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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20년 무렵 한국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CT)발전에 따른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문제와 함께, 100만 명
에 이르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도래에 적합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환경 아래에서의 한국 다문화
가족 관련 정보서비스가 확대 및 강화되는 미래전략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이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ICT에 기반을 둔 
데이터 서비스통합형의 개방된 플랫폼 전자정부 구축이 향후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제시
되었다.

주제어 : 다문화사회, 정보격차, 정보서비스, 플랫폼, 전자정부

Abstract  The 2020 Digital polarization in accordance with rapi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development arises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society of the time in S. Korea. And at that time of 
2020 S. Korea society due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of nearly one million people are expected to start 
full-scale multicultural society. So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ways to bridge the gap as the digital divide 
with a discussion of multicultural society policy relevant to advent of the era of the informatization. Also 
under changing environment of this new paradigm,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future strategic direction like 
expanded and enhanced information services relevant to multicultural families in S. Korea. So this study 
focused on the strategy consulting of multicultural society policy with e-Government of S. Korea by the 
application of ‘scenario planning’ as a foresight method. As a result, A desirable future vision of multicultural 
society policy with e-government in S. Korea is to build ‘open platform’ based on ICT-integrated data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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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에 련한 2020년 한국사회의 거 한 추세를 미래 

사회의 구조변화 측면에서 상해보면, 도시, 험, 격차, 

정부의 네 가지에서 근해 볼 수 있다. 도시의 경우는 

로벌 메가시티 경쟁의 확 부문, 험은 측 불가능

한 험의 증 문제, 격차에서는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

문제, 정부 측면에서는 개방형 정부로의 이 등이 논의

된다. 이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문제는 미래의 신기술 

등장과 서비스의 다양화  차별화로 인한 정보 근성

과 활용능력의 개인 간 혹은 상 간의 차이에서 오는 정

보와 지식격차의 심화가능성을 더욱 증 시킬 것으로 

상되며, 이는 새로운 서비스에 한 정보 근 격차와 함

께, 기존 서비스에 한 정보 활용 격차의 양 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부 부문은 미래의 경제사

회의 발 과 시민의식의 강화, IT기술의 발 에 따른 폐

쇄형 정부에서 개방형 정부로의 정책 패러다임 역시 

변할 것으로 상된다[1].

한편 한국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족 규모가 2008년 34만 명에서 2011년 55만 명으로 

증하면서 이제 2020년에는 다문화가족이 100만 명을 넘

을 것으로 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한국사

회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와의 공

존의식이 여 히 미흡한 수 이며,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의 경우는 부분 단순 노동자에 머물러 주로 

숙련, 임  직종에 종사하는 형편이다. 이에 해 한국

정부는 사회  이해 증진을 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재 정책 상이 결혼이민여성에 편 되어 있고, 부처

별 로그램 간의 연계는 약한 수 이다.

한 부분의 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한국 사회와의 

통합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는 언어소통여부이다[2]. 

사실상 낮은 언어능력 수 은 최근의 속한 IT기술의 

발 에 따른 기존 서비스에 한 정보 활용 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에 한 정보 근성과 

활용능력을 감소시켜, 결국 미래에 상되는 폐쇄형 정

부에서 개방형 정부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합하

지 않는 사회구성원을 양성시킬 가능성이 높다. 재 결

혼이민자 경우, 부분 단순 노동자인 이유로 낮은 임

으로 인한 열악한 작업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른 

생활수  역시 낮은데, 따라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의 하나가 바로 경제  능력인 

에서,  시 에서 이에 한 비가 필요하다. 곧 속한 

IT기술의 발 에 따른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

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격차가 소득격차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이유로, 이제 정보가 일종의 상품과 같은 

것으로 취 되어 그 활용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정보에 한 근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소득

을 통해 확 되는 부(Rich)의 순환과정과 역행하는 악순

환이 진행되어 결국 소득격차별 경제력 차이를 더욱 심

화시키는 우려가 있다[3]. 따라서 이상과 같이, 2020년이

면, 한국사회는 속한 정보통신기술(ICT)발 에 따른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문제  개방형 정부로의 이 측

면과, 100만 명에 이르는 본격 인 다문화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상되는 에서, 이러한 시 도래에 합한 정

보격차를 해소하는 다문화정책에 한 논의가  시 에

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Fig. 1]참조). 

본고는 다음에서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격차해소

를 한 합한 추진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미래지향

인 략을 시나리오 래닝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의 달성

을 한 향후 추진방향을 탐색한다.

(Retention of information in the 

future society is soon 'Rich')

Preparation of access to 

‘ICT open government’

→

N

2. Occurrence 

of the gap(Rich)

⤓Y ⤓Y

 1.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skills?

→

N

Vulnerable and 

marginalized people 

in society

⤓Y ⤓Y

Information gap between the 

community members(High or Low)?

→

N

Deepening of income 

inequality

(Crashed into 

poverty)

⤓Y ⤓Y

Success of social integration

(elimination of the digital divide)

→

N

Deepening of the 

digital divide

(Generation and 

increased social 

costs)

⤓Y ⤓Y

Minimizing the cost of 

a multicultural society

←

Y

Solving (Awareness 

of issues)

[Fig. 1] Framework of analysis(Y: yes,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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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사회와 정보격차

2.1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의 전개

재 한국의 다문화가족 등의 결혼이민자 규모를 살

펴  보면,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8년 34만 명 수 에서 2011년에는 약 55만 명

으로 60%로 증하 고, 결혼이민자는 같은 해 약 21만 

명에 도달하 으며, 자녀수에서도 2008년 6만 명에서 

2011년 15만 명으로 2.5배 증가하 다[4]. 한 다문화가

족은 2020년에는 2011년 기 의 55만 명에서 거의 두 배

인 약 98.6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총인구 비 비

은 2011년 기  1.1%에서 2020년에는 1.9%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5]. 

이에 한국정부는 다문화상황의 개에 응하기 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다문화정책

의 제도화를 꾀하 다. 먼  2006년도에 외국인정책 원

회를 설치하여 2008년도에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하 고, 2012년 12월에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 다. 한 2010년 5월에는 다문화가족정

책 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

획(2010~2012)’을 비하 으며, 2012년 12월에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하 다.

2.2 정보격차

정보격차는 ‘정보를 가진 자’와 ‘그 지 못한 자’사이의 

격차를 의미한다. 이에 해 OECD는 정보격차에서 지식

격차(knowledge divide)로 논의를 확 하고 있으며[6], 

이는 정보인 라구축을 한 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시각에서도 논의되고 있다[7]. 따라서 본고에서

는 최근의 IT기술의 속한 발 에 따른 정보화에 련

한 서비스에 한 근, 소유  활용과 같은 정보를 이

용하여 혜택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 그 지 못한 개인이

나 집단과의 차이에서 기인한 불평등으로 보는 에서 

여기서 논의되는 정보격차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근하고 있다.

한편 정보격차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의 하나는 소득

격차라는 경제  능력에서 오는 차이 때문이다. 통경

제와 달리 디지털경제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기존의 생산 

요소 외에 디지털격차라는 정보요소가 추가되어 정보격

차가 고착화되면 될수록 소득격차가 진 으로 확 되

는 통경제에 비해 이러한 소득격차가 더욱 격하게 

확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보격차에 있어서의 

발생의 원인과 유형의 복합성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  

보면, 경제  요인, 사회인구학  요인, 의식  요인들은 

매체 근성, 정보동원력, 정보의식에 연계되어 결국 

근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의 세 가지 격차 차원에서 정

보격차의 문제로 진행된다. 한 로, 정보화 기기가 체

으로 고가인 에서 이러한 경제  요인 측면에서는 

그 매체에 한 근성이 경제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근

격차문제), 경제  부담을 무릅쓰고 고가의 정보화 기기

를 소유하여도 그 활용능력이 없거나 낮을 경우 정보 동

원력에서 약화되며(활용격차문제), 나아가 정보에 한 

가치나 유해성을 스스로 인지하여 별하는 정보의식 측

면 역시 낮은 수 에 머물게 된다[8].

2.3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

<Table 1> Online services and status of the 
digital divide with immigrants 
married to Koreans

Classification and 

Content

Immigrants 

married to 

Koreans(%, 

Compared to 

general population)

Remark 

or note

Access 
87.5

100% assuming of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general 

public(Korean)

Competency 55.7 Same as above

Utilization 

(quantitative / 

qualitative)

60.0(66.7/43.1) Same as above

generalization 71.4 Same as above

<Table 1>은 온라인서비스 련 결혼이민자 정보격

차 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일반국민의 정

보화수 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비 근부문

(필요시 근가능성, 정보기기보유정도, 컴퓨터인터넷성

능)은 87.5%, 역량부문(컴퓨터  인터넷 사용능력)은 

55.7%, 활용부문(양 부문은 컴퓨터 인터넷 이용률  

사용시간, 질 부문은 일상생활도움정도  권장용도이

용정도)은 60%에 불과하며 종합 으로 71.4%수 이다. 

특히 직 으로 정부제공의 온라인서비스에 련되는 

정책건의  민원제기능력 측면은 51.7%, 자정부이용

능력은 50.9%에 불과한데, 이러한 이유로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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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인터넷 심화 이용능력은 반을 조  넘는 수 인 

60.5%에 불과하다[9]. 

2.4 다문화사회의 정보격차해소 필요성

이상에서 논의한 정보격차에 해 그 해소의 필요성

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본고가 한국의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정책에 있어서의 정보격차 문제를 

다루는 에서, 범 를 좁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서 다루고 있다.

첫째, 정보격차가 심화되면 정치  불평등 구조가 심

화되고 사회통합이 해된다는 이다. 정보민주주의란 

것이 공공정보의 공개와 같은 정보화 실 을 통해 국

민 근성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국민 

구나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에서, 사실상 

IT기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치과정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정보

사회에서의 자민주주의의 구 이라 할 수 있고[10], 따

라서 정보통신기술에 근하기가 상 으로 어렵거나 

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치 , 사회 으로 참여가 힘

들거나 차 사회 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다는 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격차는 경제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 곧 경

제  불평등이 교육이나 문화 불평등으로 확 되어 이러

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곧 정

보통신기술의 혜택에서 배제된 집단이나 사람들은 혜택

을 리는 사람이나 집단들에 비해 경제  부를 쌓는 것

이 더욱 힘들어지거나 멀어지게 되어, 교육과 문화의 불

평등으로까지 개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는 

차 커지기 때문이다([Fig. 1]참조).

3. 정보통신기술동향과 한국에서의 

   다문화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

3.1 미래 스마트 사회와 정보통신기술동향

최근의 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 은 지능화된 미래

사회 실 과 함께, 잠재  험 응 등에 한 문제 해결

수단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에 지고갈, 성장 등의 안 문제 응에 있어 인간 

심의 서비스 강화가 요시되면서 이제 사회 인 라의 

지능화, 융합화, 모바일화 등이 더욱 요구되었고, 정보통

신기술은 이를 실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11]. 한 미

래의 지식정보사회인 스마트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융

복합되어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여 연결성을 실

하는 ‘사물 간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활성화되는

데, 자동  연계와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식  개인화의 

지능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미래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

물 간 연결의 미래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한 인터넷 

체가 하나의 지능  컴퓨터로서 서로 다른 서비스 네

트워크들로 구성되어 시장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 지향

형의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즉 융복합된 정보통신기술 

 련 기기의 사용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어 상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강화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 간의 극 인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게 

된다[12].

결국 시민 스스로가 정보에 한 생산자와 소비자 역

할을 동시에 하는 미래 스마트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재보다 더욱 격히 발 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그

런 에서 ‘정보를 가진 자’와 ‘그 지 못한 자’인 정보소

외층 간의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방향 소통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로 발 할 것으로 망된다.

3.2 관련 연구 및 한국에서의 다문화정보서비

스 제공 현황

한국의 다문화정보(온라인)서비스 련하여 먼  다

문화가족지원정책의 경우, 앙행정기 별로 각각의 기

능을 고려하여 개별 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직간 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책에 

한 심의와 조정, 력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13]. 한 재 정보통신기술은 격하게 발 하

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다른 구성원에 비해 다문화가족

의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되면, 사회부 응 집단이나 개

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의 정보

통신기술에 합한 력네트워크 등과 같은 다문화가족

에 한 정보정책탐색은 그러한 에서 요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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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선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의 효율성 문제, 둘째, 센터

의 일률  분산 배치의 문제, 셋째, 일률  산 배정  

사업 획일성의 문제,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 변

화에 따른 센터 기능 재조정 문제가 주로 지 되고 있다

[15]. 

특히 한국의 다문화가족과 온라인 서비스에 한 향

후 추진방향으로는 아래처럼 제기되고 있다. 곧 한국의 

다문화가족과 서비스에 한 향후 추진방향에 해, 먼

 근성이 확 되도록 온오 라인(on/off-line)종합정

보 제공시스템 마련을 통해, 국내외, 정부기  간, 민  

상호 간에 일 된 서비스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주 상인 에서 그 상

을 확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효율  배치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추이변화에 

합한 장기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다문화가족에 한 다양한 서비스의 효율  제공이 

가능하도록  국민을 상으로 한 다문화인식개선노력

을 진행하고, 앙  간 달체계인 국다문화가족

지원단에 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계  

지원강화를 해 지원서비스평가에 있어서 앙정부차

원에서 가능하도록 하며, 정 산을 배정하고 문인력

의 충분한 확보가 요구된다[16]. 

4.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정보격차 

   해소 전략설정

다음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정보통신기술동향과 함

께하는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족 련 정보서비스 제공 

황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다문화가족 

련 정보격차해소를 한 그 략으로서 미래 측방법론

인 시나리오 래닝 기법을 활용하여 다문화 정보서비스 

제공을 한 자정부 구축모델을 탐색한다.

4.1 시나리오플래닝의 개념과 의미

시나리오 래닝은 정보통신기술정책수립에 범 하

게 사용되는 방법론이며,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차 시

나리오방법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정책수립방안에 

한 연구가 진 되고 있다[1]. 한 시나리오 래닝은  미

래의 불확실성을 제한 으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

법론으로서, 재에서 미래까지의 미래 이슈 진행과정을 

서술하는 스토리를 말한다. 따라서 시나리오 래닝은 통

계  측도 아니고 단일한 측도 아니지만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며, 시나리오 래닝은 미래가 어떤 모습

일지에 한 정합성 있는 견해이다[10][12][17][18] 

[19][20].

Analysis of issues

/ Scenario set

⤓
Set the desired vision

(preferred future)

⤓
Strategic Direction with implementation 

of S. Korea's multicultural policy

⤓
Derived 'plan' for implementation with Strategy

[Fig. 2] Scenario Planning in Korea with the 
multicultural policy process of setting 
strategic direction, bridging the digital 
divide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측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나리오 래닝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 련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격한 발 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의 략방향 설정에 한 미래상을 도출한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나리오 래닝 방법론에 따라 

[Fig. 2]의 순서로 한국 다문화정책 련 미래상을 도출

하고, 향후 정보격차해소를 한 략을 도출한다. 략

의 방향성 탐색을 한 가장 합한 방법은 역시 시나리

오에 기반을 둔 략설정이기 때문이다[17].

4.2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문화정보서비스 제공의 미래상과 

주요 이슈 선정

다가오는 정보통신기술의 격한 발 에 따른 스마트

사회에서 재 정보소외층의 우려가 있는 다문화가족에 

있어, 미래에 상되는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이

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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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dvantages of 

multicultural information 

service

▶ Future Direction ▶
Four kinds 

of key issues

1. operating inefficiency 

matter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Beyond current Circumstanc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policies for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at the level of the main targets to limit future 

growth

▶
1. Expansion of 

   accessibility

▶ ▶   

▶

Online and offline ICT system as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providing consistent information with Abroad and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ublic-private interaction divisions

▶

▶ ▶

2. Current one-way 

service with the lack of 

direct involvement of the 

target group

▶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challenges with changing current 

trend of Multicultural Families
▶

2. Expansion of two- 

way communication

▶ ▶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uch as ensuring adequate or effective 

deployment
▶  

▶ ▶

3. the prevention of 

current flat-rate services 

ignoring the diversit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group

▶
legally, financially stable foundation for the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group, such as Central and mid-delivery system
▶

3. Providing a variety 

  of services

▶ ▶  

▶
Efforts at the national level of all the people dimension to improve awareness 

with Multicultural families
▶   

▶ ▶

4.re-issuing features and 

functions with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
Evaluating and adjustm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about current contents 

with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

4. strengthen to 

  systematic support

   

[Fig. 3] Key issues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 with S. Korea's future multicultural policies

따라서 이를 한 미래 측형 시나리오 래닝을 해

서는 안에 한 이슈도출, 그 이슈에 한 분석, 이를 

통한 심축 설정은 필수 이다[18][19].

[Fig. 3]은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격한 발 에 

합한 다문화가족의 정보격차해소책 마련을 한 정보공

개  활용 그리고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에서- 

앞에서 논의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련 문제

에서 도출된 향후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정보

격차 해소를 한 주요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도출된 주요 이슈는 다음의 네 가지다. 첫째, 근성 

확 , 둘째, 방향 소통확 , 셋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 

넷째, 체계  지원 강화이다. 각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먼  근성 확 는 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

으로 지 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의 효

율성 문제에 련된다. 곧 재의 한국의 다문화가족지

원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주 상으로 제한하는 

수 에 머문 이유로 다양한 련자들의 근이 어렵고 

비용투자 비 그 효과는 은 편이다. 따라서 련 참여

자를 극 화하는 시 지(synergy) 효과를 창출하기 해

서라도 국내외와 앙정부  지자체, 민  상호가 일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오 라인(on/off-line) 종합

정보 제공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 그런 에서, 근성 

확 가 요구된다. 둘째, 방향 소통확 의 마련이다. 이

는 재 다문화시책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주로 

외국인의 소극  조를 제로 제공되고 있고 극 으

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된 채 제

공되고 잇는 서비스의 문제 으로부터 도출한 방안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참여를 제로 하는 장기 과제를 개

발하고 추진하는 것에 해당된다. 셋째,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 일

률  산 배정  사업 획일성의 문제에 련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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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민을 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한 노력의 

진행 아래에서 다문화가족에 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앙  간 달체계인 국다

문화가족지원단에 한 법 /재정 인 안정  기반 마련

에 한 지원도 한 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  

지원 강화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환경변화에 따른 센

터 기능의 재조정 문제에 련되는 것으로 행 다문화

가족 지원서비스 내용을 앙정부 차원에서 평가하고 조

정하여 보다 체계 으로 다문화가족에 한 지원을 강화

하는 것이다. [Fig. 4]는 도출된 네 가지 주요 이슈인 

근성 확 , 방향 소통확 ,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계  

지원 강화를 달성하기 한 시나리오 래닝을 통한 한국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한 것으

로 각각 세로축을 다문화서비스 근성 확 ( 근성 확

와 방향 소통 련)와, 가로축을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역량(다양한 서비스제공과 체계  지원 

련) 강화의 두 개의 축으로 분리한 것이다. 곧 [Fig. 4]처

럼, 다문화서비스 근성 확 부문과 다문화가족지원정

책 추진역량강화 부문으로 2×2 Matrix를 그려서 바람직

한 미래상을 설정하며, 미래 측의 시간축은 한국에 있

어 다문화가족의 본격 인 100만 명 시 가 상되는 

‘2020년 단기’로 설정하 다.

이러한 시나리오 래닝을 통하여 한국정부가 지향하

여야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미래상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미래상은 최근의 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한 목 에서 근성 확 와 방향 소통 

련해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근성이 확 되어야하

며,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체계  지원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련 추진역량이 강화되는 

차원 아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도출된 주요 이슈인 

‘ 근성 확 ’, ‘ 방향 소통확 ’,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계  지원 강화’의 달성이 추진할 미래상이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 도출로직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미

래방향(preferred future)인 시나리오1을 도출하 다. 시

나리오1 개(writing)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1(바람직한 미래상): 2020년 한국의 다문화가

족지원정책은 성공 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의 다문화

가족의 정보격차 수 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집단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데, 덕분에 정보격차심화에 따른 정

치  불평등이나 사회통합의 해우려는 완 히 해소되

었다. 2020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있어 정보민

주주의는 더욱 강화되어 정보는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으

며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다문

화가족은 ICT등의 정보통신기술에 용이하게 근하여 

정치과정에 주도 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해 경제  불평등, 교육  문화 불평등도 해소

되어 다시 정보격차의 불평등으로 환되는 악순환의 고

리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정

보격차가 최소화되어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집단에 비

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경제  부를 쌓는 것 역시 차별받지 않고 있다. 

2020년 재의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2010년  반의 한

국사회에서 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은 상태를 벗어나 산

층으로 진입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상호소통형의 융화에 

성공 으로 진입하여 한국사회는 반 으로 다문화포

용의 수 이 향상되고, 사회갈등이 최소화되어 사회통합

이 달성되면서 세계 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곧 한국

정부는 2010년  반부터 한국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미래상으로 ‘ 근성 확 ’, ‘ 방향 소통확 ’, ‘다양한 서

비스 제공’, ‘체계  지원 강화’의 달성을 들고, 이를 극

으로 추진하 는데, 그 결과 당시 장에서 다문화가

족지원정책을 담당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 으

로 제기되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의 효율성 문제, 

센터의 일률  분산 배치의 문제, 일률  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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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획일성의 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변화에 따

른 센터 기능 재조정 문제 등을 완 히 해결하 으며, 

련 다문화가족과 서비스에 한 추진방향 역시 재 확

실히 달성하 다. 

이와 조 인 최악의 시나리오(worst case scenario) 

4 개(Writing)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4(최악의 상황): 2020년 한국의 다문화가족지

원정책은 완 히 실패하 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정보

격차 수 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집단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덕분에 정보격차심화에 따른 정치

 불평등이나 사회통합이 해되어 사회갈등과 불만은 

폭발진 에 이르 다. 2020년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가

족에 있어 정보민주주의는 완 히 실패하여 정보는 공정

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에서 완 히 소외되게 

하 다. 이제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ICT등의 정보통신기

술에 용이하게 근하여 정치과정에 주도 으로 참여하

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한 경제  불

평등, 교육  문화 불평등도 해소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

제 들이 다시 정보격차의 불평등으로 환되는 악순환

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정보격

차가 최 화되어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집단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에서 확실히 배제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경제  부를 쌓는 것 역시 차별받고 있다. 2020년 

재의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2010년  반의 한국사회

에서 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은 상태를 여 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심화되어 사회최하 층으로 

락하여 지역사회에서도 갈등과 소외의 상이 되고 있

으며 이제 한국사회는 반 으로 다문화포용에 완 히 

실패하여 사회  비용이 증가하는 등 세계 인 실패사례

가 되고 있다. 곧 한국정부는 2010년  반부터 한국 다

문화가족지원정책에 있어서의 제 로 된 미래상을 설정

하고 이를 극 으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 당시 

장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담당했던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문제 으로 제기되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의 효율성 문제, 센터의 일률  분산 배치의 문제, 일

률  산 배정  사업 획일성의 문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환경변화에 따른 센터 기능 재조정 문제 등의 해결

에도 완 히 실패하 으며, 련 다문화가족과 서비스에 

한 추진 역시 재 확실히 실패하 다.  

별다른 정책  개입이 없이 재의 상황으로만 유지

되는 일상  상황(Business as usual Scenario)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3(일상  상황): 2020년 한국정부의 다문화가

족지원정책은 한국정부보다 앞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추진하 던 다른 모범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

에 머물러있다. 사실상 한국 정부는 2010년  반부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있어서 당시 장에서 다문화가

족지원정책을 담당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 으

로 제기되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의 효율성 문제, 

센터의 일률  분산 배치의 문제, 일률  산 배정  사

업 획일성의 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변화에 따른 

센터 기능 재조정 문제 등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당시에 제기되었던 다문화가족과 서비스에 한 추진

방향을 이미 인식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를 제

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합당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2020년 재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융화

는 말할 것도 없이 여 히 다문화가족을 사회에 동화시키

려는데 한 수 이며 정보격차 역시 조 씩 향상되고

는 있으나 그 다고 만족할만한 수 도 아니다. 한 한

국정부는 사회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한 지원

을 하고는 있으나 제 로 된 방향 근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통불통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제 한국의 다문

화가족은 다수가 여 히 사회의 소득층에 머물러 있다. 

4.3 한국 다문화정책 관련 정보서비스제공에 

있어 전자정부 구축방향

한국정부의 이상과 같은 바람직한 미래상인 시나리오 

1을 달성하기 한 주요한 략은 다음과 같다. 곧 정보

통신기술에 한 근과 활용이 강화되어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여 방향  근이 강화되는 다문화가족에 한 

온라인정보서비스가 통합 지원되는 랫폼의 추진  구

축의 제안이다. 이러한 랫폼이 구축되면, 재의 오

라인(off-line)소통 심의 각 지역에 치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경우, 그 기능을 온라인(on-line) 심의 단일

화된 창구를 통해 국 으로 제공하게 되고, 덕분에 다

양한 사용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사용자 혹은 참여자 역

시 지역  시공간을 월하여 이 랫폼에 속하여 다

양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호소통하게 된다. 

한 로 컴퓨터운 체제인 도우라는 랫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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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HERE

  

Platform Phase 

HOW

이 도우이용만 가능하면, 공 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  

호소통이 가능해지는데, 이와 같이 본고에서 제시된 

랫폼에서는 다문화가족뿐만이 아니라 련 여러 참여자

들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공 자와 사용자가 되어 

이 랫폼을 통해 통합되고 개방된 여러 정보와 서비스

를 공 하고, 제공받게 된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 으로 랫폼은 어떤 유

무형의 장(場)으로서 네트워크효과가 창출되어 다함께 

공생하는 생태계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에서 앞에서 논

의한 스마트사회와 같은 방향 거버 스 환경에 가장 

합한 방법론이 된다. 한 랫폼 략은 일방 으로 

가치를 공 하고 소비하는 형태의 일방향 연결과는 척

에 있는 것으로 일종의 커뮤니티 략으로서 둘 이상의 

커뮤니티를 연결한 뒤 여기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가치

를 창출하고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12]. 곧 랫폼이란 

수요 측 규모의 경제(Demand-side Economies of Scale)

와 하게 련되는 것으로 경제학에서 IT와 련해서 

사용하는 요한 개념인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와 련된다. 즉 네트워크효과가 나는 사업에 있

어 이러한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많은 고객이 동시다발

으로 사용가능한 어떤 유무형의 시설이나 기반을 갖추

게 되는데 이를 효과 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사업목 으

로 달성하게 될 때의 그 시설이나 기반이 바로 랫폼이 

된다[21].

Information transfer(Moving Data)

Service distribution     Saving Service(Reflux)

                   Service Production

[Fig. 5] platform as strategy with services and 
delivery of information

곧 [Fig. 5]와 같이, 랫폼 략은 어떻게 차별화를 도

모할 것인가?(HOW, 능력의 측면)와, 무엇이 시장 확

나 성장속도를 진하는가?(WHAT, 변화의 측면), 어디

에 주목할 것인가?(WHERE, 고객니즈의 측면)의 세 부

문의 공통 역으로서 정보는 데이터의 흐름이 되어 서비

스를 생산하는 것에서 서비스를 유통하는 것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장하는 환류로 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있어서의 정보격차는 

랫폼 략을 통해 이주자(곧 정책 상자)에 있어서 달

성할 주요 이슈인 ‘ 근성 확 ’, ‘ 방향 소통확 ’, ‘다양

한 서비스 제공’, ‘체계  지원 강화’에 한 정보공개의 

확 와 정보의 활용  공유를 통해 최소화된다. 즉 이 

랫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추진  구축되면, 

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달리(HOW, 서비스 생산), 

정보격차는 최소화되어(WHAT, 서비스 유통), 미래에는 

다문화가족의 정보격차 해소문제에 합하게(WHERE, 

서비스 장(환류)), 주요 이슈는 달성된다.

[Fig. 6]은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ICT에 기반을 둔 

데이터 서비스통합형의 개방된 랫폼구축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앙의 랫폼을 심으로 정보

는 련 정책 원회(이하 원회)  정책실무 원회(이

하 실무 원회)(다문화가족정책 원회와 외국인정책

원회 등), 련 앙행정기   소속기 (소  각 부처 

포함), 공공기 (지역거 센터  다문화지원센터 포함), 

지방자치단체( 역과 기   소  각 부서 포함), 민간

단체(다른 사회구성원이나 집단 포함), 국제기구(외국인

이나 외국의 NGO포함), 각국 정부 그리고 정책의 상

자인 이주자 등으로 유기 으로 상호 소통되며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정보는 공개되어 교류하고, 공유되며, 

활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한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Fig. 6], <Table 2>와 같이, ICT에 기반을 둔 데이터 

서비스통합형의 개방된 자정부 랫폼이 구축되면, 이

주자에 한 정책서비스제공은 앙의 랫폼을 심으

로 련 정보는 공개되고 공유되며 교류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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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g. 6] Building an open platform with integrated data services based on ICT

Classification Content

(Working) Committee
Inducing to clarify the classification for the policy of the various committees and further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ystematic reflux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sub-agencies)

Opening and sharing the policy with various competent institutions for the public, and further 

co-ordinating, avoiding duplication services

Public institutions
Avoiding programs as specific duplication with target from various cultural support and regional hub 

centers with the multicultural policy, and further providing customized available programs

Local Governments Providing available the services to meet regional characteristics

Private organizations Providing available the international programs with the other community members and group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hance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a lack of language skills through foreigners or foreign 

NGO participa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s 

Foreign Government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by foreign governmen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bjects can be optimized to provide the multicultural program

Migrant

Customizing and enhancing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constantly raising the reflux for the program, 

sharing th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participating in Services, taking a variety of the information by 

the platform regardless of Korean communication through anytime, anywhere access to the platform, 

customizing and enhancing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participation for services can be increased

<Table 2>The activities of each participant with integrated open platform for ICT services

곧 재의 정책내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앙행정기

들이 여하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정책서비스제공

의 복문제는 상자인 다문화가족이 랫폼에 실시간

으로 즉시 직  근  요청하거나 담당기 간의 정보

공개를 통한 앙의 랫폼을 통해 복지원이 되지 않

도록 조 될 수 있으며, 재의 정책 상 집단에 있어서

의 외국인유형별로 구분되어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집단에 집 되어 있는 경향 역시 자연스  

해소할 수 있다. 

한 재의 내국인을 상으로 하는 내향  국제화 

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은 내국인 역시 실시간으로 언

제어디서든 다문화정책 련 서비스가 통합되어 지원되

는 랫폼에 속하여 로그램에 근할 수 있게 되며, 

정책수단에 있어서의 한 개의 기 이 직  수행하는 비

율이 가장 높고, 정부조직간 수평  력보다는 수직  

력이 빈번하다는 문제 역시 앙의 랫폼을 심으로 

각 유 기 간의 연계를 통해 그 비율을 상호 조  조

정할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은 네트워크 연계는 수평  

력이 강조되는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과 민간부문간 력의 미진한 수

은 역시 랫폼을 통해 상호 조 되고 조정될 수 있으

며,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기획, 산, 평가과정 간에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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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가 될 수 있는 연계체계는 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

가 유기 으로 소통되고 달되어 결국 서비스에 한 

환류는 확립되게 된다. 나아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여하고 있는 재 한국의 다문화  상황에 응하는 

정책에 있어서의 -크게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정

책의 양 분야 표로 되는- 추진문제와 그 아래에서 각 

앙행정기 과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조직의 기능과 소

에 따른 양 분야에서의 추진문제 역시 랫폼을 통한 

정보의 공개, 공유, 교류, 활용을 통해 효과 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궁극 으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있어서의 

그 동안의 단순한 동화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상호소통형

의 융화를 완 히 달성하는 사회통합의 새로운 환 이 

될 수 있다.

결국 본고에서의 ICT에 기반을 둔 데이터 서비스통합

형의 개방된 랫폼 구축은 ‘ 근성 확 ’, ‘ 방향 소통

확 ’,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계  지원 강화’라는 련

한 네 가지 주요 이슈들의 달성을 통해, 앞으로의 추진방

향으로 제시되었던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결혼이민자

와 그 가족을 주 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

내외와 앙정부  지자체, 민  상호가 일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오 라인(on/off-line)종합정보 제공시

스템의 역할을 하며,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비하는 

장기 과제에 한 개발과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국에 걸친 충분한 확보효과를 발휘한다. 한 앙 

 간 달체계인 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 한 법 /

재정 으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과 행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내용을 앙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국민

의 다문화에 한 인식개선의 시발 이 될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효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고는 ICT서비스통합형의 개방된 랫폼의 개념을 제시

하면서도 보다 세 한 랫폼에 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래 측 방법론

인 시나리오 래닝 방법론을 통하여 고찰한 본 논문을 

통한 랫폼 구축과 추진 련하여, 향후 한국정부에 있

어 좀더 구체 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을 한 략

수립과 비 설정이 가능한 보다 더 상세한 추가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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