내국인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이다. 

5. 결론  제언

5.1 요약  결론

우리나라는 반만년 넘는 역사와 단일민족으



1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 2009

로서의 자부심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남다르지

만 다문화는 이제  세계 인 문화양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즉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으

로 각각 출발 과 처해진 실은 다르지만 다문

화는  지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공통 으로 문화 공존의 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UNESCO

와 OECD에서도 우리나라를 다문화국가로 인

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인종, 민

족, 언어, 문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

문화 인 이 없는 우리사회의 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과 문화공존의 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다문화에 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

육 부에서는 2007년 11월에 다문화정책

을 신설하고,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창조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비  아래 12개의 추

진과제를 설정하 으며,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기반조성을 하여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다

문화사회 문화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법률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 다. 이것은 

다문화에 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 비록 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배제주의에 속

해있다고 하여도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에 입각

한 방향으로 나갈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

다. 따라서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다원주의에 속한 국가들의 도서  서비

스를 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형별 로그램 용 

사례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로그램 유형

을 자료서비스, 육아  교육 로그램, 문화  

체험 로그램, 연계  혼합 로그램, 내국인 

로그램의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하 다. 자

료서비스에서는 다문화가정을 한 장서개발 

기 과 이에 근거한 다문화도서목록을 제시하

으며, 콘텐츠 구축을 하여 도서  다문화

자료의 입수문제를 살펴보았다. 한 우리나라

에 많은 이주민국가를 상으로 하여 각국의 

래동화나 유아를 한 동화 등을 다국어로 

번역한 여러 형태의 자료개발을 하도록 하 으

며, 이들 자료를 입수하기 하여 각국의 도서

회나 국립도서 의 조를 얻도록 제안하

다. 이들 로그램의 사례로는 안산 산도

서 의 ‘다문화자료실’ 운 , 양시립 앙도서

의 ‘외국어자료 코 ’ 운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 로그램  책자개발’ 등이 있다. 

둘째,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언어 미숙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문제, 

이주민여성의 언어교육, 이주민의 한국사회의 

정착을 돕기 한 로그램으로 육아 로그램, 

교육  문해 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이들 

로그램의 사례로서 청주기 의 도서 에서 실

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한 도서 기반의 

책을 매개로 한 사회  육아’, 김해도서 의 ‘동

화구연 로그램’, 주시 도서 의 ‘다문화가정 

한   우리문화체험교실’, 구두류도서 의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도우미’, 행신어린이도서

의 ‘결혼이민여성을 한 자녀독서지도교실’ 

등이 있다. 

셋째, 다문화사회에서 자국의 문화뿐만 아니

라 타국의 문화도 소 히 여기고 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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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

성시킬 수 있다는데 목표를 둔 문화  체험

로그램이 있다. 사례로는 남 남평도서 의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문화 체험’, 남양주 진

건도서 의 ‘옛이야기를 통한 우리문화 체험

반’, 삼척평생교육정보 의 ‘다문화가정여성 - 

한국바로알기’ 등이 있다. 

넷째, 도서 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는 기 에 해 조사를 철 히 

한 연후에 타 기 과 연계하여 다문화 서비스

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지 않으면 복된 

서비스로 인한 산 낭비, 인력 낭비는 물론 도

서 에 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서비스의 효

율성도 떨어질 것이다. 이를 한 연계  혼합

로그램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로그램 사

례로 청주기 의 도서 에서 충북이주여성인

권센터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세계로 가는 도

서 ’, 구서부제일종합사회복지  내 결혼이

민자가족지원센터와 구서부시립도서 의 연

계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을 한 찾아가는 

북스타트’, 군청 주민복지과  각 읍면자치센

터와 연계하여 운 하는 가평군립도서 의 ‘사

랑의 한울타리’ 등이 있다. 

다섯째, 특정 인구집단을 통해 되는 문

화  가치나 삶의 양식에 해 토착민 집단이 

어떻게 계맺음을 할 것인가에 한 문제는 

다문화사회의 성공  정착을 해 매우 요한 

문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과의 이나 

친분 계를 통해 부정  고정 념이 낮아지므

로 상 집단에 한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인

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내국인

에 한 다문화교육 로그램이 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로그램의 사례로는 부평기

의 도서 에서 하는 ‘책놀이 로그램’, 김민

정의 연구에서 소개된 독서를 통한 다문화이해

교육, 이주민과 내국인 모두에게 용할 수 있

는 독서치료 로그램 등이 있다. 

5.2 제언

우리사회는 이제 배제, 동화를 넘어 다문화 

‘공존’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제 다문화사

회 정책은 여러 문화권부터 유입된 이주민들의 

문화를 존 하는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

하고 이주한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사회 시

스템에 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

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회의 활력과 창

조  문화를 발 시킬 수 있는  다른 사회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

야 할 것이다. 이에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는 

이주민들의 정착 로그램의 기본 인 라로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 인식되어야 한다. 도서 은 선진 다문화 사

회의 보편  도서  서비스 체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다문화 상을 악하여 지

역별 특성에 맞게 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 까지 우리 도서 에서는 도서  

자체  인 라가 제 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부 도서 들의 선도 인 노력으로 도

서  다문화 서비스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상

태이다. 그런 만큼 아직은 유네스코의 정신에 

따라 구에게나 공평하게 도서  서비스가 제

공되기에는 우리나라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수 이 여러 측면에서 미비하다. 이에 따라 우

선 기본 인 라부터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도서  다문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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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개발을 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단계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요구

를 면 히 악하여 다문화가정 유형별로 그에 

맞는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교육의 사각지 에 속해 

있고, 학교이탈 상이 심각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새터민가정의 자녀를 해서 도서 의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로그램을 제공하

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

한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로그램의 극  

상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와 여성이주민으

로 하 으며, 외국인근로자 가정과 새터민가정

은 원칙 으로는 도서 의 서비스 상으로 하

되, 극  상에서는 제외하 다.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가정과 새터민가정에 한 도서

에서의 다문화서비스는 필요성이 떨어진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새터민가정은 우선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만큼 심각한 언어 인 문

제가 없고,  실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더

라도 북한 책을 구하거나 소장하기가 쉽지 않

은 상황에서 과연 제 로 된 서비스를 개발하

고 제공할 수 있을지에 한 의문이 들었기 때

문이다. 더욱이 탈북주민의 경우에는 일차 으

로 정치  는 행정 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기본 인 소양을 갖추

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극 으

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

서 도서 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

이 보다 더 하고 효과 인 방법일 수도 있

다. 외국인근로자가정도 구정착이라기보다

는 일정기간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본 연구에

서는 우선  상에서 제외하 지만 이들에 

한 도서 서비스의 문제는 상그룹의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구정착을 목 으로 한 이주민들 

 이주기간이 5년 이상 되고 학교에 입학한 자

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한 도서  서비스 

로그램도 구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 기에는 한국어교육

을 필요로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

게 되면 그 부모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도서  

서비스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들에 한 도서  서비스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

고, 자녀들의 학교수업과 자발  학습을 도와

주고, 사회 응과 정체성 확립을 도와  수 있

는 평생교육 차원의 서비스로 다각 인 에

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의 낭비를 막고, 업무와 로그램

의 효율성을 해 타 다문화지원기 과의 연계 

 력 로그램을 극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련 기  종사자 혹은 이주민, 내

국인에게조차 도서 이 다문화 서비스 기 이

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다문화 서비스를 비

하는 과정에서 도서 에서는 지역의 다문화가

정지원 기 을 조사하고 이들과 극 인 력

을 통해 다문화 서비스 혜택이 이주민들에게 

보다 실질 으로 주어지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각 기 별 행사나 교육을 실시할 때 타기 의 

조를 얻어 도서  이용이나 로그램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정례화 시키는 

것도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도서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산 

복 투자를 방지하기 해 도서  다문화 서

비스 인 라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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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 황에서 살펴보

았듯이 다문화 서비스 인력․ 산․자료․시

설 등 모든 자원이 미비한 가운데 다문화담당

사서의 업무과다가 문제 으로 지 되었다. 이

를 해 우선 다문화 서비스 인력으로 사서의 

확충, 사서 재교육, 강사교육, 이주민의 활용, 

자원활동가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서비스를 해 자료개발과 장서구축을 

한 산을 책정해야 한다. 다문화 자료는 우

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이주민의 국 을 조사

하여 이들 국가의 언어를 상으로 이 언어

(한국어와 이주민의 모국어)로 자료가 개발되

어야 하고, 의사소통 증진을 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고른 발달을 한 시청각  동

상 등 다매체 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 복

본 구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의 근 을 

높이기 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 

이주민의 도서  방문이나 도서 의 다문화가

정 방문서비스를 하여 교통지원시스템도 지

역사회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별 단  도서 에서 서비스와 로

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이를 한 인 라 

조성은 단 도서 에서 구축하기 역부족이다. 

이를 해 지역의 도서 들이 연합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한 개발 (task force)을 구성하여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합한 장서개발, 지역 

력 로그램개발, 교육․문화 로그램 개발, 

온라인 정보서비스 개발 등을 해야 한다. 한 

다문화 자료의 분류와 목록시스템 개발이나 디

지털 콘텐츠 개발은 국립 앙도서 이나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  등 국가 단  도서 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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