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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석사)
영역

교과목
코 드

교
한

과

영

어

이수
학점

개설시기
연도학기

106-201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이해

Philosophical approach for multicultural education

3

1-①

106-202

다문화사회의 시민성연구

Citizenship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3

2-②

Comparison of lifestyle

3

1-①

106-205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개발

Developing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education

3

2-①

106-207

다문화교육 국제비교연구

Comparis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3

2-②

106-212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

Multicultural education for child

3

1-②

106-214

다문화교육 연구 방법론

Research metho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3

1-②

106-216

다문화교육 연구 세미나

Semina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3

2-①

106-217

다문화교육 경영론

Administr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3

1-②

106-224

다문화교육양적연구법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Multicultural
Education

3

1-①

106-230

다문화교육 세미나 1

Seminar 1 in Multicultural education

1

1,2-①,②

106-231

다문화교육 세미나 2

Seminar 2 in Multicultural education

1

1,2-①,②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3

2-②

106-219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106-220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Case study for multicultural education

3

2-②

106-221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Counseling and Practice for multicultural family

3

1-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multicultural
society

3

1-①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Field practicum for muticultural society

0

1,2-①②

과정인정
(다문화
106-222
사회
전문가
106-223
과정
이수
106-101
과목)
106-206

논문
연구

명

글

106-204 다문화가정 생활문화 비교론

전공
선택

목

다문화교육론

Introdu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3

2-①

이중언어 교육론

Bilingual education

3

1-②

106-228

이민 정책론

Policy for immigration

3

1-②

106-229

이민 법제론

Law of immigration

3

2-①

3

5학기차

001-301

논문연구

Study for Thesis

학기
차

비고

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06.3~
17.8.
입학생
적용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 수료 기준]
* 필수과목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
다문화 현장실습(3과목 9학점이상 필수 취득과목),
* 선택과목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이중언어교육론,
논문연구(논문연구 포함, 2과목 6학점 이상 취득)
- 석사학위자격 취득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총장 명의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수료증 발급(수료자는 수료증 발급 안 됨)
- 국가 자격증이 아닌, 다문화사회전문가(2급)로 인정되는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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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공안내 및 강의과목 해설

▐ 전공선택
1.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이해(106-201)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근본에 대한 제이론들을 이해하여 심도있게 다문화교육에 대해
이해한다.
2. 다문화사회의 시민성연구(106-202)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과 역할 등에 관하여
논한다.
3. 다문화가정 생활문화 비교론(106-204)
의, 식, 주로 대표되는 가정생활문화의 개념과 형성과정, 독창성을 알고, 다문화교육의
관련성 및 타문화(각국의 전통음식, 전통복식)을 연구해 바람직한 다문화시대의 가정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개발(106-205)
다문화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교과서 및 교재를 다문화가정 자녀와 주류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5. 다문화교육 국제비교연구(106-207)
다문화교육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의 현황과 특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표를 둔다.
6.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106-212)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
7. 다문화교육 연구 방법론(106-214)
다문화교육의 양적, 질적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연구를 위한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의 방법과 절차, 자료 해석, 연구의 타당화 등을 다루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이해와 능력과 기능을 갖춘다.
8. 다문화교육 연구 세미나(106-216)
다문화교육 전공에서의 논문연구 문제 탐색과 주제 설정을 도우며, 연구방법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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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탐구를 한다. 그리고 개인 논문연구의 과정을 돕고 상호 점검과 토론을 통해
연구의 내용과 방법의 정련화를 추구한다.
9. 다문화교육 경영론(106-217)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센터 등에서 하는 역할과 이를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관리와 경영에 대해 탐구한다.
10. 다문화교육 양적연구법(106-224)
다문화교육 현상에 관한 양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양적 연구의
특징, 기본개념, 연구 설계 및 통계처리방법, 결과 해석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11. 다문화교육 세미나 1(106-230)
본 강의는 대학원생이 석사학위논문 또는 학술지 게재논문 집필 역량을 갖도록 기
논문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경험을 통해 연구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2. 다문화교육 세미나 2(106-231)
본 강의는 대학원생이 석사학위논문 또는 학술지 게재논문 집필 역량을 갖도록
자신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연구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과정인정
1.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106-219)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형되고 있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가족, 공동체, 민족, 국민국가,
절대주권, 시민권, 인권, 노동권, 거주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조화 ․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2.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106-220)
초 ․ 중등학교, 유치원, 다문화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사례를
분석하여 질적으로 연구한다.
3.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106-221)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및 자녀를 위한 상담과 생활지도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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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106-222)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이론의 새로운 경향과 쟁점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수업 개선 모형을 적용․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5. 이민 ‧ 다문화 현장실습(106-223)
지역사회 이민 ․ 다문화 관련 시설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현실에 밀착된 이민 ․ 다문화사회 현장의 실제를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통합의 실제를
이해한다.
6. 다문화교육론(106-101)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적 개관으로 다문화교육의 개념, 목표, 교육과정 개혁, 학교
개혁, 다문화교육 교수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7. 이중언어 교육론(106-206)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제적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8. 이민정책론(106-228)
우리나라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의 대강과 이주자 유형별 정책 및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살핌으로써 한국이민정책 및 사회통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통찰력과 안목을 제고한다.
9. 이민법제론(106-229)
우리나라 이민관련 법제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법적 시각에서 세계 주요
이민국가 이민법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이민관련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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