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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를 심으로 정보요구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지원하는 공공도서 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녀교육 련 경험 

 요구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련 요구는 1) 한국 학교의 교육체계  상황에 

한 이해 부족, 2) 자녀의 언어  학습에 한 요구, 3) 자녀의 이 언어교육 련 요구, 4) 학부모 역할 수행을 한 교육 

정보, 5) 자녀에 한 편견과 차별 우려, 6) 도서 에 한 인식과 경험 지원이라는 6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한 도서 로그램과 운 방안을 1) 자녀교육을 한 부모 역할, 2) 자녀의 

학습, 3) 자녀의 언어교육, 4) 다문화이해교육, 5) 도서 이용교육과 안내 역을 심으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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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ublic library programs that support the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by examining the details of their information needs, focusing on the children’s 

education issu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purpose, the data on experiences and needs related to 

the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married 

immigrant women.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six types of children’s education-related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1)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educational system and situation of Korean schools, 2) Their 

children’s needs for language and learning 3) Their children’s Bilingual education 4) Educational information 

for the role of parents, 5)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ir children at school 6) Supporting library 

awareness and experience of mulit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se needs, the following programs were 

suggested: 1) Parent role program for children’s education, 2) Children’s learning program, 3) Children’s 

language education program, 4)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5) Library user education and guidance.

KEYWORDS : Library Program, Multicultural Services, Education of Multiculturlal Families’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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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21년 기  략 266,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학령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인 자녀는 1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교육부, 2021). 학령기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

통계서비스에 의하면 체 학생 수가 2012년의 672만 명에서 2021년 532만 명으로 21% 어든 

반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2012년 46,954명에서 2021년 160,058명으로 3.4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성장하여 학령기에 진입하는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서는 자녀교육과 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련 연구에 따르면, 부분의 다문화

가정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인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부족으로 자녀의 언어습득이 원활하지 않고 교과학습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오만석, 2011; 오성배, 2005). 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에서 

숙제나 학습 등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정 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등 학교생활 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재분, 이해 , 김혜원, 2009).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학업수행 능력이 비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하면 히 떨어

져 학업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 발생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습에 한 지원과 돌 을 제 로 받지 못해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있다(김강남, 2021).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부진과 학교생활 부 응 문제는 도 학업 포기로 이어지는 등 

사회 응 문제로 확 되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한 사회  책이 필요한 상황

이다(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이에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  성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령기 자녀를 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장에서의 응과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해 다문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정을 한 로그램을 개발 

운 하고, 지역 내 공공 문화시설 내에서의 다문화 로그램 확 를 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도서 에서도 국 으로 다문화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다문화자료실을 설치 운 하여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이주 배경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며 련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와 로그램에 한 평가는 정 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실태를 분석한 연구자들로부터는 도서 서비스와 로그램이 이주민의 

요구에 한 이해와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함에도 서비스제공자의 상황과 편의를 고려한 

일방 인 로그램 기획과 공 이 되고 있다는 비 을 받고 있다(구정화 외, 2020; 이경란, 한복희, 

2009). 한, 공공도서 이 제공할 수 있는 로그램이나 행사 심으로 제공되는 실정이라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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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 들과 복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이연옥, 장덕 , 2013).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

로부터도 도서 로그램이 본인들에게 유용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으며, 타 기 과 복된 내용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그 결과 이주민의 도서 로그램 참여가 

제한 이며, 참여하더라도 일회  참여로 그쳐 도서 이용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이주민의 도서

에 한 이용 경험과 인식수 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문화체육 부, 2020). 이러한 상황

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도서 서비스와 로그램에 한 심과 요구는 

여 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구정화 외, 2020, 224).

IFLA(2009)의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도서 서비스의 목 을 고려하여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는 사 상인 다문화 구성원에 한 지식과 

그들의 요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의 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

하기 해서는 사 상인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세부 으로 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의 공공도서  다문화서비스에 한 연구는 해외 도서

서비스 사례와 지침을 소개하여 국내 다문화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거나 서비스제공자인 사서의 

시각과 입장에서 국내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황을 검하고 운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에 도서 서비스의 수요자인 이주민의 에서 그들의 정보요구를 악하고 이들 

요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제한 이라 련 연구의 축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자녀교육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여 련 요구가 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이 직면한 실을 고려해서 

자녀교육에 한 다문화가정의 세부 요구를 고찰하고 이들 요구를 지원하는 공공도서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하 다.

Ⅱ. 이론  배경

1.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념과 황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내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의 결합으로 우리와 다른 민족 ,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유학생가정을 포함한다(장

온정, 2010, 82). 하지만 일반 으로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 가족 정도로 이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에 한 정의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1호에 의하면, ‘출생, 인지, 귀화로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외국인)로 이루어진 가족’이거나 ‘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와 귀화자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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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가족’이라는 두 가지 유형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문화가족이라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한민국 국 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인과 이룬 가정을 지원하기 한 법으로서 그 용

상에 한민국 국 을 가진 구성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족

이나 유학생가족 등 이주 상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은 배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다문화가정을 한 가정 내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의 결합이라는 으로 이해하고 

국제결혼가정을 비롯하여 외국인가정, 유학생가정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자녀는 이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2021년 기  266,3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39.9%(106,263명), 등학생 연령이 41.8%(111,371명), 고생 연령이 18.3%(48,687명)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 부, 2021). 학교에서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구체 으로 교육부(2021)의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재 재학 인 다문화

가정 자녀는 160,05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고 체 학생 비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이 2012년 

0.7%에서, 2017년 1.9%. 2021년에는 3.0%를 차지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는 다문화가정 유형에 따라 그 수  분포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출생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가 122,095명, 국제결혼으로 도입국한 자녀가 

9,427명, 외국인가정 자녀가 28,536명으로 집계된다(교육부, 2021).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출생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가 체 다문화가정 자녀의 76.3%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의 비 이 압도 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국내 출생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에 을 두고 이들 자녀의 교육문제와 련한 다문화가정의 세부 인 요구를 분석하고 

이들 요구를 기반으로 공공도서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 다

2. 련 연구

국내 문헌정보학에서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을 한 공공도서 로그램과 련한 연구는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라는 역에서 수행되어왔다.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는 ‘다문화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반 한 도서 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도서 로그램뿐 아니라 도서 의 장서, 목록, 

사서 등 인력을 포함한 도서 에서 행해지는 다문화 련 제반 업무를 포 하는 의미’(양수연, 차미경, 

2011, 312)로 이해되어 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재까지 수행된 도서  다문화서비스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황을 검하고 

운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노지 , 2012; 양수연, 차미경, 2011; 이미정, 

이미정, 2013; 이연옥, 장덕 , 2013; 임형연, 2019;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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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국내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역사와 경험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외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사례나 지침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서 서비스 방향을 비롯하여 모형  

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도서 의 다문화 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들을 상으로 면담  설문

을 통해 다문화서비스의 황과 문제를 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김 순, 이미정, 

홍유나, 2014; 김윤 , 2019; 안인자, 박미 , 2011; 이경란, 한복희, 2009; 임여주, 2018). 이들 

연구는 도서 서비스 개발과 운  주체인 사서들의 경험과 인식에 근거해서 국내 다문화서비스의 

수 과 한계를 검하고 그 안을 모색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상자인 이주민의 도서 서비스 경험과 요구를 조사한 연구가 일부 있다. 김 미

와 조인숙(2011)은 사서와 이주민의 다문화서비스에 한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도서 서비스 

개발에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2009)은 도서 의 다문화 로그램 담당 

사서  강사, 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 상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도서 로그램에 한 문제

과 요구를 악하 다. 구정화 외(2020)는 이주민, 다문화 문가,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다문화

서비스에 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 다. 이들 연구는 

사서와 다문화 문가 이외에 이주민의 도서 에 한 인식과 경험에 기 한 요구를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서비스의 거시 이고 종합 인 방향과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문화사회

와 이주민에 한 사서의 이해 증진, 수요자 심 인 도서  다문화서비스로의 환, 다문화가정 

유형별 요구에 맞는 도서 서비스와 로그램 개발,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를 한 인 라 구축, 

도서  력에 기 한 다문화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도서  다문화서비스 교육과정의 체계화 등을 

제안하는 양태를 띠고 있어 이주민의 정보요구를 다각 이며 세부 으로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실제 인 로그램 개발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세부 그룹을 상으로 이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악하고 이들 그룹별 

정보요구와 행태에 기반한 도서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한 연구로, 조용완(2006)은 북한이탈

주민의 정보문제를 조사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임여주(2016)

는 다문화가정 자녀인 청소년의 정보요구와 미디어 이용행태를 악하여 도서 서비스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연구는 1) 해외 사례와 지침을 소개하고 국내 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필두로, 2) 서비스의 개발  공 자인 사서의 시각과 경험에 

근거하여 국내 공공도서 의 다문화서비스 황을 검하고 운 방안을 제안한 연구, 3) 이주민의 

도서  이용 경험과 인식을 기 로 다문화서비스를 검하고 요구를 악한 연구, 4) 이주민 세부 

그룹의 정보요구와 행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 하여 서비스 방안을 도출한 연구로 확 되고 있다. 

하지만 체 연구 에서 1)과 2)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에 도서 서비스의 상자이자 수요자인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3권 제2호)

- 142 -

이주민의 도서 경험  정보요구를 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도서 서비스 방안을 도출한 연구는 

제한 이라 련 연구의 축 이 필요하다. 

이주민의 정보요구를 조명한 연구에 의하면 이주민은 응 과정에서 언어, 교육, 고용, 주택, 

건강, 복지, 법률, 여가, 교통, 은행 등의 주제 역에서 정보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악되고 

있다(Caidi, Allard, & Quirke, 2010). 이 같은 다양한 주제 역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의 정보요구

를 지원하기 해서는 각 주제별 정보요구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경험하여 련 요구가 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 다문화

가정이 당면한 상황을 고려해서 ‘자녀교육문제’ 역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정이 가진 정보요구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요구를 지원하는 도서 서비스  로그램 방안을 고찰해보았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 역을 기반으로 정보요구에 한 고찰과 정보요구

를 지원하는 공공도서 로그램 개발을 해 질  연구의 틀로 연구를 설계하 다. 질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입장과 시각, 고민을 총체 으로 악

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자녀교육과 련한 다문화가정의 경험을 심층

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에 기 하여 다문화가정의 실제 인 요구를 악한 뒤 이를 토 로 

련 로그램을 제언하고자 하는 연구이기에 질  연구가 합하다 단하 다. 본 연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는 질  연구의 표본선정 방법  의도  표집과 덩이

표집법을 활용하여 모집하 으며,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하는 동질 인 표본

선정을 채택하 다. 연구자의 단에 따라 본 연구의 목 에 맞는 풍부한 정보를 가진 특정 집단의 

선택을 통해 이들의 경험과 진술에 한 깊이 있는 통찰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단에서이다. 구체

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로서 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구자의 한국어 질문을 듣고 이해하여 

한국말로 표 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을 연구참여자로 발굴하 다. 이를 해 B 지역 소재 결혼

이주여성 지원단체의 조를 받아 5인을 추천받았으며, 본 연구의 연구자  1인이 참여한 다문화

아동 멘토링 로그램에서 만났던 학부모에게 요청하여 연구참여자로 포함시켰다. 이후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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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으로부터 본 연구에 합한 지인들을 소개받아 3인의 참여자가 추가되었다. 그 결과 총 9인의 

다문화가정 학부모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 다. 구체 으로 베트남 국  3명, 몽골 

3명, 캄보디아, 국, 일본이 각각 1명으로 이들 모두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 으며, 다문화가정 

내 주양육자이면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해 이들을 학부모 1, 2, 3, 4, 5, 6, 7, 8, 9로 칭하기로 하 다.

구분 국 거주기간 자녀 황

학부모 1 베트남 13년 2명(13세, 10세)

학부모 2 베트남 12년 1명(10세)

학부모 3 베트남 12년 1명(11세)

학부모 4 몽골 13년 1명(12세)

학부모 5 몽골 11년 1명(10세)

학부모 6 몽골 18년 2명(11세, 9세)

학부모 7 캄보디아 10년 1명(10세)

학부모 8 국 16년 2명(13세, 12세)

학부모 9 일본 14년 2명(12세, 9세)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2. 자료의 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참여자와의 면 면  비 면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담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각 면담의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이다.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면 면 는 비 면(Zoom)으로 이 졌고, 면 면의 경우 참여자의 

집 근처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면담은 개방형 질문을 통한 비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하 는데 면담 기에는 참여자와의 신뢰 

계를 구축하기 해 편안한 분 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 으며 이후 자녀교육문제에 한 참여자

의 개인 인 경험에 한 일반 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자녀교육에서의 어려움이나 걱정, 도서 에 

한 인식  경험을 비롯한 요구라는 세 가지 역을 심으로 구성하여 질문하 다. 모든 면담은 

화 내용의 락을 방지하기 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 면 면담은 휴 화기로 녹음되었으며, 

비 면 면담은 녹화되었다. 면담 직후 녹음  녹화된 내용을 모두 사하 으며 면담내용  이해

가 되지 않거나 정확히 표 되지 못한 부분은 화인터뷰를 통해 재검토되었다.

면담자료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해 질  연구 데이터 분석 로그램인 QSR NVivo를 활용

하여 분석하 다.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면담자료를 토 로 자녀교육과 련한 다문화가정의 경험 

 어려움을 유형화하 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요구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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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모든 면담은 동일한 면담내용과 차를 유지하도록 하 으나 

질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구술을 제재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하

다. 녹취록은 면담내용 그 로를 필사하여 확정하 으며, 분석과정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참여자로부터 화확인을 거쳐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 다. 아울러 분석의 일 성과 신뢰도를 해서 공동연구자들이 각자 코딩한 후 그 결과를 비교

하여 상이한 결과는 토론을 통해 조정하도록 하 다. 한, 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연구자 

1명으로부터 연구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정기 인 검  의견수렴을 하는 등 동료지지집단 활용을 

통해 연구에 한 보완작업을 수행하 다. 

Ⅳ. 연구결과

1. 자녀교육과 련한 다문화가정의 요구

가. 한국 학교의 교육체계  상황에 한 이해 부족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교육과 련한 어려움은 자녀가 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에 학부모라는 

역할이 부여되면서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학교는 특히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부모의 

역할이 큼에도 다문화가정에서는 한국의 교육체계와 상황에 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학교생활, 입학 비, 

교육과정, 교과내용, 학교 환경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 등을 잘 알지 못하며, 모국의 학교시스템과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과 혼돈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몽골에서는 학교 입학을 한 비사항을 학교에서 섬세하게 어줘서 엄마들이 다 비해요. 그리고 

교과서를 서 가서 사야 해요.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안내를 안 해서 무 노심 사했어요. 아니면 

내가 모르고 놓친 건가? 뭘 비해야 하나?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근처 학교에 직  가서 물어보았어요. 

뭘 비해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행정실 선생님이 웃으면서 가방과 실내화만 보내면 된다고 해요. 는 

아이 학교 입학 때문에 두 달 동안 무 신경 쓰이고 떨리고 했어요. 교과서는 어디서 구하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 책을 다고 해서 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학부모 4).

는 ‘더하기’라는 말만 알고 ‘덧셈’이라고 하면 뭔지 몰랐어요. 수학에서 넓이, 높이라는 용어도 도 애도 

생소해서 애들이 시험에서 틀리기도 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과 용어를 엄마가 잘 몰라서 문제가 

많아요.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용어를 몰라 어려움이 있어요(학부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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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학교 체계와 상황에 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부모로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제 로 지원할 수 없다는 이 힘들다고 하 다. 특히 자녀가 등학교 입학 후에 

있거나 학년인 부모의 경우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교생활 응을 한 비물과 과제를 지원하는 

일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 애가 입학하고 제가 몰라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죠. 그거 생각하면 참 미안하죠. 애가 ‘엄마 

이거 뭐야?’라고 물으면 제가 몰라서 응을 못 하니  미안해요, 나 에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이럴 때는 마음이 아 요.  애 학교 보내고 몰라서 답답했던 것이 받아쓰기 요. 애가 계속 10 , 

20  받아왔는데 이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 주변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날마다 연습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모르는 게 무 많았어요(학부모 1).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들의 아이들이 비물을 잘 안 챙겨온다고 해요. 알림장을 보내도 알림장이 뭔지도 

모르고 해서 선생님들도 무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학부모 7). 

재 교육부에서는 등학교 입학 정인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상으로 입학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련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갈증은 해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모국 학교시스템과 달라서 안내자료에 명시된 용어를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실제 활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학부모 2). 

부모로서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을 제 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을 모든 연구참여자가 공통

으로 호소하 는데 특히 부모 모두 생계로 바쁠 경우 자녀의 학습을 한 가정 내 지원은 실

으로 힘들어 이들의 걱정은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솔직히 다문화엄마들 낮에 일하고 돈 벌다가 녁에 집에 돌아와 애들 숙제 도와줘야 해요. 3학년까지는 

에서 도와줘야 해요. 한국 애들보다 우리 애는 항상 늦어요. 어떤 부분을 따라가기 해 열심히 하면 

한국 아이들은  이만큼 앞서가 있어요. 나 에 다른 것을  따라가야 해요. 끝까지 우린 못 따라가요

(학부모 1).

이들은 한국 교육환경이 낯설어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제 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 수행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궁극 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 

간의 학업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 이에 한 고민과 우려가 깊었다(학부모 9).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시부모와 남편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심을 보이기는 하나 정작 실제 인 도움과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 다. 자녀의 학교생활 반을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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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지면 다문화가정 어머니 책임으로 

떠넘긴다고 지 하 다(학부모 8). 

 

나. 자녀의 언어  학습에 한 걱정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한국어능력이 비다문화가정 자녀보다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학교에서의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가 다른 래 애들보다 한국말이 뒤처질까 걱정이에요. 이게  공부에도 향을 주니까요 

(학부모 5). 

련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은 한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기에 일상 인 

언어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학교 수업에서 요구되는 읽기 이해력, 어휘력, 철자 쓰기, 작문

능력이 비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김은정, 2015), 다문화가정 아동의 

68%가 언어발달지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엄진명, 이필상, 2016). 자녀의 한국어교육이 

다문화가정의 핵심 인 심이자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경남연구원(2021)이 최근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외국인주민 400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이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이 자녀의 한국어 교육으로 거론되고 있다. 학령기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학업의 기 가 되는 것으로 이의 문제는 기 학력 미달이나 학습 부진을 일으키기에 학부모

들의 고민과 걱정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증언과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한국어능력 문제로 학업 수행 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로서 자녀의 학습을 제 로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 다. 

 

학년이 높아지니까 한국 역사나 사회과목 이해에 어려움이 많은데 희가 도와주기 힘들어요

(학부모 8).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에 한 어려움과 부담감은 증 되고 부모로서 자녀 학습을 제

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에 한 그들의 고민과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고 자녀 

학습을 해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경제 으로 큰 부담이라고 하 다(학부모 1, 

2, 9). 자신들의 이러한 처지와는 달리 한국 학부모들의 자녀 학습에 한 지원 열의, 사교육 활용도가 

높은 한국의 교육 실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고민과 부담을 가 시키고 있었다(학부모 1, 9).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자녀의 한국어능력에 도움이 되고자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원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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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의 학년  연령별 독서자료에 한 이해도가 낮아 가정에서 부모

로서 자녀의 문해력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따라 하지 못해요. 제가 책을 읽으면 몽골

식으로 발음이 되니 애가 나처럼 한국말을 하게 될까  많이 걱정돼요. 그리고 제가 읽으면 제 발음이 

이상한지 아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학부모 4).

는 아이에게 책 읽는 습 을 길러주고 싶어서 녁에 자기 에 한 권 읽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은지도 몰라요. 베트남 같으면 제가 나이나 학년에 맞는 책을 아는데 

한국 책은 그냥 도서 에 가서 아주 간단한 책만 골라요. 어떤 책이 교육 으로 맞는지 구분을 못 하겠더

라고요(학부모 2).

다. 자녀의 이 언어교육 련 요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가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하 다. 이를 해 가정에서 모국어로 

화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개별 으로 모국어를 가르치기도 하며,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가정내 자녀의 이 언어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시도에 있어서 아쉬운 으로 자녀에게 활용할 모국어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거론하 다.

엄마 말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르치고는 싶은데 이게  애들한테는 부담이 될까 …. 

엄마 말과 련한 다양한 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편할 것 같아요(학부모 3). 

는 캄보디아 말을 애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책을 보면서 읽어주면 더 빠르게 늘 것 같아요(학부모 7).

이처럼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모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하나 아이들에게 부담을 

 수 있다는 을 걱정하고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자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일부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모국어 동화책을 ‘모국에 갈 때마다 직  구매해오거나’(학부모 2, 

3), ‘친정에 구매리스트를 보내서 부쳐 달라’(학부모 9) 요청하는 등 스스로 혹은 모국의 가족을 

동원하여 책을 구하는 자체 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모국의 동화책을 

스스로 읽게 되기를 희망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읽어주거나 자녀 스스로 

읽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하 다(학부모 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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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부모 역할 수행을 한 교육 정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 다. 자녀가 등 입학 에는 자녀 양육에 한 정보를 

주로 자신의 과거 경험과 친정 부모, 시   주변 친척을 통해 얻는 것이 일반 이었으나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는 가족과 친척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하 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주변의 다문화여성에게 물어보거나(학부모 2, 3), 한국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것

으로 확인된다(학부모 2, 8, 9). 다문화 련 단체에서 자녀 양육  교육과 련된 정보를 얻기도 

하 다(학부모 1). 국내 교육 련 온라인 동호회, 인터넷포털에서도 정보를 얻는다고 하 다(학

부모 1, 4).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서의 제한된 인간 계와 인  네트워크로 교육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엄마들과 어울려서 물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한국 학부모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울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무리에 낄 수가 없고 늘 외톨이라는 느낌이에요. 학부모로서 응을 

못 하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학부모 2).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것들을 골라 경험하게 해주면 좋은데 정보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도 몰라요. 뒤늦게 알게 되어 로그램이나 지원이 이미 끝나버린 경우도 많아요(학부모 3).

다문화가정에서는 교육정보 뿐 아니라 반 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정보에 한 

근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한 지원사업  지원 로그램에 한 

인지도와 이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지원서비스에 해 ‘잘 몰라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서문희 외, 2011). 다문화가정의 특정 로그램에 한 참석 여부에 따라 련 지원서

비스와 로그램에 한 정보획득 여부가 결정되어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수혜에 있어서 복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 습득과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교육 정보를 

그들에게 직 이며 체계 으로 제공해주고 안내해주기를 희망하 다. 

아이 교육과 련하여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애한테 좋은 

로그램이 있어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어요(학부모 2). 

아무리 내가 정보를 잘 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과 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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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으니까요. 내가 천 번 찾는 것보다 문가로부터 한 번 제 로 듣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해줬으면 좋겠어요(학부모 4).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교육 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에서도 그들의 언어  장벽을 고려

하여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기를 희망하 다. 

 

교육청에서 입학 자료를 베트남어로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닌 학교와는 다르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학부모 3).

긴 한국어를 읽고 이해해서 정리하려고 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머리가 먼  아 요(학부모 5).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인 연구참여자들이 교육 련 정보의 해독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언어  장벽이 있어 리터러시 수 이 낮은 이용자를 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그들의 모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며, 한 로 제공하더라도 쉬운 언어로 안내하는 등 정보제공

방식에 있어서 세 한 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학교에서 자녀가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을까에 한 걱정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이질 인 존재로 비추어져 래집단으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가 한국인 부모와 다른 이질 인 외모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노출될 경우 학교에서 편견을 가지게 되거나 차별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학교로 직  방문하거나 교사와 상담하는 데 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등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떠올랐어요. 우리 애가 다문화가정이라서 왕따 당할까  

걱정이었어요. 학교에 우리 아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밝 야 하나? 재 서류상으로는 내가 한국인

인데 굳이 다문화가정이라고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낫겠나? 고민하다 보니 진짜 흰머리가 났어요. 

입학식 때 학교에 아빠만 보낼까?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학부모 4).

등학교 시기 학생들은 인종  민족에 한 정체성과 자아정체성이 성립되며 자신과 타인과의 

유사성과 차이 에 심을 보인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체로 등학교시기에 부모가 외국인이

라는  때문에 자아정체성에 혼돈을 경험하고, 자신의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들이 편견과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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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온정 2010, 90). 실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을까에 

한 걱정은 상당한 것으로 보 으며, 이것이 실로 나타나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호소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혹시 왕따 당하지 않을지 걱정되어요(학부모 3).

희는 국에서 오다 보니까 얼굴색이나 피부색 다 같거든요. 근데 애가 학교에서 자기소개할 때 

자기 엄마가 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이 ‘ 는 애국가 부르지 마. 한국 사람도 아닌데!’라고 

했데요. 애가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무 화가 났는지 잠결에 막 울면서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이 아 서 학교를 한번 찾았던 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다문화강사 일을 하고 있는

데 학교에서 차별받는 사례를 많이 요. 며칠 에 본 아이는 도입국 아이더군요. 그 아이가 1학년 

때 왔는데 당시 친구한테 1년 내내 맞으며 울고 다녔다고 해요. 왜 맞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면서 

친구가 그냥 이유 없이 자기를 때린다고 하더라고요(학부모 8). 

다문화가정 자녀의 편견과 차별에 한 경험은 최근 이주 배경 청소년에 한 규모 조사를 

통해서도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이주 배경 청소년 4,078명을 상

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18.3%가 ‘차별을 경험한 이 있다’라고 답하 으며, 특히 

외모 으로 차이가 드러나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차별 경험(27.1%)이 다른 이주 배경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계민, 2021, 269-270). 자녀가 래 친구들과 외모 차이가 

두드러지면 학교에서 주목받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 부모의 걱정과 두려움, 

이로 인한 스트 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 지역사회, 친구로부터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의 자존감은 낮아지며 이 게 사회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은 학교

생활에서 매우 축된 성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에서 부모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설

경옥, 황다솔, 심진화, 2018). 

2. 다문화가정의 도서 에 한 인식과 경험

연구참여자들의 공공도서  방문 경험은 반 으로 매우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에는 주로 

일을 해야 하는 계로 도서 에 방문할 시간 인 여유가 없거나, 도서 에 한 정보가 없어서 

갈 생각을 못 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학부모 1, 3, 4, 5, 6, 8, 9). 공공도서 에서 자녀가 

필요한 책을 빌리고 책을 읽을 수 있기에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직장 

일로 바쁘거나 실제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도서 을 심리  물리 으로 멀다고 생각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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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에서도 학부모 2와 7은 자녀와 공공도서 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하지만 

이들의 도서  이용에는 다양한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서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

이 ‘어려운 한국어’라고 이야기하며, 회원 가입에서부터 도서 이용에 이르기까지 ‘언어’와 련한 

두려움을 많이 언 하 다. 

한 다문화가정에서 도서 이용을 꺼리는 데는 그들의 모국어로 된 자료가 부족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학부모 7은 연구참여자 에서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조차도 모국어인 캄보디아어로 된 자료가 공공도서 에 

없어서 집에서도 먼 ○○다문화도서 을 간다고 하 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공공도서  이용은 매우 제한 이었으며, 그들의 도서 이용에 있어서는 

언어 인 장벽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연구참여자의 부분이 공공도서 에서 자녀의 

교육과 련한 로그램이 운 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 다. 다문화가정에서 희망하는 도서

로그램이 무엇인지 직  물어본 결과 자녀 학습을 지원하는 로그램에 한 요구가 제일 많았다. 

다문화가정에서 부모로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교과목의 학습과 과제를 직  지원해주는 로

그램을 희망한다고 하 다. 자녀의 학업 수행을 직  지원하는 로그램 이외에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로그램에 한 선호도도 높았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로그램을 희망하 다. 동시에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와 모국어 련 자료와 이러한 자료를 토 로 운 하는 공공도서 로그램

에 해 아쉬움을 피력하 다(학부모 2).

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한 도서 로그램 개발 방안

앞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과 련한 경험  어려움에 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요구

는 1) 한국 학교의 교육체계  상황에 한 이해 부족, 2) 자녀의 언어  학습에 한 요구, 

3) 자녀의 이 언어교육과 련한 요구, 4) 학부모의 역할 수행을 한 교육 정보, 5) 자녀에 한 

편견과 차별 우려, 6) 도서 에 한 인식과 경험 지원이라는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해 자녀교육을 한 부모 역할, 자녀의 학습, 

자녀의 언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도서 이용교육과 안내 역을 심으로 공공도서 로그램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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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교육을 한 부모 역할지원 역

먼 , 공공도서 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정보를 획득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등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한다면 도서 에서 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가정 비학부모를 상으로 이들이 학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비학부모 로그램에서는 한국의 학교 교육체계,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등학교의 

운 방침과 특별활동, 등학교 교육과정  과목, 과목별 학습 내용, 등학생의 학교에서의 생활, 

입학  비사항, 학부모의 세부 역할 등에 해 안내하고 교육하는 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와 련한 세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비학부모 로그램은 교육청, 지역 등학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재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둔 학부모를 상으로 자녀 

진로지도를 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등학교 입학 정 상인 경우는 입학 안내자료를 개발

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련 자료의 배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비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공공도서 과 력하여 운 하고 자녀의 학습과 언어 등을 지원하는 다

양한 도서 로그램과 연계하여 운 한다면 다문화가정의 교육과 련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한다. 

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자녀교육 련 정보의 근과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 는데 

이를 고려하여 도서 에서 자녀의 학습, 교육  체험 로그램, 진로지도 등 교육 련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정보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 정보에 

한 근과 활용을 지원하는 정보활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다문화가정 상의 교육 련 정보의 제공방식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테면, 그들의 모국어로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할 것이며 한 로 제공할 시에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  장벽이 있는 이주민들은 문자정보보다는 이미지 정보나 상정보를 

더 쉽고 편하게 활용하며 정보해독에도 부담을 덜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이연옥, 장덕 , 

2015), 도서 에서 정보제공 시에는 이와 같은 이주민의 정보이용 경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녀 학습지원 역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숙제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을 고려해서 

공공도서 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숙제와 학습을 지원하는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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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미국과 국 공공도서 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숙제 지원 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학교숙제 지원 로그램에서는 사서가 지역 내 학생이용자들의 숙제를 악하고 도서  

책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숙제해결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한, 이용자의 숙제  과제 해결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학습 략 수립, 참고정보원 탐색, 독해, 자기소개서 작성, 도서 추천 등 이용자의 

학습에 직 인 도움을 도서 의 온․오 라인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들 로그램에서는 

지역주민을 자원 사자로 활용하여 무료 과외 서비스의 형태로 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정소 , 김종성, 2015, 149-158).

한, 우리나라 양공공도서 과 진천군립도서 이 학기 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숙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 제천기 의도서

에서는 학생  고등학생 자원 사자와 등학생이 멘토-멘티 계가 되어 방학 숙제를 함께 

해가는 로그램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여주, 2016).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도서 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과 숙제 지원 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지역 내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력에 을 두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

며 숙제  학습지원을 한 멘토 인력의 확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멘토 인력의 확보를 해서

는 지역 내 학을 비롯하여 퇴직한 교사들의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3. 자녀의 언어교육지원 역

공공도서 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문해력과 이 언어교육에 한 요구를 고려해서 

이를 지원하는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로그램’의 형태로 운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문해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독서 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독서 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한국어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어 능력을 자연스럽게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재 이와 련한 로그램은 서울 조원도서 을 비롯하여 다문화

로그램을 운  인 국 공공도서 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일회 인 로그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서가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상으로 책을 읽어주고 활동하는 로그램이면서 동시에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에 좋은 책을 안내하고 부모들의 가정 내 자녀 독서지도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일상 인 독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 언어교육에 한 요구를 지원하는 로

그램과 연계하여 운 할 수 있다. 도서 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국   언어를 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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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언어로 된 외국어 아동도서 코 를 설치함으로써 그들의 이 언어자료에 한 근이 용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다문화가정의 모국어별 아동도서 시회를 개최하고, 시된 도서 

상 책 읽어주기  북토크 로그램을 운 하는 것도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에게는 도서 이 소장한 다문화가정 모국어 도서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도서 출을 유도하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유용하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모국어로 책 읽어주기  북토크 로그램에서는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이 언어강사들을 활용하거나 다문화가정 부모를 자원 사자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를 자원 사자로 활용한 사례로서는 다문화도서 모두에서 운 한 ‘엄마나라 동화

여행’이라는 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 로그램에서는 5개국( 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원 사자로 참여하여 모국의 동화를 읽어주는 형태로 운 되

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와 문화를 배우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에 

한 자부심과 어머니 나라에 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는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지속 인 모어 자극을 통해 이 언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응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다문화

어린도서 모두, 2009, 24). 서울조원도서 에서도 ‘엄마 모국어 배우기 국어교실’이 운  이나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모국어를 경험하고 즐기는 도서 로그램은 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체육 부, 2015).

이 언어교육 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부모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주부모에 한 이해와 자신의 다양한 배경에 한 자부심, 다문화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 이로 인한 정서  안정감 획득 등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모경환 외, 2015). 이 같은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공공도서 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모와 자녀가 도서 자료와 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하고 

익히며 즐기는 경험을 릴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이해교육 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편견과 차별에 한 우려를 해소하기 해 공공도서 은 지역사회 교육기

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문화에 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교육 

로그램을 기획하여 운 해야 한다. 

공공도서 의 다문화이해교육은 결혼이주여성 모국의 의식주 등의 문화를 소개하고 간단한 음식 

만들기와 통의복을 입어볼 수 있는 타문화체험 주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주민 련 지원 

기 과 차별 이지 않은 로그램이라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김 순, 이미정, 홍유나, 2014, 67). 

따라서 도서 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일환으로 비다문화가정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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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상호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의 차원

에서 어린이도서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 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이는 일본 공공도서

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 앙도서 과 이즈미도서 에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간행된 

일본어로 번역 출 된 그림책을 선별하여 국가별로 시회를 개최하고 시회에 맞춰 북토크와 

그림책 읽기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즈미도서 의 경우 ‘동화책에서 알아보는 아시아 국가’

와 ‘다문화스토리텔링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시아 각국에서 출 되고 일본어로 번역된 

그림책을 심으로 아시아를 소개하는 동화책 약 200권을 국가별로 시하고 자유롭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 으며, 이야기 들려주기 로그램도 함께 진행하 다(임형연, 2019, 452-454).

한, 도서 의 특성과 내용에 기반한 다문화이해교육 모델로 우리나라 부평기 의도서 에서 

운 한 ‘그림책으로 세계친구와 만나요’라는 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 출 되고 

우리나라에 번역 출 된 것으로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가 담겨있는 그림책을 심으로 독서 로

그램에 기반한 다문화이해교육 로그램을 등학교 학년을 상으로 성공 으로 운 한 바 있다

(부평기 의도서 , 2007). 이외 부산동구도서 , 구서부도서 , 울산남부도서 , 주무등도서  

등에서도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문화체육 부, 2015).

이처럼 각국에서 출 된 어린이 책과 독서 로그램을 활용해서 아동의 다른 국가와 문화에 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어 이외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을 자원 사자로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모국문화를 

소개하는 체험 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이러한 공공도서 의 

다문화이해교육 로그램은 학교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로그램

으로 운 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5. 도서 이용교육과 안내

앞서 다문화가정의 공공도서 에 한 인식과 경험은 매우 낮은 반면 자녀의 교육문제와 연계

하여 공공도서 에 한 기 와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 공공도

서 을 활용하여 자녀교육과 련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서 서비스와 로그램

을 홍보하는 등 도서 이용을 한 극 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해 다문화가정과 

자녀 상의 견학 로그램과 도서 이용교육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에게 

도서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서 이 소장한 다문화가정 모국어 도서목록을 제공하며, 

련 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그들의 도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들의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그들의 모국어로 된 도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견학  

도서 이용교육 시에 배포하는 등의 세심한 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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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에서 어려

움을 경험하여 련 요구가 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이 당면한 상황을 고려해서 ‘자녀교육

문제’ 역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정이 가진 정보요구의 세부 내용을 고찰하고 이들 요구를 지원하는 

공공도서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 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과 련한 요구는 

1) 한국 학교의 교육체계  상황에 한 이해 부족, 2) 자녀의 언어  학습에 한 요구, 3) 자녀의 

이 언어교육과 련한 요구, 4) 학부모의 역할 수행을 한 교육 정보, 5) 자녀에 한 편견과 차별 

우려, 6) 도서 에 한 인식과 경험 지원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

유형을 바탕으로 1) 자녀교육을 한 부모 역할지원, 2) 자녀의 학습, 3) 자녀의 언어교육, 4) 다문화

이해교육, 5) 도서 이용을 한 안내와 교육 역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한 

공공도서 로그램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다섯 가지 역의 로그램

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해 공공도서 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신

하고자 한다. 

우선, 다섯 가지 역의 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상으로 단독 형태로 운 하기

보다는 로그램 간에 연계하여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공공도서 에서 운 하는 다문화

로그램이 일회성이나 단기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 이다. 로그램별로 일회  혹은 단기

 운 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로그램을 연계하여 장기 으로 운 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를

테면 자녀교육을 한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로그램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과 언어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서 로그램을 도서 이용교육 로그램과 연계하여 운 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통해 궁극 으로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자녀가 공공도서 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주민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한국에서의 인간 계와 인  네트워크가 매우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도서 로그램 참여를 통해 공공도서

에서 다문화가정 간에 서로 친분을 쌓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험을 하는 등 다문화가정을 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련 연구에 의하면 공공도서 은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 간의 만남과 교류와 소통의 장소이자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교류와 

연 에도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도서 이 이주민을 한 만남의 

장소에서 나아가서 이주민들의 다양한 사회  자본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Audunson, Essmat, & Aabø, 2011). 국내에서도 도서 이 이주민의 연 와 커뮤니티 공간

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다문화작은도서  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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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김윤 , 2019), 다문화서비스  로그램 담당 사서는 도서  공간이 이주민에게  수 

있는 이 같은 의미와 가치가 구 될 수 있도록 련 로그램을 기획하고 운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의 공공도서   도서 로그램에 한 인식과 경험이 

조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공공도서 에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이용자를 확보하기 해 다각

인 방안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  장에서는 이주민 상의 로그램에 참여할 상

자 모집에 실 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구정화 외, 2020, 232-233).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자녀를 이용자로 확보하기 해서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과의 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모집에 국한한 력이 아니라 앞서 내용에서 언 하 다시피 비학부모를 

한 로그램 사례와 같이 교육청, 지역 등학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로그램 기획

에서 운 에 이르기까지 력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 하는 로그램의 하  로그램으로 공공도서 로그램을 구성하고 도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찾아가서 운 하는 아웃리치서비스를 극 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공공도서 로그램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이주민 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거나 학교와 연

계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직  배포하는 등 보다 극 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공

도서 을 홍보하는 안내자료를 디자인할 시에는 다문화가정의 리터러시 수 과 계없이 해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자로 안내할 경우는 다국어로, 한 로 하더라도 어렵지 않은 

용어를 선택하고 상이나 이미지 정보를 추가하여 외국인 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그들의 자녀교육과 련한 세부 요구를 악하고 이들 

요구를 지원하는 공공도서 로그램 방안을 도출하여 제언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바로 

도서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상자인 이용자의 요구와 상황에 을 두고 도서 로그램을 개

발하여 제시한 것이 이 연구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에서도 

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가정에 을 두고 그들의 자녀교육 문제를 통해 요구를 악하

고 이를 지원하는 공공도서 로그램을 제시하 으나 유학생가정을 비롯하여 외국인가정, 국제

결혼으로 도입국한 자녀가 있는 다른 유형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한 요구 조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정을 비롯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련 요구 조사와 이들 상의 

도서 로그램 개발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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