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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정책의 적극적인 구상 및 실천 방안으로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잠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신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194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청

소년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나,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과 공적개발원조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경험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공적

개발원조 사업 참여 대한 관심은 낮았으나,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적 특성을 강점으로 부각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미래 공적개발원조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차세대 리더로서 다문화청

소년의 미래생활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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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가 2006년 다문화정책을 처음 수립한 이후 지난 10년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인

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시기로 변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급

속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족과 자녀 세대를 포함한 구성원들

이 자신의 잠재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인 것이다.

행정자치부(2016)에 의하면, 2015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711,013명

으로 총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11.5%인 197,550명이 만 0

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외국인주민 자녀4)이다. 특히, 외국인-한국인 부모인 경우가 183,181명

으로 92.7%를 차지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2016년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99,186명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 

74,024명, 중학교에 15,105명, 고등학교에 10,057명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17). 고등학교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에 비하여 중학교, 초등학교로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학생 수의 증

가폭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양적 증가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이어졌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정부 부처와 여러 단체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상담 및 교육,

언어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운동 등 많은 정책안을 입안하고 교육현장

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중단율은 1.01%로 전체 청소년 

0.83%보다 높은 수준이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5명 중 1명은 학업이

나 취업, 직업훈련 등 어느 것도 하는 일 없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이다(정책브리핑, 2016년 3월 9일자). 다문화청소년의 내부적 다양성을 고

려하기 보다는 이들을 일률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식하다보니 의도하지 않는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김현철, 모상현, 오성배, 2015). 그로 인하여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사회적 편

견에 내면화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 잘 성장하도록 적극적

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성장

4) 행정자치부가 정의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다음과 같은 범위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모두 외

국인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부모 모두 한국인인 가정에서 출생했으나 부모의 이혼

이나 사별 등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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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별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이중 언어 역량 제고, 진로설계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특히, 여성

가족부는 2016년부터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가족갈등,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지 

않도록 가족관계 개선, 정체성 형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체육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기원, 한국 잡월드 등과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정책브리핑, 2016년 8월 8일자). 이처럼 다문화가족과 그 자

녀들이 지닌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능력이 우리 사회의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에 24번째로 가입함에 따라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지니게 되었다. 해방 

직후의 한국이 빈곤국가에서 놀라운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큰 규모의 원조

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빠른 전후 복구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필요

한 토대를 제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최근 종결되고 2016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새롭게 추진되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공여국으로서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국의 수요

를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한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양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형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추진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국제협력개발위원회, 2014). 그러나 ODA 사업의 급격한 팽창에 비해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가 길지 않아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는 계속 문제로 제기되는 실정이다(권율, 2011). 전문성

과 현장경험 등 양질의 역량을 갖춘 ODA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황혜신,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발

도상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ODA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온 다문화가족의 인력활용이라는 이슈와 연계하여 그 실마리를 모색하고자 한다. 정

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생형 ODA 사업의 수원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문화가족을 

ODA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연계 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 다문화가

족은 수원국에 대한 지식과 의사소통 및 현지 문화적응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래 ODA 인재로의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생

득적 환경에서 체화된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 등 문화적 다양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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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삶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진로설정의 동기를 제

공할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수원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이 넓은 만큼 준비된 ODA 인력으로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정책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 사

회는 ODA 인력으로서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활용에 관한 방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실

효성 높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취약점으로 인식되는 다문화적 특성을 

오히려 이들의 강점으로 부각시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인 ODA 참여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ODA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

을 대상으로 ODA에 대한 정보 및 ODA 사업 참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ODA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 실태

조사는 일부 이루어졌으나(김정숙 외, 2014 ; 권율, 이주영, 유애라, 2014), 다문화청소년 대

상의 ODA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다문화정책의 적극적인 구

상 및 실천의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ODA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잠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ODA 사업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

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ODA 현황 

1945년 UN이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하며, 세계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UN아동기금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를 설

립하면서부터 ODA가 시작되었다. 즉 ODA는 한 국가의 중앙 정부를 비롯한 지방 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원조는 자금뿐만 아니

라 기술협력도 포함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과거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던 단계를 

넘어 이제는 공여국의 국가경영을 위한 효율성과 자립, 교육, 거버넌스 등이 중요해졌다.

한국의 ODA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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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

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을 기본정신으로 한

다. 이러한 ODA의 기본정신은 한국 ODA의 철학이자 근간으로서 ODA 정책과 집행과 관

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고 있었던 1960

년대부터 원조 공여국으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3년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연수생 

초청사업을 실시하면서 최초로 ODA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물자와 

자본을 지원함과 동시에 해외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파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ODA를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ODA

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유·무상원조 전담기관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조 실시 

체제를 확립하였다. 1987년에 재무부가 300억 원 규모를 출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창설하고, 기금의 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였으며, 1991년에는 무상협력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치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 ODA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 행령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서 ODA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하여 2017년 한국의 ODA 사

업 총규모(요구액 기준)는 2조 7,286억원으로  2016년 확정 예산(2조 4,394억원) 대비 2,892

억원 증가하였다. 이러한 ODA 양적 확대와 함께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

하는 ODA’라는 기본원칙 하에 ODA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국무조정실, 2015년 11월 10일

자). 특히 ‘함께하는 ODA’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의 ODA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대를 의미한

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ODA는 국제적 수준

으로 끌어 올리지 못했던 원인으로 지적된 국민적 공감대 부족, 전문인력 부족(김철희, 2011

; 박복영 외, 2014) 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은 ODA 전문인력

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ODA 전문인력은 분야별 전문성·지역과 현장경험 및 개발원조에 

관한 지식·의사소통(영어 및 현지어)과 프로젝트 사이클의 종합적인 관리 및 문화적응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 요구된다(장현식, 2008). 그렇기 때문에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는 

ODA 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ODA 인력은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전문가로 성장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ODA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육성 및     

경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권율, 2011). 그로 인하여 수원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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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

원국인 해당 국가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인력 양성 

및 파견이 시급하다.

2. 다문화청소년과 ODA

다문화청소년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 속에서 생활하며 성장한다. 그로 인하여 다문화청

소년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상이한 문화를 경험함에 따라 의사소통과 학업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갈등 등 여러 문제적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대체로 한국어 능력 부족, 학습 부진, 집단 따돌

림, 정체성 혼란 등으로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박미숙, 이미정,

2014 ; 유창준, 김건태, 임상호, 2012 ; 윤경식, 장일식, 2015 ; 이상호, 김대군, 박균열, 2015)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오성배·서덕희,

2012).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종단적 변화 추이(2011년~2015년)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요

인 중에서는 교우관계 수준이 향상했고, 집단 괴롭힘에 의한 피해경험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 다문화수용성도 다소 증가하는 등 이러한 변화 양상은 긍정

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의 수준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고,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김현철, 모상현, 오성배, 2015).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간의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에서 주목할 만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이나 직업 포부 수준 등은 괄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

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은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직업 포부 수준, 진로탐색 및 향후 진로 계

획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유경, 류재윤, 방흥복, 2012).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게 관련 정보를 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진로에 대해 진지

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류방란 외, 2012).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은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높았다(이지민, 오

인수, 2013).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한 환경요인들이 진로목표 및 동기부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진로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선혜연, 2015). 이처

럼 진로장벽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가 적절치 않을 경우 정

체성 정립 및 미래생활설계에 결정적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진의남, 김선혜, 2012),

이들을 위한 진로설계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결과,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53.7%)가 가장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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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훈련(42.0%), 일자리 소개(39.0%) 순으로 진로 및 직업관련 요구가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17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이, 18세 이상에서는 직

업기술훈련이나 일자리 소개 등 보다 구체적인 취업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

숙 외, 2016). 이러한 경향은 그동안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단계에 집중되었던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의 연령대를 확대하여 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중 고등학교 학령기는 Super(1990)의 진로발달단계 중 성장기와 탐색기에 해당하는 시

기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설계가 필요한 시기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참여를 통하여 긍정

적 소속감, 공동체 의식, 성취감 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상호, 김대군, 박균열,

2015).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스스로 주어진 일

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성공 경험이 축적되어

야만 가능하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의 취약점으로 생각하는 다문화적 특성을 오히려 이

들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스스로 외국인 부모

로부터 물려받은 언어,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양한 유산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지닌 이중 언어 역량 및 다문화수용성을 강점으로 강화시킨다면 개인적 차

원으로는 자기효능감 향상 및 진로발달 등을 이끌 수 있으며, 사회·국가적 차원으로는 한국 

ODA 사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로서 잠재력을 예견해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ODA 참여 관련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해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활동 참여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임파워먼트를 부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 참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

계에 거주하면서 지구촌의 아동과 주민들을 돌본다는 점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도전정신

을 기를 수 있게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황기우, 2010). 정부와 민간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

는 ODA 사업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청년들을 위한 해외 일자리 사업 추진 측면에서 미

래 한국의 성장 동력인 청소년에게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이태주, 2011). 특히 수원국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ODA 인력으로 활용함은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연계

를 강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원국에 대한 지원만이 아닌, 공여국인 한국의 성장을 도모

하는 상생형의 OD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 대상 ODA 관련 사업은 정부부처 산하기관,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

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 및 국제개발   

NGO 등에서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는 해외자원봉사프로그램과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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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강, 교류프로그램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ODA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은 매우 찾기 어려울 실정이다5). 다만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선발대상 및 선발 시 참가비용에 대한 배려를 일부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인재로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

하고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며 청소

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을 위해 국가 간 교류, 지자

체 교류, 기관 및 단체 국제 교류 시 이주배경 청소년 인력을 활용하여 외부 인사 영접 및 

통역 등의 역할 수행,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풀 관리 운영 모

델을 개발ž실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종합대책(2016)’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에 대비한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이들의 

성장배경을 고려하여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 발달 지원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통합적

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다문화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

을 위해서는 ODA 인력 양성 등 실효성 높은 진로설계 지원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분야

별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인 

5)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월드프렌즈(코리아)’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파견대상과 상관없이 한국정

부 파견 해외봉사단임을 의미한다. 월드프렌즈는 그 동안 분산되어 있던 각 행정부처의 해외봉사단사

업을 통합하여 2009년에 출범하였다(http://www.worldfriendskorea.or.kr/view/eng.intro.brand.do).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꿈꾸는 청년봉사단 3기(2015) 참여자 중 1명은 다문화청소년으로 부모의 출

신국인 필리핀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꿈꾸는 청년봉사단은 만 16세부터 23

세까지의 대학에 재학하지 않는 청년 중 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안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탈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이다. 또한 KOICA는 다

문화청소년을 선발하여 단기 해외봉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 9월에 인천 한누리 

학교에 재학 중인 7명의 다문화청소년을 선발하여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3박 5일)을 진행하였다

(http://blog.naver.com/prkoica/2208726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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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신으로 한

정하며,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소재 다문화청소년이 재학 중인 대안학교 및 다문화장학재단, 서울시 소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조사방법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1월 7일까지 구조

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총 19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채택하였다.

<표 1-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94)

변인 구분 빈도 %

성별
남

여

96

98

49.5

50.5

재학상태

(연령 : M=15.3세, SD=1.84)

중학교

고등학교

123

71

63.4

36.6

부모와 동거여부 

부모 모두 동거

어머니만 동거

아버지만 동거

기타 가족원과의 동거

156

7

3

16

85.7

3.8

1.6

8.8

해외방문 및 체류경험

없음

있음

47

144

24.6

75.4

방문이유

(복수응답)

가족 및 친지 방문

여행 및 문화체험

봉사활동

학업 

89

37

10

7

-

방문기간

1주일 이내

8일 ~ 10일 이내

11일 ~ 15일 이내 

16일 ~ 30일 이내

1개월 ~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37

9

18

36

4

2

22

29.1

6.3

14.2

28.3

3.1

1.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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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94)

변인 구분 빈도 %

출신국

아

버

지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나이지리아

 기타

 - 러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152

 21

  5

  2

  2

  2

  2

  8

78.4

10.8

 2.6

 1.0

 1.0

 1.0

 1.0

 4.0

어

머

니

 일본

 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태국

 기타

 - 네덜란드, 이집트, 키르키즈스탄 

78

44

23

19

15

 5

 3

 2

 2

 3

40.2

22.6

11.9

 9.8

 7.7

 2.6

 1.5

 1.0

 1.0

 1.5

본인
한국

외국

157

 37

80.9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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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94)

변인 구분 빈도 %

부모의 교육수준

아

버

지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8

22

73

61

19

4.3

12.0

39.9

33.3

10.4

어

머

니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1

10

73

89

11

0.5

5.4

39.7

48.4

6.0

부모의 직업

아

버

지 

전문직

사무직

공장 및 건설노동자

군인

자영업

농-임-어업

서비스직 및 야간업소 관련 일

무직 및 기타

12

52

57

3

26

2

14

22

6.4

27.7

30.3

1.6

13.8

1.1

7.4

11.7

어

머

니

전문직

사무직

공장 및 건설 노동자

자영업

농-임-어업

서비스직 및 야간업소 관련 일

전업주부

24

31

9

16

1

23

83

12.8

16.6

4.8

8.6

0.5

12.3

44.4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1~1-3>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49.5%)

과 여학생(50.5%)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평균 약 15세로 중학생은 약 63%, 고등학생은 

약 37%였다. 해외방문 및 체류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75%이며, 방문이유로는 가족 및 친치 

방문, 여행 및 문화체험, 봉사활동, 학업(어학연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기간은 1주일 

이내가 약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6일 이상 30일 이내(28.3%),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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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1일 이상 15일 이내(14.2%)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한국에서 태

어났다(80.9%), 부모의 출신국의 경우 아버지가 한국 출신이 가장 많았고(78.4%), 일본 출신

(10.8%), 중국 출신(2.6%) 순이며, 어머니는 일본 출신이 가장 많았고(40.2%), 한국 출신

(22.6%), 필리핀 출신(11.9%), 베트남 출신(9.8%), 중국 출신(7.7%)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39.9%)과 대학교 졸업(33.3%)이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어머니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48.4%)과 고등학교 졸업(39.7%)이 나타났다. 부

모의 직업에 있어서 아버지의 경우 공장 및 건설노동자는 약 30%, 사무직이 약 28%, 자영

업이 약 14%, 무직 및 기타는 약 12%, 서비스직 및 야간업소 관련 일은 약 7%, 전문직은 

약 6%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약 44%이며, 사무직은 약 17%, 전문직은 

약 13%, 서비스직 및 야간업소 관련 일은 약 12%, 자영업은 약 9%, 공장 및 건설 노동자는 

약 5%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약 86%가 부모 모두와 동거하며, 부모 중 어머니와 동

거하는 경우는 약 4%,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는 약 2%이며, 부모를 제외한 가족원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약 9%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한 문항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ODA에 관한 인

식 측정을 위한 척도로 구성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ODA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ODA에 대한 중요도, ODA에 대한 정보 수준 및 접근 매체, ODA 참여에 대한 

관심 및 필요, ODA 관련 교육·훈련 참여 의사, 부모 출신국에 대한 ODA 활동 참여 의사,

ODA 관련 직무 종사 의사 및 ODA 사업 관심분야를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문항

은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ODA 관련 연구 및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6인과 정책관

계자 2인의 감수를 통하여 내용 타당도를 구하였다.

ODA에 관한 인식 측정도구 중 ODA 사업 관심분야를 제외한 변인별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OD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측정된 문항

에 대한 전반적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성별×학교급, 성

별×해외방문 및 체류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ODA에 관한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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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다문화청소년의 ODA에 관한 인식

1) ODA에 대한 정보 수준 및 접근 매체 

정부의 ODA 사업 실시에 대해 다문화청소년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는 <표 2>와 같다. 4점 만점에 2.33점(100점 환산 시 약 58점)으로, 다문화청소년은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ODA 사업 실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정부가 대외원조를 실시하고 있

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ODA 정책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청소년들은 정부가 ODA를 시행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이상(54.2%)으로 나타났다(권율, 이주영,

유애라, 2014). 한편, 한국의 ODA에 대한 정보는 TV(50.0%)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25.0%)으로 응답하였다.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한국의 ODA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 외 친구, 친척 등 주변 사람들(11.9%), 공공기관 홍보 책자 및 

도서(4.8%), 시민단체-자선단체의 활동(4.8%), 신문(2.4%), 대중교통 및 옥외 광고(1.2%) 순으

로 한국의 ODA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ODA에 대한 정보 수준 및 접근 매체 

(N=194, 4점 만점)

변인 구분 N(%) M(SD)

ODA에 대한 

정보 수준

및 

접근 매체

매우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전혀 모름

16( 8.2)

70(36.1)

70(36.1)

38(19.6)

2.33(.88)

접

근

매

체

TV

신문

인터넷

대중교통 및 옥외 광고

친구, 친척 등 다른 사람들

공공기관 홍보 책자 및 도서

시민단체-자선단체의 활동

42(50.0)

2( 2.4)

21(25.0)

1( 1.2)

10(11.9)

4( 4.8)

4(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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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청소년의 ODA에 대한 중요도 및 기여도

다문화청소년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ODA의 중요도 및 기여도에 관한 인

식 수준은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를 위한 ODA를 실

시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평균 4점 만점에 3.33점(100점 만점 환산 시 

약 83점)으로, ODA에 대한 중요성을 대체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DA가 

개발도상국와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수준도 평균 4점 만점에 3.25

점(100점 만점 환산 시 약 81점)으로, 한국의 ODA 사업이 수여국에게 효과적이라고 평가하

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 ODA의 중요도 및 기여도

(N=194, 4점 만점)

변인 구분 N(%) M(SD)

ODA의 중요도

매우 중요함 

어느 정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73(37.6)

114(58.8)

5( 2.6)

2( 1.0)

3.33(.58)

ODA의 기여도

매우 도움이 됨

어느 정도 도움이 됨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61(31.4)

123(63.4)

8( 4.1)

2( 1.0)

3.25( .58)

3) 다문화청소년의 ODA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 및 필요 

다문화청소년의 ODA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은 4점 만점에 평균 2.77점(100점 만점 환산 

시 약 69점)이며, 다문화청소년이 ODA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필요 수준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3.21점(100점 만점 환산 시 약 80점)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 본인의   

ODA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과 집단으로서의 다문화청소년이 ODA 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

성에 대해서는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ODA 사업 참여 대한 관심은 낮았으나,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협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이 ODA 사업에 직접 참여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중 약 5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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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M(SD)

ODA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

매우 관심 있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별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31(16.0)

96(49.5)

59(30.4)

8( 4.1)

2.77( .76)

부모 출신국 및 저개발 국가에 대한  

ODA 사업 참여 의사

있음 

없음

97(51.1)

93(48.9)
-

다문화청소년의 ODA 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

매우 필요함

어느 정도 필요함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55(28.4)

126(64.9)

12( 6.2)

1( 0.5)

3.21( .57)

부모님 출신국 및 개발이 필요한 국가를 위하여 ODA 관련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표 4> 참조).

<표 4> 다문화청소년의 ODA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 및 필요 

(N=194, 4점 만점)

4) 다문화청소년의 ODA 관련 교육(훈련) 참여 및 관련 직무 종사 의사

다문화청소년의 약 25%만이 ODA 분야의 교육에 대하여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ODA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의사는 4점 만점에 2.76점(100점 만점 환산 시 약 

69점)이며, 향후 ODA 관련 직무 종사에 대한 의사는 4점 만점에 2.71점(100점 만점 환산 

시 약 68점)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는 앞서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ODA 참여에 대하

여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ODA 관련 교육(훈

련) 등 실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단

편적인 기회 및 정보 제공이 아닌 ODA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성과에 대하여 청소

년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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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문화청소년의 ODA 관련 교육(훈련) 참여 및 향후 관련 직무 종사 의사

(N=194, 4점 만점)

변인 구분 N(%) M(SD)

ODA 관련 교육 참여 여부
있음

없음

48(25.1)

143(74.9)
-

ODA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의사

적극 참여하고 싶음

참여하고 싶음

참여하고 싶지 않음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음

20(10.3)

113(58.2)

55(28.4)

6( 3.1)

2.76( .67)

향후 ODA 관련 직무 종사 의사

적극 참여하고 싶음

참여하고 싶음

참여하고 싶지 않음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음

18( 9.3)

105(54.4)

66(34.2)

4( 2.1)

2.71( .66)

5) 다문화청소년의 ODA 관심분야

<표 6> 다문화청소년의 ODA 관심 분야

(N=194 / N(%) / 4점 만점)

분야
매우 

관심있음

관심

있음

관심 

없음

전혀 

관심없음
M(SD)

[건설] 학교, 관청,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42

(22.0)

74

(38.7)

63

(33.0)

12

( 6.3)
2.76(.87)

[사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난민 등 지원활동
31

(16.0)

101

(52.9)

51

(26.7)

8

( 4.2)
2.81(.75)

[환경] 나무심기, 동물보호 및 환경교육시설 만들기
49

(25.7)

89

(46.6)

47

(24.6)

6

( 3.1)
2.95(.79)

[교육] 아동교육, 문맹교육, 언어교육, 문화교육 등
40

(20.9)

75

(39.3)

62

(32.5)

14

( 7.3)
2.74(.87)

[문화] 문화유산 및 유적지 보존활동, 지역축제 지원
39

(20.4)

87

(45.5)

55

(28.8)

10

( 5.2)
2.81(.82)

[예술] 예술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보조업무 등 
49

(25.7)

83

(43.5)

48

(25.1)

11

( 5.8)
2.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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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의 ODA 관심분야에 대한 세부 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환경 분야(2.95점),

예술 분야(2.89점), 문화 분야(2.81점), 사회 분야(2.81점), 건설 분야(2.76점), 교육 분야(2.74

점)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6> 참조). 대체로 교육 및 건설 등 자신의 주도적인 참여가 요

구되는 분야보다는 환경, 예술, 문화, 사회 영역 등 학교교육 과정 중 봉사활동을 통해 접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인도주의적 성향이 높은 분야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해외방문 및 체류경험 여부에 따른 ODA에  

관한 인식

다문화청소년의 성별×학교급, 성별×해외방문 및 체류경험 여부에 따른 ODA에 관한 인식 

중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ODA에 대한 정보수준(F=8.99, p=.003)과 성별×해외방문 및 체류경

험 여부에 따른 ODA의 기여도(F=4.03, p=.046)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

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라 ODA에 대한 정보수준이 집단 간 차이를 보여 고등학생

이 중학생에 비해 한국의 ODA에 대한 정보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ODA의 기여도는 성별

과 해외방문 및 체류경험 여부 각각에 대해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해

외방문 및 체류경험 여부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해외

방문 및 체류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ODA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였

고, 해외방문 및 체류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ODA의 기여도를 높게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ODA 관심분야에 있어서는 성별×해외방문 및 체류경험 여부에 따라 전 

분야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성별×학교급에 따라서는 사회, 환경, 교육 분

야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사회 분야에 대한 관심은 성별(F=6.60, p=.011), 성별×학교급

의 상호작용 효과(F=5.25, p=.023)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분야의 ODA 사업에 관심이 높았으며,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사회 

분야의 ODA 사업에 관심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사회 분야의 ODA 사업

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성별×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

(F=4.39, p=.038)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여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환경 분야의 ODA

사업에 관심이 높은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환경 분야의 ODA 사업에 관심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급(F=9.81, p=.002)과 성별×학교급의 상호   

작용 효과(F=5.68, p=.018)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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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총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ODA에 대한 

정보수준

성별

학교급

성별×학교급

오차

.08

6.79

.52

143.50

1

1

1

190

.08

6.79

.52

.76

.10

8.99**

.69

ODA의 기여도

성별

해외방문 및 체류 경험 여부

성별×해외방문 및 체류 경험 여부

오차

.04

.00

1.33

61.74

1

1

1

187

.04

.00

1.33

.33

.11

.00

4.03*

O

D

A

의 

관

심 

분

야

사회

성별

학교급

성별×학교급

오차

3.59

.47

2.86

101.79

1

1

1

187

3.59

.47

2.86

.54

6.60*

.86

5.25*

환경

성별

학교급

성별×학교급

오차

1.06

.09

2.73

116.34

1

1

1

187

1.06

.09

2.73

.62

1.70

.14

4.39*

교육

성별

학교급

성별×학교급

오차

2.69

6.98

4.04

132.99

1

1

1

187

2.69

6.98

4.04

.71

3.79

9.81**

5.68*

예술  

성별

학교급

성별×학교급

오차

1.45

3.76

.04

133.35

1

1

1

187

1.45

3.76

.04

. 71

2.03

5.27*

.05

분야의 ODA 사업에 관심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교육 분야의 ODA 사업에 관심이 높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육 

분야의 ODA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급(F=5.27,

p=.023)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여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예술 분야의 ODA 사업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았다.

<표 7> 다문화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해외방문 및 체류경험 여부에 따른 ODA에 관한 인식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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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을 ODA 인력으로 양성하

여 ODA 사업 참여 확대를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들의 ODA에 관한 인식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신으로 중·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194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ODA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ODA에 대한 정보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ODA와 관련된 정보 수준뿐 아니라 ODA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결과는 ODA와 관련된 정보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ODA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박복영, 김형종, 박장호, 2015)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지속적으로 ODA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차

세대에게 ODA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ODA의 의미와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청소년 

지원기관 등을 활용하여 ODA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 스스로 차별의 요인으로 느꼈던 생득적 환경이 장점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가족환경이 다문화라는 것은 미래 ODA 인력으로서의 절대적인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오히려 글로벌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특

히,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이중 언어 및 다문화수용성이 자신의 소중한 역량임을 인식하는

(정지윤, 문성호, 2011)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과 더불어 부

모대상 관련 교육이 병행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 청소

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는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Ma, & Yeh, 2010), 진로결정 과정에서도 부모 의존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Leong, 1991).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다. 부모는 자녀의 가치·흥미·기술의 개

발에 영향을 주며, 진로결정에 대한 동기부여와 경력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eller

& Whiston, 2008). 이러한 부모대상의 교육적 효과는 부모 스스로 ODA 사업에 대해 관심

을 가질 뿐 아니라 자녀의 진로 방향 설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ODA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경험은 미비하며, 향후 ODA 관련 교

육·훈련에 대한 참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할 의사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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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역시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장임숙, 김희재, 2013),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관련 기회 제공 및 경험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ODA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전체 청소년 대상 ODA 관련 사업 

역시 ODA의 근간이 되는 국제개발협력의 정신과 취지와의 연계는 부족한 실정이다(김정숙 

외, 2014).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머무는 경우가 많

았으므로 청소년들이 미래 ODA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

그램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공교육 현장에서 ODA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뒷받침해 준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눈높이에 맞는 ODA 관련 교육내용이 

교과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살펴보

면, 일부만이 ODA와 KOICA 등의 용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고등학교 1학

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2015개정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공존과 지역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의 한 예로 ODA가 제시되어 있다. 향후 공교육에서 ODA의 중요성,

ODA 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방법 등 관련 정보 제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정규 수업시간 이외 방과 후 수업이나 특별활동을 통하여 심화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개념을 학교, 지역, 국가

를 넘어 세계로 확장시키는 다중정체성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Banks, 2008). 사회통합 및 

상호공존을 위하여 평등과 공동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적 접근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다

문화청소년 스스로 지구촌 공동체의 주체적 변화를 유도하는 세계시민이라는 긍정적 인식

을 심어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청소년들이 더 이상 편견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

적 고정관념에 의해 비다문화청소년들과 구분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국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

제를 활용하여 ODA 관련 사업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및 참여욕

구를 높이는 전략적인 접근도 유용할 것이다. ODA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자유학기제의 진

로탐색활동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ODA 관련 직업체험과 봉사활동 등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 체계 내에서 진행되는 ODA 관련 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의 

ODA 정보 접근의 취약성과 진입장벽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ODA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며,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ODA 사업 참여의 기회 제공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성별과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ODA 사업 분야에 대한 관

심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 대상 ODA 관련 

교육 및 훈련을 기획함에 있어 학교급뿐 아니라 해당 학교급별 학생의 성별에 따라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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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참여 및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이들의 

ODA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별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된 교육 안 확보가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ODA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문

화청소년이 차세대 ODA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사회, 국가적 차원의 특성화된 지원 전

략이 요구된다. 다문화청소년 중 ODA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가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인력 

Pool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

제협력 및 국제교류 관련 프로그램 실시 시, 다문화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장기적인 미래 혜안을 가지고 수원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다문화청

소년을 ODA 인력으로 양성함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지출되는 사회적 비

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

문화청소년들의 ODA 인력으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인력 양

성도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문화청소년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출 때까지 ODA 관련 사업 참여 기회 마련을 위

해서는 우선선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만을 특화하

여 해당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여성가족부, KOICA

등이 주관하는 ODA 사업에 있어 다문화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영역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 스스로 동

기유발 할 수 있는 기회제공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ODA 참여 사

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한다. 앞서 ODA 인력으로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삶

을 영위하고 있는 역할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

성, 진로결정 및 미래생활설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바로 ODA 사업에 투입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때 다문화청소년들은 

장래의 국제협력을 실천하는 주역으로서 그리고 강력한 지지자로서 성장하는 데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리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ODA 사업 참여를 위한 이들의 인식에 대하여 탐색적

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후속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주도성, 핵심역량 등 다양한 변인을 

심도 깊게 분석해 봄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ODA 인력으로서의 긍정적 가치를 발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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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들

만의 고유한 특성 및 ODA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의 실효성과 적

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한국의 ODA 인력 부족

에 대한 해결방안과 다문화청소년 포함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기한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ODA 사업 참여와 

관련된 방안들이 이들의 진로설계 및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도 계속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청소년문화포럼>VOL.51[논문]

- 94 -

∎

국무조정실 (2015년 11월 10일자)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과,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

본계획'확정(http://pmo.go.kr/pmo/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87162,

2017년 3월 17일 인출)

국무조정실 (2016년 5월 30일자) 제 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http://pmo.go.kr/pmo/

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90220, 2017년 3월 17일 인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교육부 (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http://www.moe.go.kr/boardCnts/view.do?

boardID=294&boardSeq=70224&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

&m=0503&opType=N, 2017년 6월 21일 인출)

권율 (2011). ODA 중기재정 운용방향.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 ODA분야 보고서 

-.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3-43.

권율, 이주영, 유애라 (2014). 2013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김철희 (2011).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정숙, 조혜영, 이덕난, 이태주 (2014).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모상현, 오성배 (2015).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Ⅲ :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류방란, 김경애, 이재분, 송혜정, 강일국 (2012).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미숙, 이미정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원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

구, 20(3), 149-174.

박복영, 김형종, 박진수, 엄주석 (2014). 2014년 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경희대학교 산학

협력단.

박복영, 김형종, 박장호 (2015). 한국인의 대외원조지지 결정요인 분석. 경제발전연구, 21(3),

29-56.

선혜연 (2015).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 연구 동향. 초등교과교육연구, 22, 15-31.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

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다문화청소년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에 관한 연구

- 95 -

유창준, 김건태, 임상호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

연구, 10(5), 19-26.

윤경식, 장일식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찰학

논총, 10(1), 147-178.

이상호, 김대군, 박균열 (2015).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

연구, 36, 239-258.

이유경, 류재윤, 방흥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254

이지민, 오인수 (2013).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착이 진

로방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4(3), 193-216.

이태주 (2011). 대학생 해외봉사여행과 국제개발 진로탐색. 소통과 인문학, 12, 33-59.

장임숙, 김희재 (2013).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장현식 (2008). ODA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2008년 인재정책 협력망 2차 정례토론회 

발표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정지윤, 문성호 (201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65-289.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동제연, 황정미, 이은아 (2016). 2015년 다

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서울:여성가족부.

정책브리핑 (2016년 8월 8일자). '多재다능'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 여성가족부와 4개 기관

이 함께 합니다(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

156146013 , 2017년 3월 17일 인출)

정책브리핑 (2016년 3월 9일자). 다문화가족정책, 이제는 ‘자녀성장지원'이다 (http://www.korea.kr/

policy/ 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333, 2017년 3월 17일 인출)

진의남, 김선혜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방

안. 인격교육, 6(2), 73-100.

한국국제협력단(KOICA) 블로그(http://blog.naver.com/prkoica/220872613006)

행정자치부 (2016). 외국인주민현황조(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

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56693, 2017년 3월 17일 인

출)

황기우 (2010).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에 기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망. 학생생활연구,

14, 14-24.



<청소년문화포럼>VOL.51[논문]

- 96 -

황혜신 (2015).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제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Banks, J. A. (2008).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er, 37(3), 129-139.

Leong, F. T., & Chervinko, S.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 decision : Na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 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5-329.

Ma, P., & Yeh, C. (2010).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fluencing the educational and

career plans of chinese immigrant youth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3),

230-245.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n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월드프렌즈 (http://www.worldfriendskorea.or.kr/view/eng.intro.brand.do, 2015년 11월 22일 

인출)



다문화청소년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에 관한 연구

- 97 -

A Study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Park, Meesok*6)∙Chun, Jeewon**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specific policies to expand and promote the

possi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participate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 The study examined multicultural adolescent’s perception

about ODA, which to be used as fundamental guiding tool for fostering and leading

potentials into high caliber multicultural adolescents as one of personnel at ODA in the

future. Untrained multicultural adolescents cannot be put into the ODA activity

immediately. But such tries as utilizing them is not only beneficial to individual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a nation, it is beneficial, by enabling and widening door to

multicultural family’s participation into society. Prepared trainee of ODA personnel will

contribute by reducing social cost and saving time immensely. As a result, there is great

possibility of new trend and new culture development spreading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have cultural-diversity as advantage. These trained multicultural

adolescents will play a major role in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Korea’s future.

Key Words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 adolescent, glob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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