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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글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용 코스웨어 개발과 이의 구현을 위한 ‘e-사회문화지도
(e-ASC)’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관과 태도의 수용 
및 사회적 기여 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교육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 전자문화지도는 3차원의 공간을 통해 이주민과 
내국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전
자문화지도를 활용하여 이 글에서 제안하고 있는 ‘e-사회문화지도’는 다문화인구의 맥락적 경험에 근거한 특정 사건
을 중심으로 모국에서 경험한 맥락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해 이주사회에 적응을 위한 능동적인 학
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e-사회문화지도’는 이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용 툴로 활용될 것은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 맥락적으로 습득한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전달하고 그
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교육, 결혼이주여성, 전자지도, 전자문화지도, 전자사회문화지도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on an ‘e-Atlas of Society & Culture(e-ASC)’, to develop and implement educational 
coursewar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adapt Korean society.  The ‘e-ASC’ can help cultural adaptation, such as 
the understanding of Korean people's common values and behaviors and can likewise provide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E-cultural map is a useful tool for providing 
educational experiences and sharing a sociocultural homogeneity, using three dimensional space, for both immigrants and 
residents. The ‘e-Atlas of Society & Culture’, suggested in this paper, using the notion of an E-cultural map, has a 
strong point. That is to say, the immigrants have contextual limitations about Korea and Korean culture, caused by some 
particular events in their motherland. This atlas provides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is contextual limitations and to 
help understand and adapt to Korean society for these immigrants. This ‘e-Atlas of Society & Culture’ can be an 
efficient educational tool for immigrants and can help marriage immigrant women understand and adapt Korean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They might have contextual limitations about these phenomena in their motherland.  

Key Words : multiculture, multicultural education, marriage immigrant women, digital map, e-cultural map, 
              e-Atlas of Society & Culture(e-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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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 도래에 비한 다양한 

논의가 시도되어 왔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사회 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정  측면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 두에 따른 부정  

측면도 지 되고 있다[1]. 이러한 논란 속에 다문화교육

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사회 응 훈련은 물론 내국인

들의 타문화 수용 태도  문화  다양성에 한 이해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 특히, 결혼 이주민

들의 국내 정착을 한 문화  이해와 다문화가정 2세 자

녀들의 교육 평등성 제고를 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

다[2]. 다문화정책의 궁극 인 목표는 인간으로서의 동등

한 권리 확보라는 제 아래 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 등교육에서는 학생들

의 다문화 수용성에 을 두고 있으며1), 정부 차원의 

정책 역에서는 다문화인구의 국내 응에 주안 을 두

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놓고 교육 장

에서는 부분 인 오해를 낳고 있다. 이 은 결혼이주여

성들의 국내 응을 한 문화  응성에 심을 두고 

있으며, 다문화인구들의 사회 응을 한 교육용 코스

웨어(courseware) 개발과 이의 구 을 한 자지도 설

계에 을 두고 있다. 이를 해서는 선행 으로 다문

화 인구들의 국내 응을 한 내용 요소의 추출과 이를 

효과 으로 달하기 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를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와 효과 인 교수

법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으로 

설계하고 있다. 

먼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 응을 한 다문화교육

의 주요 내용 요소는 다섯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이주민

들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주지역에 한 ‘문화 

응’ 과 함께 이주민과 내국인 상호간의 수용 태도의 문제

이다. 둘째, 내국인들의 이주민을 하는 사회 구성원으

로서 ‘가치 과 태도의 수용’에 한 문제이다. 사회  지

에 한 태도, 종교  신념의 차이, 인종  편견 등과 

1) 중등교육 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세계화·지역화에 
대응하는 학습지도 방법으로 다문화적 관점의 접근을 시도
하였으며,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을 범교과학
습 주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3][4].

같은 요소들은 사회  거리감 형성에 향을 미치는 변

수로 악되기 때문이다. 셋째, 다문화 인구의 유입과 이

에 따른 활동은 우리 사회에 반에 일정한 ‘사회  기여’

를 제공할 것이라는 정  태도의 형성에 한 문제이

다. 실 으로는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확  

속에서 인구정책 차원의 정성을 수반하지만, 다문화인

구의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  경쟁의 확 로 인해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 주요 쟁 이다. 이는 사회

 거리감으로 확 되어 사회 불안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  인식과 함께 다문화인구들의 사회  기여 

제공이라는 사회  기 가 내포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

 다양성의 수용과 사회  다원성’에 한 이해이다. 다

문화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하 문화를 형성하여 우리 사

회의 문화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다름

(not wrong just different)의 가치가 허용되는 사회  다

양성이 필요하다. 이는 비교문화  의 용을 통한 

인류 보편  가치에 한 이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주민은 물론 내국인을 상으로 한 다문화교

육 장에서 타문화에 한 경험의 공유와 참여 기회의 

제공이다. 세계화의 진 에 따른 공간 개념의 확 는 

통 인 민족성 는 국가성을 탈피해 가고 있으며, 다양

한 매체를 통한 타문화에 한 직간 인 경험이 확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유사

한 경험의 공유를 통해 심리 인 이질감을 극복하는 기

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이

주민들의 응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내국인들의 타문화

에 한 직  경험과 학습을 통해 세계 의 확 라는 체

험 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특징 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다문화교육 요소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에 한 이해가 차별과 배제의 

모델이 아니라 기회 제공과 포용(inclusion) 이라는 가치

에 기여하고 있다는 기능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이 이주민들에 한 우리 

사회의 응을 강조하고 부 응에 한 배제(exclusion)

의 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과 내국인 사이

에 호혜  경험의 공유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 효과 인 교수법으로 이 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

자문화지도’의 활용이다. 자문화지도는 3차원의 공간

을 통해 이주민과 내국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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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유용하다. 아울러 ‘ 자문화지도’는 다문화인구

들이 모국에서 경험한 맥락  한계(contextual limits)를 

극복하고 비교문화  근(cross-cultural approach)을 

통해 이주사회에 응을 한 능동 인 학습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다. 

이 은 궁극 으로 자문화지도를 활용하여 특정 

사건(specific affair)을 심으로 한 ‘ 자 사회문화교육

지도(e-Atlas of Society & Culture, e-ASC)’를 구축하여 

다문화인구의 한국 사회 응에 필요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다문화인구의 

맥락  경험에 근거한 특정 사건을 비교문화  으로 

재구성한 ‘e-ASC’는 이주민들에게 효과 인 교육용 툴

(tool)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동시에 이러한 작업은 궁극

으로 다문화인구들이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객 으로 

악하고 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응 기제로 기능할 것으로 기 된다.

2. 전자문화지도의 개념과 선행연구의 

   검토 

2.1 전자문화지도의 개념

지도는 실사사진과는 달리 그래픽 인 요소들로 구성

되므로 실제 인 상들을 다양한 기호들로 변환하여 표

한다[5]. 자지도(Digital Map)는 통 인 종이지도

에 수록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컴퓨터나 웹상에 구 되

는 특징이 있다.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화 된 자지도는 공간  표 의 다양성과 제공되는 내

용을 풍부하게 수록할 수 있어 내용이 한정된 일반지도

에 비해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장 이 있다. 

일반 으로 자지도는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축 된 내용을 정보의 형태로 제공하는 GIS로도 구

되고 있으며 매우 범  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자문화지도는 기존의 지도를 디지털화

하여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지도의 형태에 문화

인 요소와 개념들을 결합한 것이다[6]. 김 (2004)은 

자문화지도를 “역사·문화 련 정보자원 상호간의 시·공

간  상호연계성을 자지도라는 시각  표 방법을 통

해 드러내는 방법”으로 시·공간 정보의 상호 계를 정보

기술(IT)을 이용하여 기능 으로 확장된 역사·문화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있다[6]. 이를 용하여 본고에서 

의미하는 자문화지도는 “공간  특성이 강한 기존의 

지도에 ‘ 자’ 매체를 활용하여 ‘문화’ 자원의 정보를 시

계열 으로 배열하고 스토리나 사건을 연계하여 ‘ 자지

도’라는 3차원 공간에 시각  표 을 결합한 문화정보 데

이터베이스”로 규정한다. 자문화지도는 다차원의 가상

공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복합 인 문화  요소들을 통합 으로 구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활용된 표 인 로는 조선시  

자문화지도 개발  응용 연구가 있으며 [Fig. 1]과 같은 

자 문화지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 하고 있

다[7].

Source : Reorganization of [5] p.93

[Fig. 1] Concept of an E-Cultural Map

2.2 국·내외 선행연구의 검토 

국외의 자문화지도에 한 표 인 구축 사례로는 

호주 시드니 학 Roland Fletcher 교수의 'Asias Map' 

로젝트가 있다. Asias Map은 몽골제국의 흥망사를 시

간·공간 축에 구 하 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몽골제

국의 토가 확장되고 다시 축소되는 역동 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5]. 국내의 자문화지도에 한 사례로는 

국사편찬 원회에서 제작하여 ECAI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TimeMap이 있다[8]. 이 TimeMap은 [Fig. 2]와 

같이 서기 0～1,000년까지의 역사 인 큰 사건에 따라 지

도상에서 국토의 면 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각

으로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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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8]

[Fig. 2] TimeMap of Korea Registered in ECAI

해당 TimeMap의 인터넷 주소에 속하게 되면 애니

메이션의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단에는 타임라인

을 표시하 고, 붉은 으로 역사 인 사건들을 표기하

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타임라인에는 표시된 사건

에 따라 변화되는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 다. 표 인 

사건들을 심으로 특정 사건의 시기에 따른 한국의 역

사와 국토의 변화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구축한 가장 표 인 자문화지도로는 조

선시  자문화지도 시스템이다[9]. 조선시  자문화

지도는 2002년부터 시행한 기 학문 과제로 조선시 의 

문화를 상으로 자지도를 개발하고 자문화지도 개

념을 응용하여 조선시 의 문화를 연구하도록 하 다. 

이 로젝트는 총 5년 동안 수행하 는데, 1기 로젝트 

기간에는 조선시 의 군· 별 행정구역을 기· 기·후

기로 나 어 복원하 고, 총 25개의 주제에 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 다. 2기 로젝트 기간에는 이

미 구축되었던 시스템의 고도화와 새로운 4개의 주제에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지도화를 수행하 다. 이 

로젝트는 국내의 자문화지도의 개발에 있어 목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하 고 [Fig. 3]과 같은 모습으로 서

비스되고 있다.

 Source : [9]

[Fig. 3] The main screen of the Chosun Dynasty 
e-cultural map system

조선시  자문화지도 이후에도 학술분야와 지식 서

비스로서의 연구도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강지훈

(2013)은 지 해지역 국가에 해 수행한 연구를 기 로 

자문화지도의 설계  구 에 한 구체 인 내용을 

소개하 다. 지 해 지역 국가의 계성에 한 각종 연

구결과를 자문화지도를 활용하여 시각 으로 표 하

고자 하 다[10].

자문화지도를 활용한 지식정보 제공 서비스도 연구

된 바 있다. 강지훈 등(2014)이 제안한 지식지도는 기존

의 자문화지도에 논문 등과 같은 학술 인 정보들을 

연계하여 표 함으로써 문지식을 통합 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 다[11]. 이 연구는 문 학술정보에 한 일

반인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시

청각 자료의 제공을 고려하여 정보 수요자 심의 지식

을 제공하고자 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보에 하여 이미 개발된 디지털 콘텐

츠 제공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료를 디지털화하려 

했다는 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오 라인에 존

재하는 좋은 자료를 자문화지도 형태의 지식정보시스

템으로 구 하기 해서는 단순하게 디지털화하는 수

을 넘어 문화  이슈에 한 다각 인 정보의 재구성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

계 을 극복하기 해 다문화교육을 한 ‘e-ASC’의 설

계 제작과 활용방안에 해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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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ss producing ‘e-ASC’ for education

3. 다문화교육을 위한 ‘전자 사회문화지도

   (e-ASC)’의 설계 

3.1 ‘e-ASC’의 제작 절차

‘e-ASC’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 맥락 으로 

습득한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 상에 한 이해를 바르

게 달하고 그들의 사회 응을 돕는데 목 이 있다. 이

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로의 응을 필요로 하는 결혼이

주여성에게 모국과 이주국의 문화  격차를 일 수 있

는 교육콘텐츠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한국사회

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기존의 구성원들과 차별 없는 

생활을 하기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e-ASC’의 제작과정은 일차 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과 이주국에 한 사회문화  정보를 수집· 분류·통합하

는 과정을 거쳐 사회문화 분류 체계를 구성한다. 그 다음 

기본 인 맵 시스템에 한 설계, 맵 이미지 좌표 설정, 

이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TimeMap을 이용하

여 구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다문

화교육을 한 ‘e-ASC’의 제작 차는 [Fig. 4]와 같다. 

이 논문에서는 총 6단계  2단계의 사회문화 분류체

계와 3단계의 맵 설계 과정  첫 번째 단계인 e-사회문

화지도 작성을 한 내용체계 설계를 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먼  자지도를 구 하기 에 지도에 표 할 사

회문화 련 정보를 분류·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e-사회

문화지도의 개념에 하여 모델링한 후 사회문화교육 요

소들을 추출하고, 분류체계를 설계한다. 

동시에 다문화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차원에서 보편

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해서 새비지와 암스트롱

(Savage & Armstrong)이 제시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의 다섯 가지 강조 을 참조하고 있다[12][13].  새비지와 

암스트롱이 주장한 세계화 교육의 요소는 ① 한 문화를 

심층 으로 학습하는 단일문화의 학습(mono-cultural 

emphasis),  ② 가치·태도와 같은 다른 사회 구성원의 개

인 ·사회  경험(experience emphasis), ③ 기여도 학습

(contributions emphasis), ④ 문화상 주의에 근거한 간

문화  학습(intercultural emphasis). ⑤ 개인  경험에 

한 학습(personal emphasis)의 다섯 가지 요소를 주안

으로 두고 있다[12][13]. 

이상의 다섯 가지 요소들에 차례 로 ①~⑤의 번호를 

주고 모국과 이주국의 사회문화  한계를 극복하기 한 

향 요인간 상호 계를 정리하면 [Fig. 5]와 같다. 

[Fig. 5] A sociocultural correlation diagram 
between motherland and immigrant 
state based on the five emphase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avage 
& Armstrong)

지 까지의 논의에 기 하여 <Table 1>의 사회문화 

분류 체계를 작성하 다. <Table 1>의 사회문화 분류 체

계는 조선시  자문화지도와 아시아문화지도 분류체

계의 설계(안)[14]과 앞서 설명한 새비지와 암스트롱의 

세계 시민교육을 한 다섯 가지 요소들을 참조[12][13]

하여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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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ociocultural classification criteria 
for multicultural education

3.2 ‘e-ASC’의 구성 체계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의 사회  성장과정에서 모국

의 제도와 문화  념 체계에 근거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다. 사회화의 과

정에서 이미 형성된 맥락  인식의 틀을 이민사회에 편

입하고 새로운 가치체계로 응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해 ‘e-ASC’의 맵 설계에서 착안한 거

는 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 습득한 특정 사건이다. 이 특

정 사건은 이민여성이 속했던 모국과 우리나라와의 맥락

 연계가 이루어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특정 사건

을 의미한다. 를 들어 몽골출신 이주여성의 경우 13세

기 ‘원나라’와 ‘고려’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몽골이 오래

부터 역사 으로 연 되어져 있음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경우 맥락  연 성을 이해시키기 해 ‘기황후’

라는 특정 인물과 사건을 심으로 맥락  이해를 제시

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 때 

‘e-ASC’를 통해 학습한 결혼이주 여성들은 모국에서 경

험한 맥락  이해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회(이주국)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 이 있다. 물론 특정 

사건은 각기 서로 다른 공간구조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의 내용과 상황이 다름을 제로 하고 있다. 따

라서 [Fig. 6]과 같이 모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

주여성들을 한 자 사회문화지도의 맵 설계를 제시할 

수 있다.  

[Fig. 6] The basic concept modeling of e-ASC 
based on spiral contextual understanding

[Fig. 7]에서와 같이 상이한 사회문화 체계 내에서 특

정 사건(Specific Affair)을 바라보는 인식은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  맥락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 수 을 유지하

는 경향이 있다. 를 들어 1960년  베트남 쟁에서의 

한국군의 활동을 놓고 베트남 출신 여성과 한국 출신 남

성의 사이에는 맥락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Fig. 7] Externalization(objective facts) level 
         about special affair 

 

이로 인해 모국이라는 공간(Spatial axis I)에서 인식

한 특정 사건을 이주 후(Spatial axis Ⅱ)에도 견지할 경

우 이주국 사회의 응에 실패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결

혼이주여성들은 이미 자국의 형성한 맥락  이해의 한계

로 인하여 객  사실에 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맥락  인식에 한 차이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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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면 [Fig. 7]과 같다. 

따라서 맵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화 상을 분

류하고 주제에 따라 배열한 후 련 지식을 제공하는 코

스웨어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이주 이 부터 활용이 

가능하며, 여기에 연 된 시간 , 공간 , 주제별 지식을 

카테고리로 나 어 기본 인 내용들을 제공하고, 정보 

수용자의 심 주제에 맞는 자료에 한 지식정보를 제

공한다면 이주 후 공간에서도 일 성 있는 이해를 도모

할 것으로 기 된다. 그 구 과정을 설명하면 [Fig. 8]과 

같이 표 된다. 

[Fig. 8] Examples of map design
  

이와 같이 ‘e-ASC’는 다양한 주제에 맞는 지도를 작

성하고, 그것을 이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3차원으로 쌓

는 방식이다. 이 게 구성된 지도들은 왼쪽과 같이 각 주

제별 카테고리로 묶어 제공된다. ‘e-ASC’는 다양한 언어

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다양

한 이주의 형태를 가진 이주민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4. 전자문화지도와 지식정보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지식정보서비스는 기존의 다양한 정보에 한 디지털

화, 시각화 등을 뛰어넘는 요소인 지식정보에 한 이해

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데이터와 정보, 지식에 한 개

념을 단 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데이터는 인지

하고 있으나 정보수용자에게 평가되지 않은 자료들을 의

미하고, 정보는 정보수용자의 의도에 맞게 가동된 것을, 

지식은 이해라는 맥락에서 본 정보를 의미한다.

자문화지도를 구 할 때 물리  맥락은 측정 가능

하나 평가되지 않은 정보를, 사회  맥락은 사회구성원

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된 정의를, 문화  맥락은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나 신념을 의미한다. 물리  맥락

을 제외한 사회·문화  맥락은 모두 주 인 평가만이 

가능하다. 사회  맥락은 사람들과의 계에서 발생하고, 

문화  맥락은 특정 집단 자체에 한 맥락이라는 에

서 서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문화지도에 용될 문화

자원이 어떤 시간, 공간 인 치에 존재했느냐에 따라 

문화  맥락이 다양하게 나타난다[15]. 

심혜숙(1992)에 따르면 조선족의 이주 경로와 이주지

역은 한반도의 국경근처에 나타나고 있으며 국  양식

보다 한국  양식에 더 가까운 성향을 띠었다. 한 국경

근처의 조선족 마을은 국 공산주의의 평등사상보다는 

남성우월주의, 남아선호 사상  교육에 해 높은 가치

를 두고 있다[16]. 이는 시간 문화 맥락과 시간 지각 인 

측면에서 다  지향 임을 나타내고 있다. 치  문화 

맥락으로는 성별에 따라 사회  역할이 얼마나 명확하게 

나뉘는지에 한 문화  성향이 남성주의 인 것으로 보

여 진다. 따라서 ‘e-ASC’는 사실성이 요하나 지식정보

로서는 부 합할 수 있으므로 지식정보를 서비스하기 

해서는 이해의 맥락에서 문화자원에 한 정보설계가 반

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 에서 정보수용자에

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일반화하거나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콘텐츠 정보설계 시 많은 정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통

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요한 논 이다.  

‘e-ASC’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은 분류체

계를 제시하고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효율 인 다문화교육을 한 결혼이주여

성을 상으로 한 ‘e-ASC’의 구체 인 설계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e-ASC’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을 맞추어 

설계된 것이지만, 향후 지속 인 내용요소와 맵 설계의 

보완을 통해 다문화교육 반에 활용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정보제공 도구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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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활용해 내국인을 상으로 한 문화정보 제공에 

을 두고 있는 기존의 문화지도에 비해 방향의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을 목 으로 한 ‘e-ASC’의 제작과 활

용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입국  이주국에 한 

정보 제공과 이주 후 정체성 확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는 에서 더욱 가치 있는 작업이다. 둘째, 기존의 자지

도와 달리 획득된 정보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벗어나 

목 성을 가진 특화된 맞춤형 ‘ 자지도’라는 에서 다

양한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셋

째, ‘e-ASC’는 결혼이주 여성을 상으로 개발된 다문화 

교육용 코스웨어 이지만, 이의 확장성은 자국민들의 이

주민 문화에 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비교문화  

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 도구(tool)이라는 

에서 복합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다

문화 교육용 자문화지도인 “e-ASC‘의 개발  구축이 

필요하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한 자문화지도는 다양하고 복합

인 학문들의 결합으로 이 지는 연구 활동으로 이질 인 

학문간 문가들의 유기 인 업이 필요하며 다양한 융

합  근이 요구된다. ‘e-ASC’는 서로 다른 문화  요

소의 맥락  이해와 수용이라는 목  달성을 해 특정 

사건에 한 맥락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수용자가 원하는 지식과 언

어를 제공하는 지식정보 서비스 형태로 발 해야 한다. 

이에 한 실천과 활용은 후속 연구를 통해 확보될 것으

로 망된다.  

ACKNOWLEDGMENT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APS(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in Harbin, China, July 

16~18, 2014, and revised to a large extent.

REFERENCES

[1] Kim, Hyeong-Soo, “Configuration Strategies of the 

Multi-Cultual Policy Network in Korea, Northeast 

Asia Research, vol.25, no.2,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Studies at Chosun University, 

p.88, 2010. 

[2] Jung, Yung-Ae, Choi, Woogil, The Current Sitation 

and Tasks in the Information Literacy of Marriage 

Migrant Women,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13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pp.293～299, 2012.

[3]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guideline for 7th social studies 

curriculum, p.54, 1997.

[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planation book about middle school 

curriculum(I), p.225, 2007.

[5] Baek, Hyeon Gi, The Issues of Mind Humanities 

and the Electronic Cultural Atlas,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vol.49, p.90～93; 93, 

2011.

[6] Kim, Hyeon, Information Compilation Technology 

for the Electronic Cultural Atlas Databases, Human 

Contents, vol.4, Human Contents of Association, 

pp.65-77, 2004.

[7] Moon-Yong, Kim, A Study on development of 

Chosun Dynasty  and applied research in The 

Korean Cultural Research Center Korean Culture 

Research at Korea University, vol.8, p.276, 2003.

[8] http://ecai.org/Area/AreaTeamExamples/Korea/ 

Korea HistoryAnimation.html, searched date (2014. 

6. 21.)

[9]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IdxRoot.do 

searched date(2014. 6. 25)

[10] Ji-Hoon Kang, Sang-Ho Moon & Young-Jung Yu,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Culture 

Atlas for Oversea Region Research,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17, no.5, pp.1174-1180, 2013. 

[11] Ji-Hoon, Kang, Sang-Ho Moon, Research on 



A Method of Using Digital Map to Improve Multicultural Education Efficiency: A Design of ‘e-Atlas of Society and Cultur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Overcome Contextual Limit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1

Knowledge Map using Electronic Cultural Atla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18, no.6, 

pp.1381-1387, 2014. 

[12] Savage, Tom V. David G. Armstrong, Effective 

Teaching in Elementary Social Studies(6th 

Edition), 2007.

[13] Jeon, Sook-Ja, New Understanding on the Social 

Studies for Developing Higher-Thinking Skills, 

Kyoyookbook, pp. 253～254, 2006.

[14] Sang-Heon, Kim, Jung-Hun Son, A Study on 

Culture Classification System and Based 

Technology at Asian Culture Map, 173-203, 2008. 

[15] Kim, Dong-Hun, Kim, Sang-Hyeon, Moon, 

Hyun-Joo, A Study on Knowledge·Information 

Service with Electronic Culture Maps, HCI2009 

Conference, p.1317, 2009.

[16] Shim, Hyeo-Sook, A Study on Migration and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s 

Chinese in Yeanbian,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vol.4, pp.321～331, 1992.

정 영 애(Jung, Young-Ae)
․1995년 2월 : 호서 학교 이과 학 

자계산학(이학사)

․2000년 2월 : 호서 학교 학원 

자계산학과(이학 석사)

․2007년 2월 : 단국 학교 학원 컴

퓨터과학과(이학 박사)

․2009년 3월 ～ 재 : 선문 학교  

IT교육학부 조교수

․ 심분야 : 다문화교육  정책, 정보리터러시, 교수학습 모

델링, 빅데이터, 인공지능, 소 트웨어공학

․E-Mail : dr.youngae.jung@gmail.com

김형수(Kim, Hyeong-Soo)
․1995년 2월 : 단국 학교 정경 학 

행정학과(행정학사)

․1997년 2월 : 단국 학교 학원 행

정학과(행정학 석사)

․2004년 8월 : 단국 학교 학원 행

정학과(행정학 박사)

․2012년 3월 ～ 2014년 2월 : 단국

학교 행정법무 학원 조교수

․2014년 3월 ～ 재 : 단국 학교 사회과학 학 행정학과 조

교수

․ 심분야 : 공공조직 리, 문화행정  문화정책, 사회정책, 

정책공동체, 동북아문화공동체

․E-Mail : songmook@p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