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제12권 제1호 (2017. 02), pp. 61 ~ 84

http://dx.doi.org/10.15815/kjcaes.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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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우리나라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빠른 변화를 겪으면서 다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아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교류하는 사례로 ‘국
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를 선정하여, 다문화예술교육의 기획·실행·평가 단계의 특징
들을 분석하고, 향후 다문화예술교육의 운영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획 단계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
주관 및 천안시 도시재생센터,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다. 둘째, 실행
단계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자녀들을 따로 모집하여 1학기에는 각 분리 수업으로, 2학기에
는 통합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각 나라별 문화 체험 및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합동 공
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다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과
정이 되었다. 셋째, 본 연구 사례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에 대한 이해와 공감’,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협동심 형성’,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
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다문화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
만들기

I. 서론
한국사회는 세계화·정보화 흐름에 따라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배경은 1990
년대 이후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 이민자의 증가에 있다. 향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진입,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감소, 3D업종 회피 현상 등의 이유로 외
국인 유입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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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2010년 14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2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문
화사회로 진입을 인정하면서, 2006년 정부에서「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대책」을 발표
하였다(내일신문, 2013.1.17.). 이후 다문화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학생들의 인식, 실태 분
석인 양적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및 적응교육이 운영되고 있으
며, 그 외 각 지역에서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여성정책연구원, 지역평생교육기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요리강습, 예절강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변정현, 2011).
2010년 이후 다문화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민족·언어·사
회문화적 배경·종교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문화교육
에서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은 현상기술적인 의미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가치 있는 것으
로 인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들을
수용하고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시세인, 2013).
특히 2020년 20세 이하의 연령층 5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연구보고가 있
으며,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비율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최충옥 외, 2010).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
지만,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좀처럼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따돌림 등으
로 학교 내 적응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인식개
선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
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통합의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 및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주고, 아동·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
러 준다(김정희·이주연·이지연, 2013; 정현주·김수지, 2012).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면
서,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문화에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endall, 1996). 선행연구에서도 예술의 체험 활동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전영은·김영순, 2013; 차윤경·김미영·김선아, 20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이러한 다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술을 활용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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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예술교육 경험은 그 효과를 지속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렇기에 한국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유년기 때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다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아동기 자녀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교류하는 사례로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를 선정하여, 다문화예술교육의 기획·실행·평가 단계에 나타난 특징
들을 분석하고, 향후 다문화예술교육의 운영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 이민자가 급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
입으로 다문화사회의 진입이 시작되었다. 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여러 민족이나 국가
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사회적인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
고 생활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대구경북연구원, 2007).
문화다양성은 서로 간에 상호소통을 만들어 지속시키며, 언어·전통·사회를 형성하
는 방법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적인 차이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은 다문
화와 같이 국가 내에 존재하는 소수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 국가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다
문화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시세인, 2013).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사회
적인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도 다문화로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생성된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의 세부범주
에 포함되는 개념인 다문화가정을 중점으로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져
타인종, 타민족, 타문화 등 외부요인의 유입과 호주와 캐나다 경우처럼 처음부터 국가의
정체성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통합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김남국, 2005). 여기서 우리나라는 전자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국제결혼과 외
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국적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가족을 만드는 형태로 증가하
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정은 한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형태로 서로 다른 문화·인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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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태어난 자녀를 포함하며, 혼혈인 가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을 지칭하는 용어로 코메리칸, 아메리시안, 아이꼬노, 코시안 등으로 불리는데, 현재 처
음 만들어진 의도와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건강가정
시민연대에서 제안한 의견을 받아들여 다문화가정(족)으로 2003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쉽게 볼 수 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다
문화가정의 학생수가 2012년도에는 4만 6776명, 2013년도에는 5만 5598명, 2014년도에
는 9만 9186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1.7%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일반 학생의 인구는 매년 약 20만 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서울·경기·충남·전남·경남 5개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의 천안·아산·공주 지역은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을 수립하고, 국비와 도비의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5개소 운영하고 있다. 또
한 매년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뽑아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는 등 타 시․ 도와 비교할 때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천안 지역은 충남의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이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
고,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은 도시로 꼽힌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천안이 936명, 이어서 아산(533명), 당진(402명) 순으
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2012년 2천900명에서 2014년에 4천292명으로 매
년 약 18%씩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중도일보, 2014.10.15.).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인구 중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며, 이제 다문화가정 자녀
를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인재로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학생과 다문
화가정의 학생이 서로 편견과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교
과 내에서 진행된 다문화교육을 살펴보면, 대개 설명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개별 교과
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해서 다문화교육을 받은 학생
들은 문화인지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전영은, 2015).
하지만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일반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서로 이해
하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문화교육 사례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일반가정의 자녀
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문화예술교
육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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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예술교육
현재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언어교육, 한
국문화 이해, 공동체 교육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주여성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언어, 사회체제 교육
등은 꼭 필요하지만, 이 과정을 다문화교육의 전부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대상을 다문화가정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획일적인 교육보다 다
양한 맥락에서 접근하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자
녀뿐만 아니라 한국가정의 자녀들 또한 타문화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여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제이해교육연구팀,
2012; 서범석, 2012; 서종남, 2012).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2008)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
책 과제를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 다문
화교육은 대개 교과과정 중심의 이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이 선행된
해외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의 측면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활용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천의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접목된 다문화교육에 주
목해야 할 시점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예술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신감 향상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성원(일반 학생)이 여러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증가하는 효과를 보
였다(조준형,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예술교육을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일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형태 등의 사회문화예술교육1)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이 제도화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라면, 사회교육 영
역에서의 예술교육은 교육 과정과 운영 방식, 교육 체계에 있어 참여자에게 맞추어 자
율성을 가지고 운영된다(조준형, 2009). 이러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1년
부터 시작한 학생오케스트라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2)는 주5일
1) 문화예술교육은 실기 중심의 예술교육과 취미, 여가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제도화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학교교육 이외의 사회교육 영역에서 이루
어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2014년에 전국적으로 약 62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연인원 5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초·중·고교 학생들과 가족이 미술, 음악, 역사, 연극, 영화,
건축, 문학, 미디어,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이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4.3.13.).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7년까지 꿈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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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제의 전면 실시로 휴무 토요일을 활용하여 건강한 가족 여가문화조성 및 아동·청
소년의 창의성을 향상하는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여
가활동의 편차로 인한 사회문화 갈등을 감소시키고자 진행되는 교육과정이기에, 우리나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예술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
와 수용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이다.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형태·시대·지역의
삶이 담겨 있기에 자연스럽게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전영은·김영순,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같은 문화예술교육은 아동의 정서적 행복감, 자신감, 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정지영·정지은·이석규, 2014)가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예술교육은 아동에게 자신의 감
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여, 타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아
이들에게 심리적 차원에서 치유 효과, 사회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다문화예술교육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례를 선정하여, 기획·운영·평가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살펴보고, 다문화예술교육의 운영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사례 선정 근거
본 연구 사례의 선정 근거는 내용적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활용하였다.
먼저 내용적 범위의 첫 단계는,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다문
화가정의 자녀와 일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
로 한정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문학,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함께 체험하고 직접 공연 과정을 경험하는 꿈다
락 토요문화학교의 다문화예술교육 사례를 꼽았다.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
기’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아이들이 문화예술 활동인 연극 공연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서로 교류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이기에, 본 연구의 다문화예술교

토요문화학교를 1,000개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꿈다락 문화학교의 긍정적인 효
과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또래 간의 소통에 변화가 있었고, 아동·청소년들과 학부모의
대화시간증대 및 대화수준의 변화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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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사례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015년에 발표된 행정자치부 통계 기준을 참조하였는데, 충남
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05%인 8만 352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천
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충남 최대의 외국인 거주 지역인
천안에는 2만 5231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총 1개의 천안 지역으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직접
현장 수업에 참관하기 위하여 2016년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꼽았다.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아트 브릿지 사
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다문화 관련 갈등과 배타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2016년 선정된 다문화예술교육의 사례이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충남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관리하는 실제 담당자3)와 문화예술교육분야 전문가 그룹이 함께 토의하
여, 본 연구의 다문화예술교육의 사례인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를 최종
선정하였다. 본 사례의 운영 시행 주체는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4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국인가정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따로 수업을 실
시하는 1학기 수업과 모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2학기 수업으로 총 34회 진행되었으
며, 약 4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사례인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에 나타나는 기획·실행·평가
단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문화예술교육의 운영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담당자와 1차 심층면담
을 진행하였고, 이후 본 연구의 사례를 선정하여 예술교육의 기획자와 2차 심층면담을
한 후, 3차로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5인 및 다문화가정 학부모 2인과 각각 포커스 그
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2학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업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문헌자료, 정책연구보고서, 학술
논문, 사업 설명회 브로슈어 등의 비개입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다.

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운영 주최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가 있는데, 그 중 충남을 관리하는 곳이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충남문화재단)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꿈다락 토요문
화학교를 관리하는 담당자와 1차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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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층면담(공식면담)
본 연구는 2016년 7월 11일에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충남문화재단)를 직접 방문
하여 문화예술교육분야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후 본 연구의 사례인 ‘국
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의 기획자와 2016년 8월 19일에 1회에 걸쳐 심층면담을
60~90분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tch(2008)와 Seidman(2009)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Seidman(2009)에 따르면 연구자는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의 맥락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숫자를 정해야 하며, 연구자의 참여자들에게서 유사한 내용이 나
올 때 면담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정지은, 2016b)하였다. 또한 Hatch(2008)가 제시한 심
층면담 분석은 연구자가 정보 제공자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
서 심층적이고, 정보 제공자와 정보를 수집할 연구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었기에 공식적
이다(정지영·정지은·이석규, 2014; 정지은, 2014).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의 질문은 선행연구와 비개입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실행·평가 ’단계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여, 심층면담(공식면
담)의 참여자에게 질문 자료를 사전에 전달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시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사 작업하였고, 참여자에게 내용을 최종 검토 후에 본 연구
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면담 참여자의 질문 문항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심층면담의 질문 문항
1

개인적
특성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본 연구 사례의 기획자

이름, 성별, 직위, 경력사항
기관의 소개 및 사업

2

문화예술
교육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개 및 사례
협력체계 및 홍보 방안
운영 시 어려운 점과 개선 방안
운영 계획 및 후속 연구 제언

3

본 사례

본 연구 사례의 기획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및 중요도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대표 사례 추천 및 소개

본 연구 사례의 기획자

본 교육과정의 배경 및 기획과정
본 교육과정의 협력체계 및 역량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진행사항
참여한 학생들의 변화 및 효과
운영 계획 및 후속 연구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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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의 토론 과정으로,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Hatch, 2008; 정지영·정지은·이석규,
2014).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0월 29일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5인과 다문화가정의 학
부모 2인을 대상으로 각 총 40~60분간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
시하였다. 본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학생은 다문화가정(중국) 자녀 3인과 한국가정 자녀
2인으로 구성하여 비율을 맞추었고,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는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중
국인 부모 2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참여 동기, 변화과정 및
효과, 만족도, 일화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다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공동연구자가 비
언어적 의사소통과 요약 기록을 병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학생은 모두 미성년자들이기에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획
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고, 본 연구의 목적 및 질문, 진행 사항에 대해 미리 이메일 통
해 설명함으로써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학생 참여자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포커스 그룹인터뷰(FGI)의 학생 참여자
구분

그룹1

그룹2

대상

성별

연령

구분

A

남

8살

다문화가정 자녀

B

여

9살

한국가정 자녀

C

여

9살

한국가정 자녀

D

여

8살

다문화가정 자녀

E

남

5살

다문화가정 자녀

F

여

다문화가정 학부모

G

여

다문화가정 학부모

* 인터뷰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상 알파벳순으로 명기하였다.

3)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29일, 2학기 10주차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12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는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의 기본사항, 참여와 만족도,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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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외에 전반적인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에 대한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질적 조사 후, 2차 보완의 성격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4>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

<표 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항목
성별

연령

구분

비율(%)

남

83.3

여

16.7

5살

16.7

7살

25

8살

41.6

9살

16.7

1

기본사항

2

참여와
만족도

연령, 성별, 문화예술교육 경험,
재참여 의도
알게 된 경로, 참여 목적
참여 기간의 적절성
재미, 도움, 강사 만족도, 추천 의향

3

효과

달라진 부분, 좋았던 부분,
바라는 점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질적 분석 방법은 Hatch(2008)의 유형적 분석과 Seidman(2009)의 심층면
담(공식면담)의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Hatch(2008)의 유형적 분석은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해 구성 요소를 분해하기 위해, 관찰된 것을 범주화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정지은·이석규·정지영, 2013). 본 연구 자료의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 만들기’에 관한 비개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심층면담
(공식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질문 문항, 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해 측정하는 설문
지를 구성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 기록하였고, 면담 진행할 때 공
동연구자가 동시에 기록을 병행하였으며, 면담을 마친 후에 녹음된 내용을 전사 작업하
고,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점검 후에 최종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tch(2008)의 유형적 분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면담 전사본을 분석
할 때 질문 문항의 주요 주제들을 도출하고, 유형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여 해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데이터 발췌 부분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유형 내에서 영역
간의 패턴을 발견하였다. 확인된 패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범주로부터 일
반화하여, 최종적으로 일반화를 지지하는 데이터 발췌 부분을 선택하여 이론화하였다(정
지영·정지은·이석규, 2014).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비개입 데이
버 분석의 질적 연구와 교육과정의 효과를 측정한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통합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또한 자료의 해석 단계에서는 문화예술교육분야의 전문가 2인이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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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 만들기’ 사례에
나타난 다문화예술교육의 주요 특성을 ‘(1) 기획단계 : 다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협업
관계 구축’, ‘(2) 실행단계 : 공연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다문화예술교육’, ‘(3) 평
가단계 : 다문화예술교육의 개인적·사회적 효과’로 도출하였다.

IV.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 만들기 사례의 특성들
1. 기획단계 : 다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협업관계 구축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의 향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회를 이해하는 개
인적·사회적 맥락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정지은·이석규·김춘경, 2014).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매주 토요일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 소양
을 함양하면서, 친구·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
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여, 각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의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꿈다
락 토요문화학교의 특성이 담겨 있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일반 계층, 취약계층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
년·가족들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토요일에 하는 여가문화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 우
리 지역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일반적인 학원의 개념이 아닌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2016. 7. 11)

특히 2014년 천안시는 전국 도시재생 선도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15년부
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46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다문화·청년’의 메카 원도심을
목표로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사례인 ‘국경 없
는 문화 도시 천안 만들기’는 아트 브릿지와 연계되어 시너지가 상생하는 구조로 진행
되며,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우수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연구 사례의 기획 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은 지역문화예술함양 및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증대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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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졌고, 부서는 영상사업부와 공연사업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연사업부 안에
공연과 교육 두 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는 수
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아트브릿지 기획 공모 사업을 알게 되면서 수업의 방향이 확대되었
습니다. 아트브릿지는 어떤 대상을 정해서 가르치고, 참여한 대상이 또 다른 대상과 연계
되어 소통할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에는 다문
화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외국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경 없는 도시의
기사를 보고, 단순한 소통이 아닌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 기획자 2016. 8. 19)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의 기획과정에서 나타난 협업관계는 충남문화예
술협동조합 주관 및 천안시 도시재생센터,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력 아래 진
행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는 기존에 다문화가정 아이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한국인 가정 아이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경험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정착하고자 기획된 교육으로, 다양한 단체와의 협
업관계로 진행되었다. 특히 심층면담에서 기획자는 다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협
업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교육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협회에서는 한국인 가정 아이들과 수업
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설득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도움을 주었고,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의 협찬 등을 제
공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들이 수업에 참여하였고,
약 학생 2~3인당 한 교사가 담당하도록 배치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 사례에서 나타난
다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협업관계의 구축에 관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하였고, 도시재생센터, 다문화가정 협회와 연계되어 홍보
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
았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협회 분들이 다문화가족을 직접 만날 수 있도
록 도와주었고,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을 설득하여 우리 교육과정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
었습니다. (…) 또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연극영화과
를 졸업한 강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마다 사다리 연극협회에서 진행하
는 아동교육도 받으면서, 우리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 기획자 2016. 8. 19)

다문화예술교육의 사례인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 만들기’에서는 다문화사회로
정착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정체성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예술교육을 기획하여, 자
연스럽게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획단계에서 다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과정을 위해 협업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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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면서, 소통하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2. 실행단계 : 공연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다문화예술교육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의 교육과정은 2016년 4월 2일부터 11월 12일까
지 통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4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된 1학기는 다문화
가정과 한국가정의 자녀들의 각 오전·오후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아직 서로를
낯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2016년 8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2학기 수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한국가
정 자녀들의 합동 수업으로 이루어졌고, 1학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집하여,
아이들이 함께 각 나라별 문화 체험과 이해를 증가하기 위한 교육으로 실행되었다. 모
든 수업은 최종 공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참여하는 다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각 다문화가정 아이들
의 개인 이야기를 공연 속에 녹여 내기 위하여 직접 스토리 작가를 섭외하고, 음악도
제작하여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다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면담
과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정 아이들이 1학기에 선보인 작품은 <무지개를 지켜라>라는 창작공연이었는데, 예
산 안에서 작가를 섭외하고 음악 또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공연에 참여하기까지 그들의 스토리를 녹여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우리 공연의 목적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문화가
정 협회장님의 조언과 각 나라 어머니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으면서 효과적인 방
법들을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상처 받을까봐 하는 걱정 때
문이었어요. 공연의 줄거리는 한국인 가정 아이 한 명이랑, 스리랑카 아이,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같이 지내는 마을에 도깨비가 나타납니다. 이 아이들이 비가 오면 무지개를 만
드는 일을 하는데, 도깨비가 그것을 못하게 색종이를 가져가서 아이들이 색종이를 다시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색종이를 찾기 위해 각 나라의 문화로 도깨비를 이기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 기획자 2016. 8. 19)

<표 5>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회차
1
2

구분

교육 주제

활동 내용

한국가정

다문화란?

다문화가정

한국에 사는 우리는?

자기소개 및 부모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2학기

통합교육

open mind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아이들의 첫 만남

1학기

한국가정

나도 다문화 사람

1학기

자기소개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각 나라의 국기, 악기 등 나라별 문화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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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구분

교육 주제

활동 내용
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꾸러미 체험놀이

2학기
1학기
3
2학기

4

1학기
2학기

5

1학기
2학기

6

1학기
2학기

7

1학기
2학기

9

1학기
2학기

10

1학기
2학기

11

한국의 전통문화

통합교육

나도 스타! 뽐내기

한국가정

다문화 시장놀이

다문화가정

나도 한류스타

통합교육

우리는 친구

한국가정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한국가정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한국가정
다문화가정

1학기
2학기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각국의 전통 노래 배우기
각 나라의 시장 상인과 주인이 되는 놀이
한국드라마의 한 장면 체험
2인 1조가 되어 서로 얼굴 그려보기,
각자 나라를 대표하는 선물 교환

다문화 관련 영화관람 다문화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영화관람
한국 관련 영화관람

한국 영화를 통해 언어 습득 체험

우리의 주제곡 만들기 1학기에 만든 노래 팀 만들어 선보이기
우리들의 노래 만들기
뮤지컬 빨래란?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에 대한 가사 만들기
내가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가사 만들기
1학기에 관람한 작품 소개 및 노래 배우기

다문화 관련 공연관람 뮤지컬 빨래 관람 및 토론

통합교육

대본 읽기

한국가정

연극 역할 정하기

다문화가정

연극과 첫 만남

한국문화를 더 잘 알기 위해 만들어진
창작극 <빨리빨리>와 첫 만남

통합교육

외국인 되어보기

오디션 및 팀원 나라의 언어 배우기

1학기

2학기
8

다문화가정

한국가정
다문화가정

연극 장면 만들기

통합교육

마당을 나온 암탉 팀별로 대본 읽어보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창작극 <무지개를 지켜라> 역할 정하기

함께 만들어가는 연극 장면 만들기
단체곡 안무 습득 및 전통체험

한국가정
다문화가정

연극 공연 만들기

실제 공연처럼 준비하는 수업

연극 공연 만들기2

실제 공연처럼 소품과 의상 맞추기

통합교육
한국가정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한국가정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연극 공연

무대에서 부모님들과 지인들 앞에서 직접
공연 선보이기

출처 :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 만들기’ 운영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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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공연·노래·문
화놀이·공연관람’ 등을 활용하였고, 교육과정에 참여한 아이들이 직접 배우가 되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최종 11회차에 부모님들과 지인들을 초청
하여 창작연극으로 선보였다. ‘노래를 활용한 교육(4·5회차)’은 다양한 문화를 주제
로 하는 노래들을 만들어 자아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화놀이 프로그
램(2·3회차)’은 한국어를 배우며 시장에서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 다양한 나라의 언어
를 습득하여 함께 시장놀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공연관람(6회
차)’은 다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직접 학생들이 관람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준
비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의 예산은 공연을 보고, 만드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 렌
탈, 무대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에 가야 해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연 관람 작품으로 뮤지컬 빨래4)를 선정한 이유는, 다
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었고, 작품의 내용이 모두 함께한다는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타 작품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다문화가정 아이
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내용이 있어 역효과를 일으킬까봐 뮤지컬 빨래를 선택하였습
니다. 빨래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상처를 치유하는 내용이 잘 담긴 작품입니다.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 기획자 2016. 8. 19)
B: 1학기에는 인형 만들기도 했었고, 만든 인형으로 연극도 했어요. 2학기에는 극장에서 보
물찾기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C: 1학기에는 ‘무지개를 지켜라’라는 연극을 했는데, 도깨비 역할을 선생님이 맡고 아이
들이 다른 역할을 맡아 대본을 보면서 연극을 만들어 갔어요. 2학기에는 친구들이 더
많아져서 훨씬 재미있고, 게임할 때도 좋아요.
A: 저는 극장에서 보물찾기를 한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C: 저는 원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연극에서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참여 학생 포커스그룹 인터뷰 2016. 10. 29)

이처럼,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의 1학기 분리 수업은 각 연극 공연으로,
2학기의 수업은 합동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다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히는 다문화예술교육의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또한 교육 장르가 언어, 연극, 뮤지
컬, 요리 음악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아이들에
게 다양한 교육기회의 장을 제공하였다.

4) 창작 뮤지컬 빨래는 2005년 초연 이후 10년 넘게 사랑받으면서 일본 ·중국에도 진출하였고,
줄거리는 국가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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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단계 : 다문화예술교육의 개인적·사회적 효과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담당자는 심층면담5)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1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연초에 단체를 선발하고, 그 중간에 관리를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본 사례의 평가 단계는 예산을 집행하는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중간, 최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고, 이는 내년도 사업을 선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참여 학생 만족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나는 다시 국
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다’가 91.7%로 나타났으며, ‘수업의 운
영 기간에 대해서 적당하거나,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92%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 학생의 수업에 대한 흥미, 도움, 추천의향 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참여 학생의 설문조사 결과
항목

점수(5점 척도)

얼마나 재미있나요?

4.9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4.2

선생님은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주셨나요?

4.9

주변에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나요?

4.8

본 연구의 사례에서 통합 분석을 통해 나타난 다문화예술교육의 개인적·사회적 효과
를 정리하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협동심 형성’,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분석되었다.
1)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예술체험 활동을 경험한 학생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자신들의 편견이 깨지면서 새롭게 접한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
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전영은·김영순, 2013).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에
참여한 아이들 또한 개인적 효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관련된 면담 내용과 양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억에 남는 일화는 한국가정의 아이들 수업 때, 다문화가정 아이로 역할극을 진행했던 것

5)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심층면담.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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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실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런 에피소드로 진
행하였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왔어? 냄새나는 것 같아” 등의 대사로 상황을 재현하였습
니다. 한명씩 진행한 후 극 중에 선생님이 개입하여 극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은 모두 친구를 놀리는데 가만히 있었어?”라고 물어보자 아이들은 본인이 나서면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봐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방관이 나쁜 것이
라는 것을 설명해주었고, 이제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위해 나서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마음을 이
해하고,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 기획자 2016. 8. 19)
C: 다문화 친구들을 보니까 외모도 다르게 생기지 않았고, 한국인 같이 생겨서 저는 처음에
다문화 친구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랑 다르지 않고, 너무
착했어요. 사실 모르는 것도 있으면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다 알아서 척척해내요.
B: 저는 이제 다문화 친구들 보면 먼저 다가가서 모르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참여 학생 포커스그룹 인터뷰 2016. 10. 29)

■
■
■
■
■
■
■
■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다
토요일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다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교생활이 활기차졌다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이 즐거워졌다
잘 모르겠다

〔그림 1〕 교육과정을 통해 나타난 개인적 효과
2)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협동심 형성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으로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서로 간에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이 형성되었다는 사회
적 효과가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아이들은 “친구들도 많아졌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생겼어요.”, “친구들이랑 연극 공연을 함께해서 좋았어요.” 등으로 작성하였다. 이처
럼 수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협동심이 형성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하였다.
1학기 다문화가정 아이들 수업 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억하기로, 다른 아이들은 모두 크게 웃고 떠드는데 스리랑카 아이 혼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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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서서 조그맣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돌아서서 소심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
의 문이 닫혀있다는 걸 느꼈어요. (…)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가장 변하게 된 계기를 생각
해보면 공놀이를 할 때였습니다. 서로가 땀을 많이 흘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도 모
르게 친분이 점점 쌓여간 것 입니다. 물론 하나의 계기는 아니겠지만 서서히 친구들끼리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칠 때쯤 아이들의 행동도 자신감이 생기고, 학
습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 기획자 2016. 8. 19)
C: 저는 친구들한테 이 수업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제 친구한테도 추천해서 같이 지금 수
업을 듣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A: 친구랑 같이 오고 싶어요. 1학기 때 왔던 친구들이 다 2학기에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D, E: 맞아요. 저도 주변 친구들 다 데려오고 싶어요.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요.
(참여 학생 포커스그룹 인터뷰 2016. 10. 29)

이처럼 다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벽을 서로 허무는 계기
가 되었고, 나아가 공연을 통해 협동심을 형성하는 전인적 교육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3)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
선행연구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있을 경우, 향후 문화예
술의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은, 2016a; Ateca-Amestoy &
Prieto-Rodriguez, 2013; Bourdieu, 1968; NEA, 1996). 유년시절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에 대
한 중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 교육과정에 참여한 아이들은 비생산적 여가활동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존 여가 생활의 새로운 변화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와 관련된 면담 내용과 양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C: 원래 주말에는 학교 도서관에 갔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수업에 참여하면서 훨씬 재미있
어졌어요. 1학기에는 ‘무지개를 지켜라’라는 연극을 했는데, 도깨비 역할을 선생님이
맡고, 아이들이 캐릭터를 맡아 대본을 보면서 연습했어요. 전 원래 배우가 꿈이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너무 좋고, 계속 하고 싶어요.
B: 학교에서는 잔소리도 많고, 아이들이랑 잘 지내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곳에서는 선생님
이랑 친구들 모두 자유로워서 좋아요.
(참여 학생 포커스그룹 인터뷰 2016. 10. 29)
E: 보통 주말에는 아이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수업에 참여하니까 너무 재밌어하고, 예술에도 더 흥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이
들이 너무 좋아해서 파키스탄 어머니랑 주변에 제가 소개해준 곳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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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저도 E의 추천을 받아서 이 수업을 알게 되었어요. 수업 내용이 매번 새로운 게임, 수궁,
그림·미술, 음악·노래들을 접하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저도 만족스러워요.
(학부모 포커스그룹 인터뷰 2016. 10. 29)

■
■
■
■
■
■

TV, 휴대폰, 게임을 하는 시간이 줄었다
자신감이 늘었다
다른 문화의 친구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잘 모르겠다

〔그림 2〕 교육과정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효과
이렇듯 본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새로운 여가문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술적 안
목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
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사례인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의 기
획·실행·평가 단계의 특징들을 통합적 연구로 분석하여, 향후 다문화예술교육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사례의 기획 단계에서는 다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협업
관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협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도움을 주었고,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공간을,
그리고 인력들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한국인 가정 아이들이 문화예술의 경험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
게 정착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아이들
이 함께 소통하는 다문화예술교육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분야, 문화예술 분야,
지역의 다양한 협력 관계가 기획 단계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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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사례의 실행 단계는 2016년 4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2학기에 걸쳐서 진행
되었다. 1학기는 2016년 4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다문화가정 자녀와 한국가정 자녀들이
각 오전·오후 수업으로 분리되었으며, 이후 2학기는 2016년 8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다문화가정 자녀와 한국가정 자녀들이 함께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학기는 한국
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언어, 연극, 뮤지컬, 요리, 음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2학기는 각 나라별 문화 체험
및 이해를 증가하기 위하여 합동 공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다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과정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예술교육의 실행
단계에서는 연극, 뮤지컬, 음악, 공연 관람 등의 다양한 융복합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야,
공연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다문화예술교육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사례에서 나타난 개인적·사회적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면, ‘다문
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협동심 형성’,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분석되었다. 특히 ‘국경 없는 문화 도시 천안만들기’에 참여한 아이
들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깨지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인적 효과와 서로 간에 공
동체 의식과 협동심이 형성되는 사회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본 교육과정에 참여한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
와 일반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와 향후 기획·실
행·평가 단계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기에,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학술
적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 대상의 규모가
작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향후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다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일회성 교육을 지양하고, 지
역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
동·청소년·성인·노인 등의 다양한 연구 대상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다문화예술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조사 후, 2차 보완의 성격으로 양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참여 전·후로 나누어 양적 연구를 진행
하여 명확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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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Analysis on the Management Plans for Multi-cultural
Arts Education: Focusing on a making a cultural city,
Cheonan, without borders
Ji-Eun, Jung
(ChungNam Institute)
So-Min, Yoon
(Sungkyunkwan University)
Multiple cultures is attracting attention today as the nation is going through rapid
changes by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making a cultural city, Cheonan, without borders’ as an advanced cas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Korean family exchanging cultural arts activity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planning·implementation·evaluation stage of multi-cultural
arts education and to provide implications regarding the operation strategy of
multi-cutural arts education of the future.
Also, this study conducted and analyzed in-depth interview, focus group interview,
and questionnaire and analyzed them comprehensively.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various agencies was constructed for planning
stage and was conducted with support of Chungnam Culture & Art Cooperative,
Cheonansi Urban Restoration Center, and Cheona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econdly, the implementation stage was conducted through separated class in
1st semester by recruiti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Korean family
separately and through integrated education in 2nd semester. This was completed by
presenting a joint performance to increase cultural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by
country, and became an educational process that expanded understanding of multiple
cultures and Korean culture. Thirdly, the integrated positive effects appeared in the
case of this study included ‘understanding and compassion for multiple cultures,’
‘cultivation of community spirit and formation of cooperative spirit,’ and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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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cultural art.’ Lastly, this study proposed implications through result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a follow-up study.
Key words: Cultural arts education, Arts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Kumdarak
Saturday Cultural School, making a cultural city Cheonan without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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