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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문화다양성 가치확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
전 아시아문화인권연대 대표 이 완

문화다양성 가치확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1. 문화다양성과 한국사회
자신의 속한 공동체와 더불어 인류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충
돌을 공적, 사적영역을 가리지 않고 경험하고 있다. 어떤 일들은 감내할 수 있는 수
준이지만, 어떤 일들은 그 수위를 넘어, 심각한 충돌과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
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양성 자체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물론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세계적인 일이다.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여러 가지
진단과 방법이 제시되어 왔고,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과 충돌의 현장마다,
다양성의 존중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매우 자주 등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가치
관과 배경에 대한 존중, 즉 문화다양성 존중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인류전체의
공생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문화다양성개념의 등장과 변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단순히 여러 문화가 존재한다는 의미에
불과했다. 하지만, 탈식민지시기에 이르러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연계되어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국가 간은 물론 국내의
다양성을 다루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1970년대 문화다양성의 초창
기 개념은 문화다양성과 예술, 문화산업 그리고 창조성에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장르
예술을 다루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생활양식의 개념으로
다루어졌으며, 이후에는 문화다양성과 민주주의 개념으로 성, 인종, 국적에서 오는 주
변화와 차별 배제를 막는 개념으로 발전해왔다.1)
문화다양성 개념 변화 단계2)
구분
제1단계

내용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가 예술 생산의 관점에서 논의된 시기

1) 니나오블젠 외(2008)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 노시훈 외(2014) 전남지역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 김
현미(2016) 문화다양성 이해하기(강의 자료중)/중 문화다양성 개념발전 부문 재구성
2) 김규원(2014), 국외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페이지

9

경남 문화다양성 포럼

- 개별 민족국가의 문화는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

게 기여하고 있다.

- 다원주의는 국가 간의 문제로만 간주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 문화의 개념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시기
- 냉전 체제 속에서 강대국의 지배와 이념적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증가
- 문화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전과 연계되기 시작한 시기
- 연구와 정책 입안에서 큰 변화가 발생
- 문화와 민주주의의 개념이 연계되기 시작한 시기
-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개념이 확장

‘문화다양성’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모든 문화가 지닌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성’이

2) 확산되는 갈등 그리고 혐오와 차별
전세계적으로 갈등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매
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도를 넘은지 오래 되었다. 성별, 세대, 성소수자, 장
애, 외모 등 서로 다른 집단간 혹은 개인을 향해 갈등과 차별의 혐오발언이 넘쳐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혐오발언들은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 되고 있으
며,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로 일상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며,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휴머니즘 차원의 개념을 나타낸다. 즉 다양
성이 문화 창조의 자양분이고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능성의 확
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함의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문화적 차이, 문화다양성 그 자체가 자원
이고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사
회통합의 전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지향점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
책은 소수자 및 다수자 간 다양한 문화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문화다양성은 한 사회나 국가, 혹은 권역에서 언어, 관습, 종
교, 라이프스타일, 정체성 등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차이들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는 것을 의미 한다. 문화다양성은 한 시대나 한 국가의 문화적
동화나 통합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차이를 드러내며 공존하는 것을
지향한다.4) 고 정의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문화예술장르의 다양성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이 그동안 문화의 영역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현시점의 사회 현안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술의 완결성을 추구하거나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의 발전을 독려 하는 것일 아니라, 인권과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회구
성원의 평등한 공존과 문화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2014년 제정
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법의 목적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새로운 문화창조’로 밝히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번져가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의 대응에 있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이를 해결
하는 주요한 도구이자 방식이고 목적 자체이다. 또한, 다양성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은 개인과 공동체의 창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

혐오의 확산은 세대, 성별, 지역,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마치 모두가 모
두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는 특별한 사건이 나타날 때 마다,
더욱 확산 강화되고 있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와 혐오는 2018년 제주도
의 500여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 사건을 계기로 더욱 표면화되기도 했다.
2018년 12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종차별상황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
의에서 한국심의를 담당했던 ‘게이 맥두걸’ 위원은 한국의 인종차별 현실과 갈등이 국
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이주
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 류정아(2017)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17.3.29, 국립고궁박물관) 발제 원고
4) 이동연(2013) 문화다양성 포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

11

경남 문화다양성 포럼

덴(3.5%)보다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일자리가 부족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는 항목에서는 비율도 60.4%로
미국(50.5%), 독일(41.5%), 스웨
덴(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0~ 2014년 실시된 6차
세계가치관조사의 '다른 인종에
대한 수용성' 항목에서 한국은
59개국 중 51위였다.5)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갈등은 다
난민에 반대하는 현수막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2018년 4월 BBC 글로벌서베이의 다양성 포용정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7
개 조사대상국 중 26위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은 배경, 문화, 견해가
다른 이들에 얼마나 관용적인가에 대한 응답에 단 20%만인 매우 관용적이라고 응답
했다.

른 나라와 비교해도 무척 심각
한 편이다. 2016년 OECD 국가
34개국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연
구원이

조사한

'사회갈등지수

(Social Conflict Index)'에서 대한민국은 멕시코,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6) 이
와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정해식)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5년 5년 주기로 측정한 사회통합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5차례 모두
지수값 0.2(1 기준 상대값)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했다.7) 전
국가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3) 단일 이데올로기 극복
단일주의, 획일주의가 생존에 필수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믿어왔던 한국
사회에 어느 날 갑자기 다양성을 올곧이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다양성은 나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단어로 생각되기도 하고, 설령 관련
이 있다 해도 나 자신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변화되어야 할 주체임은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화시대를 거쳐 오며 한국사회에서 다양하다는 의미는 ‘통
일된’ 또는 ‘단일한’의 반대 의미로 ‘혼란스럽다’거나,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
되어 오기도 했다.
또한, '세계 가치관 조사(WVS)' 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국
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싶지 않다"의 항목에 한국인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31.8%가 동의하여, 미국(13.7%), 호주(10.6%),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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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 3. 15. 조선일보 [한국인 32% 외국인노동자와 살기 싫다]
6)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5632
7) 2017년 10월 10일 세계일보 [갈등 폭발 일보직전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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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생물 다양성은 생존 자체를 의미한다. 종의 다양성은 자연
계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자연계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류 문명
의 형성과 발전 자체가 다른 것과의 만남, 수용, 공존, 융합 그리고 재창조의 과정이
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으로 국제
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키고 장려해야 하는 원칙으로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별 문화적다양성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더욱 다변화되고 다양한 가치가 발현되
고 공존하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개인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을 누려야 한다. 이때 서로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
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며, 이는 곧 인권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2000년 2월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문 [인권과 다양성]에서는 인권과 문화다양성
사이의 연관성을 명시했으며, 유네스코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다양성과 인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런 한국사회의 구조 속에서 단순히 ‘문화다양성을 확산하자!’ 라는 선언적 구호만
으로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는 어렵다. 문화다양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관련된 일로, 당연히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일이다. 일정기간 사업을 수행
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며 곳곳에서
가치와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100년 전까지만 하더
라도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일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음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
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
용해서는 안 된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흑인들은 버스와 식당, 그리고 학교에서조차 백인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 함께할 수 없었다.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는 일이 아름다운 꽃길만은 아닐 것
이다. 그러나 우리 인류모두가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문화다양성과 관
련한 일련의 활동이 유행에 편승하는 사업영역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일시적인 활동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노력은 지
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모두가 지치지 않고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문화다양성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영역이
다. 만약 차이를 다양성의 관점이 아니라 구분과 배제의 이유로 활용하여, 차별의 근
거로 이용한다면 이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증진법의 제1조에서도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이 법안의 주요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필요성
1)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

목적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과 차별을 치유하고
방지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3조 3항은 아래와 같은 차이를 명시하여 다양
한 종류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

공동체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은 모두의 염원이다.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 것이다. 다양성은 우리의 삶 전반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양성은 주류나 기득권
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류가 이룩해 온 생활양식, 정체성, 문명 등을 즐기
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 하지만 그간 한국사회
는 다양성을 선택사항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성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

14

타인과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거나,
우리 이제 다양해지자고 말할 수 없다. 타자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차이를 인정
하는 것이다.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 공존하자고 이해와 양보를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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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다양성의 증진이 아니라, 다수자에 의한 또 다른 강압일 뿐이다.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정치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관점에서만 보아 왔지만 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의 진정한 실현은 주류와 다수에게 소외되고 억압받는 소수자의 기본적

위와 같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스콧 교수는 집단오류=평

인 권리인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사회 정

균 오류-다양성(The Crowds Error=the Average Error-Diversity)'이라는 공리를

의에 맞게 실현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집단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

입증하며 집단지성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다. 문화다양성의 실현은 타인과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 옹호

다.

및 보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기본적으로 널리 인식된 상태에서 문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사회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재빠르게 대처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양성과 창의성

화다양성 활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다. 클라우스 슈밥(세계 경제
포험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있어, 한국은 다양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

2) 개인과 공동체의 경쟁력 강화

9)

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진정한 다양성을 지닌 교육 내용과 기관

들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10) 고 말하고 있

다양성은 공동체 또는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도 필수적이다.

다.

3T 이론으로 알려진, 토론토대학교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의 창조계급론에 의하면,
관용(Tolerance)’이 도시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관용(포용)이 있는 사회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Talent)가 모여들고, 이를
통해 기술(Technology)이 발전하면 도시와 공동체에 발전과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
다.

또한,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스콧 페이지 교수는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Diversity
trumps ability)는 이론을 제시했다. 덜 똑똑해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
성된 그룹이,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덜 다양한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뜻
이다.8)
‘똑똑하지만 덜 다양한 그룹’보다, ‘덜 똑똑해도 다양성을 갖춘 그룹’이 복잡한 문제

사진: 일본 가와사키시의 공공시설물 표어, 다양성이 미래다!, 가와사키시는 다양성
을 시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다양성은 단기간의 노력과 의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을 성장시키
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다양성 즉, 인종, 종교, 성별 등의 다양성이 보장되어

를 더 잘 해결하며, 더욱 생산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성을 갈등 해결과
8) 2014. 3. 14. 매일경제 기사 ‘덜 똑똑해도 다양하게 뽑아라’

16

9) 2016. 10. 19. ScienceTimes. 슈밥 “한국은 다양성과 유연성이 부족”
10) 2017. 9. 20. 한국일보 기고 [아침을 열며] 4차 산업혁명의 액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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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이를 통해 개개인과 우리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회의 실용적 측면의 경쟁력도 강화 된다. 이처럼 다양성을 공동체에서 보장하는 일은
윤리적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일이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3. 제도와 정책 변화
1) 문화다양성협약과 법률
1948년 UN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류가 지속적으로 공존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천명했다. 이후 인류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기 위
해 세부적인 부분별 권리규약을 만들어 왔다. 유네스코에서는 2001년에 세계문화다양
성 선언을 채택했다. 문화다양성 선언의 내용을 담아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
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2010년에 110번째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했
다. 2012년부터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구성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제2조 (정의)

문화다양성(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 문화적 표현(개인, 집
단,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 표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책 강구, 재원 조성, 정책 수립/시행, 조사/연구,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
간 교류 및 협력

제4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 / 다른 구성원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률을 따름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함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국무총리 위원장,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

제8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

제9조 (연차보고)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제10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제11조 (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

제12조(문화다양성보호와증진을위한지원)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 / 문화시설 조성하거나 지원 가능

제13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

제14조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

제15조 (권한의 위임,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권한의 일부 위임) 문화다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단체의
장(사무 위탁)

(출처: 2017년 무지개다리 컨설팅 및 평가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조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이라는 가치 혹은 단어를 인지하고 본격적인 가치
확산 노력을 시작한 것은 문화부의 지원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서라고 할 수
이후 문화다양성법이라 불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
월부터 시행되었다. 문화다양성법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새로운 문화
창조’를 이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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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와 같은 상황에서도 올리볼리 그림동화11) 처럼, 사회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무
11) http://www.ollybolly.org/ 다음세대재단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시아문화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한국에 소개되지 않는 제 3세계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웹상에 콘텐츠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동화 제작국의 언어 및 한국어와 영어 3개 국어로 동화를 즐길 수 있다. 현재는
13개국, 르완다,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티베트, 필리핀, 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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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다리 사업과 관련 없이 매우 다양한 문화다양성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도 하다.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2018~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 3차 기본계획에는 5가지 주요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로 정했으며, 이중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
성 제고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 시행을 계획에 포함하였다.

2) 정부정책과 문화다양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① 새문화정책 준비단과 문화비전 2030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블랙리스트 사태와 국정농단문제로 인해, 문화부의 여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는 제 1차 (2007~2011)에서는 [ Ⅶ. 문화예술 ] 등

사업 예산은 크게 삭감되었으나, 문화다양성 사업은 예산이 그대로 유지된 소수의 사

에 관한 권리 항목에 [쟁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으로, [추진과제] ‘문화다양성

업중 하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정부의 문화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2017년

보호 및 증진’으로 들어가 있었으나, 제 2차(2012~2016)에는 문화다양성이 문화예술

10월 새문화정책 준비단을 구성하였다. 새문화정책 준비단은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등에 관한 권리항목에서 삭제되었고 이주민분야에서 ‘무지개다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

있는데, 이중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분과로 구성하여 다양성을 핵심 3개 의제로 선

다’ 정도로 표현되어 제 2차에 기본계획에 이르러 오히려 삭제 및 축소되었었다.

정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0) 권

또한,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 방향, 8대 정책의제중 하나로 문화다양성을 설정하

고안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핵심과제로 넣으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제3차 국가인

였다. 문화비전 2030에서는 ‘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3대 방향인 자

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문화다양성 존중정책이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

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설정하였고, 8대 기조중 하나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이

유할 권리’ 13개중 하나로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실시’를 명시했다.

명시되었다.
더욱이,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문화다양성에 대

⓷ 정부의 헌법개정안

한 보화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아시아태평양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비록 개헌안이 발의되지 못했으나, 2018년 3월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정부의 헌법

임기는 2017~2020년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족문화의 창달’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
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⓶ 국가중장기 계획
2018~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는 5가지 주요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로 정했으며, 이중 문화다양성 증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진 및 수용성 제고가 명시하고 관련 사업 시행을 기본계획으로 포함했다. 또한,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2차 계획에서 삭제되었던 문화다양성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13개중 하나로
명시되었다.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살펴
보면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중장기 계획에 문화다양성 확
산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있으며, 유엔 기구 등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도 문화다양
성을 빈번히 언급하고 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1차 계획(2008~2012)에는 해당 문구가 없었으나, 2차
계획에(2012~2017)에서는 19개 중점과제 중 [ 3.(인권)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존중 ]으
로 들어가,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방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문화다양성 존중을
국 동화 80여 편이 소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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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 국가보고서
⓵ 국가별인권정기검토제도(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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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정부가 UN인권이사회에 제2차 국가별인권정기검토제도(UPR)의 정부 중
간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보고서 속에서 문화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다.
번
호

2013년 1월

권고내용(국가)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

정부의견

위 권고 21에 대한 답변 참조

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
22

치를 취할 것(네팔); 특히 국내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유

2014년 현재 이행상황

차별에 대한 인식제고교육 및 캠페인
차원에서 2012년 이래로 문화예술에

수용

기반을 둔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형의 차별철폐로 한 노력을 강

및 운영 중이다.

화할 것(알제리)

재한외국인처부기본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
육·홍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인종차별주의(racism),

있으며,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종차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을 제2차 외국인

별,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30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수용

시행중이다.

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
행할 것(쿠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률’이 2014년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는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하였다.

위 표와 같이 다양한 차별철폐 노력을 위한 대책으로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다양
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그 대책으로 명시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국
가적 차원의 주요 전략과 대책으로 문화다양성을 기술하고 있다.

고 표현하며 소수 문화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UN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대한민국 정부의 제 4
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부족에 우려하고 다음
과 같이 권고를 하기도 했다.

12)

---------------------------------------------------------------------문화다양성
65. 위원회는 당사국 시민의 다문화주의 수용이 낮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비시민의 사
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인지하면서도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부족하다
는 점을 우려한다. (제 15조)
66.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a) 비시민에 대한 편견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에게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장려할 것
(b) 문화다양성 수용 정도에 관하여 취한 조치의 영향을 모니터링 할 것.
67. 위원회는 당사국에 모두가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1호
(2009)를 제시한다.

---------------------------------------------------------------------⓷ 자유권규약 위원회
자유권규약 위원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대한민국 제 4차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2015.12.3.) 15번 항에서 주로 성적지향에 대해 언급하며, 아
래와 같이 권고했다.
---------------------------------------------------------------------‘또한 당사국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관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위한 공
공 캠페인과 공무원 훈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위와 같이 국가 중장기 계획과 국제사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서 문화다

⓶ 사회권규약위원회
사회권위원회(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조약위원회)에 2016
년 5월에 제출한 제 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제 15조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 부문에
서 문화다양성을 다루고 있다. 총164개항으로 구성된 보고서에서 문화권은 150~164
번항에 기술하고 있다. 과학기술(161~164)제외하면 총 150~159항중 153~156번항 총
4개항을 문화다양성에 관해 기술하며 매우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국제사회에
서의 권고와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
12) 문서번호: E/C.12/KOR/CO/4

65. Cultural diversity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ow level of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mong the State
party’s population. While noting the measures taken to facilitate the social integration of
non-nationals in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lack of policies promoting

---------------------------------------------------------------------보고서 154번항에서
154. 문화다양성정책은 소수 문화의 표출기회를 보장하고 소수 그룹의 문화생활 참여
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창조력 및 포용력을 확산시키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
비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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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diversity that reach out to the population at large (art. 15).
6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Promote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mong its population, including by countering prejudices
against non-nationals;
(b) Monitor the impact of measures taken on the extent to which cultural diversity is embraced.
67.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21 (2009)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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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요 대응 전략과 과제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국정부가 문화다양성 확
산에 투여한 예산 규모는 전국민의 인식 전환과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외
치기에는 매우 민망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UN인권이사회 등에
서 공식문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밝힐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대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이야기 하려면 그에 적합한 예산을 배정하여 그 이행을 담보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4.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1) 다양한 구성원 간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
소문과 괴담, 잘못된 정보로 형성되고 고착화 되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직접 만나며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길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에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소의 선입견과 편견에 대항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의 똑같은 구성원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조사결과에 따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에 비해 일반국민이 교류행동의
지가 매우 크게 떨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13)에 따르면 학교 또는 직장동료, 친구관계, 친척관
계 등 접촉 가능성이 높은 관계일 때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다문화수용성이 상대적으
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신과 동일한 직장이나 직군에서 일하지만 서로 만
날 일이 없는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다른 경우 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다문
화교육을 3회 이상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다문화수용성이 월등히 높았
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비롯하여 이주민과 접촉이 자연스럽게 많아진 청소년이 성인
보다 월등히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출처: 2019년 4월 18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또한, 몇 년 전 유럽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은 비주류와 주류사회가 서로 적
극적으로 소통과 교류하지 않고 각자 물리적인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거주하는 것만으
13) 안상수 외 (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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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문화주의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대한 반성이었다. 이후 더 적극적인 소통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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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강조하는 일종의 ‘상호문화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또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대
목이다. 소통과 교류가 선택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2016년 12월 전라남도 의회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지방자
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했다. 2019년 5월 현재 14개의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되었
다.15)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 무지개다리 사업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의 경우, 2012년 사업 초기에는

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16)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점차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학습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역의 주요자원과 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킹과 공동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다양성 진

조례 제정일

흥 기반 마련 △소수자 문화의 영향력 증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라는 3가지 추
진전략을 설정하게 된다. 이런 실천 추진전략 속에서 각 지역재단 및 공공기관 그리
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많은 협력기관들은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였다. 하지만, 사업초

조례 제정일

기에는 기존의 다문화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다
양성 개념 정립도 없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하는 대부분의 담당
인력로부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고 참고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도 많았
다. 실제로 개념연구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사업

조례 제정일

구조와 다르게 문화다양성 개념연구는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14년에 진행
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2019년도 8년차에 이르면서 각
지역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25개 사업운영
기관에서 24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226,321명이 참여했다14). 다양한 시도들이
지속되면서 경험이 축적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아직까지 선행 성과나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험적인 시도들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례 제정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목포시

경기도

2016. 12. 1.

2017. 1. 1.

2017. 2. 13.

2017. 3. 13.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도

경기도교육청

2017. 5. 18.

2017. 6. 2.

2017. 6. 14.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구로

전북 익산시

경남 교육청

2017. 11. 10.

2017. 11. 16

2017. 11.30.

2017. 12. 28

서울특별시 강북

전라북도

2018. 1. 5.

2019, 4, 5,

2017. 3. 22.

지방자치단체서 제정된 조례의 내용에는 모법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없는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 기금 마련 항목이 추가되었다. 특히
더욱 중요한 사항은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차별사항이 인지된 경우, 도지사가 권고를
내릴 수 있고 이후 구체적인 지원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점
이다.

5.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1)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과 내용

14) 2017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보고서,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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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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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2018년도 초에 설립되었다. 2018년도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대상 교
문화다양성 조례 내용 구성

육에 문화다양성 과목 추가되었다. 문화다양성 예산으로 2018년 5천만원이 배정되었
고, 5개년 계획이 수렵되었다. 2019년에는 1억원이 배정되었다. 이외, 성과평가 항목

조례내용

전남

광주

목포

경기

부산

서울

제주

목적

0

0

0

0

0

0

0

정의

0

0

0

0

0

0

단체장의 책무

0

0

0

0

0

0

0

시민의 권리와 책무

0

0

0

0

0

0

실행계획 수립

0

0

0

0

0

0

문화다양성위원회 역할

0

0

0

0

0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0

0

0

0

0

0

경기
구로
교육청

충북

익산

경남 서울
교육청 강북

전북

합계

0

0

0

0

0

0

14

부산은 기존의 문화다양성 자문위원회에 이미,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시 문화예술과

0

0

0

0

0

0

0

13

과장, 언론사, 교육청, 부산발전연구원, 각계 전문가 및 재단 관계자가 참여해서 주요

0

0

0

0

0

0

0

14

한 일정을 논의하고 결정해 오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주무부서에서 예산으로 7천만원

0

0

0

10

을 편성하였고 재단에서 이를 집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이후 서울시의회에서 관

0

0

0

0

14

련 토론회를 열고, 2018년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추진

0

0

0

0

9

0

0

0

0

9

0

0
0

0

0

0

0

3

전문위원

0

0

0

3

0

0

0

실태조사

0

0

0

0

0

0

문화다양성교육

0

0

0

0

*

0

기금설치 및 운용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0

0

0

0

권고

0

0
0

협력체계 운영

0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0

포상(표창)

0

0

0

0

0

0

0

0

사업추진
주간행사 운영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표창)

0

0

(표창)

0

0

0

0

12

0

0

12

0

0
0

0
0

0
0
(표창)

0
0

* 부산시의 경우, 조례 제8조(사업추진 등)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협력체계 구축,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을 포함
(출처: 2019년 부천문화다양성 조례 공청회 자료집, 최혜자 발표자료 내용 재구성)

방향’ 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
로 문화다양성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무지개다리 사업을 하는 6
개 지역 문화재단(구로, 성북, 성동, 은평, 종로, 영등포)가 협력체를 구성하였다.
지역별 조례 제정과 이후 상황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매우 이른 감이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지역들은 조례가 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에 소개한 곳처럼,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관련된 활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들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그렇지 않는 곳과 매우 달라

2

던 점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조례를 바탕으로 여러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8

지역의 경우,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지역의 여러 당사자 및 기관단체, 지방의회,

5

지방 행정부간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고, 조례 이후를 함께 고민하며, 조례의 내용

10

을 협의 하여 조례를 만들어 갔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5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활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논

10

의 핵심은 문화다양성 조례를 만들지 말지의 논쟁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8

조례를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1

0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0

분과위원회

문화다양성센터

에 문화다양성 항목을 추가하여 제도적으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틀을 만드는 등,

2

결국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노력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정당
성을 담보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혐오와 차별이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상황속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훼손되고 차
별과 혐오가 확산 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더해진다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통해 사회의 모든 다양한 구성원들
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조례 제정 이후 후속 활동
조례 제정 이후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배정과 후속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협의회 성격의 ‘문화다양성증진단’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광주문화재단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함께 지
속적으로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조례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산하에 문화다양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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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이주민이 경험한
문화다양성
김해이주민의집 대표 수베디 여거라즈

이주민이 경험한 경남의
“문화 다양성”
사)김해이주민의집
대표:수베디여거라즈

 거주이주민 200만 명 이상 되고 있는 대한민국

에서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
다 . 다양한 문화, 언어, 생활습관, 종교의 배경

을 가진 이주배경 구성원이 늘여나고 있습니다.
 한민족 국가로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질서가 변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는지 특히 일부

에서 문화 다양성을 다문화 의 또 다른 이름으
로만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33

경남 문화다양성 포럼
 인간의 기분적인 외모가 다르다 듯이 시고 방식도 다르

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만나는 오래 전부터 이

경남의 체류 이주민

땅에 살아온 선주민 과 불가 20는 전부터 집단으로 살기
시작한 이주민( 동남서남아시아인 ) 관에 보이는 큰 문화

 2019년 3월말 현재 경남의 체류 이주민

적 자이 만이 문화다양성의 정의가 돼서는 아니한다는

114,594명, 이는 경남 주민등록인구

말씀을 드리고 경남에서 만났던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3,339,633명)의 3.4%이고, 경기, 서울에 이어

현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체류이주민이 있음.

 그리고 오늘의 포럼에서 이런 다양한 문화를 보호하고

소수자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주민 유입을 지

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추세로 전망됨.

전국 이주민 다문화 현황

이주배경 가정

 2019년 3월말 현재 등록외국인 2,180,498명, 동포

841308 명 , 동포의 국적회복과 결혼이주로 인한

간이귀화 국적 취득자가 226725 (이주배경 유권자
332,930) 명,(2017말) 결혼이주여성(미국적 취득)
158,771명 등으로 매년 국적취득자 평균 약 1만

 경남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이주민 가정은

17,929명(남 1,842명, 여 16,087명), 이들 중

국적 취득자는 8,375명(남 665명, 여 7,710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14,388명(남 7,449명, 여

명 이상 증가 추세입니다.

6,939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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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출산 고령화의 국내 요인과 국제적 이주화의

추세에 따른 국내 이주민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
동자 관련 “외국인 이주민 정책”은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다 인종-다문화 현실의 중요한 사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또 다른 사회

가 있다는 것이 잊지 말려야 하는 사실이다. 그러

나 이 사회는 아직은 어떤 지역에 집단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 Networking 사회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회를 이주민 커

통합 과제입니다.

뮤니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커뮤니티
가 서서히 안방에 들어와서 기준의 방식과 다르게
그러나 함께 살려고 하자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험입니다.

거주 이주민의 문화적 배경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 방법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혼 이민자와 그
의 가정만이 다문화 권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드리자고

 우리가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

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존중 하고

어디서 살고 왔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
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환경에서 크고 사회
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아주 일부에서는 이것 차제도 받아드리지 않고 조직적인

인증 차별과 혐오를 외치고 있고 정부는 일부 극단주의
선주민의 큰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듣기로 원하고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말할 떼 모

든 이주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는 사화

를 꿈을 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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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자유성 ( 문화 다양성을 존경 받는 사회)

< 사례>
제가 상담 했던 내용입니다.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때문

문화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자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한 개인의 역사는 개인과 문화로 표현

되는 총체적인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에 힘들었습니다. 네팔의 종교 힌두교에서는 소는 신이고 돼

지는 브라만 계급으로서는 만져서도 안 되는 동물이었는데
한국에 오니 상추에 쌈 싸먹으라고 주는 것이 삼겹살이었습
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실 겁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그 자신이 외부의

니다. 첫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께서 모유가 잘 나온다고 돼지

문화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동시에 자기 내부에

다리를 과주셨는데 먹지 못해 토해내고 그렇지만 무서운 시

그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어머니 때문에 울면서 올리면서 먹었습니다.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미역국엔 꼭 소고기를 넣어주셔서 이 부분도 처음
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 D)

 요컨대 개인 밖의 문화가 개인 안에도 담겨있는 것이다. 이

처럼 체득된 문화, 체득된 가치관, 체득된 삶의 양식은 쉽

결론

게 바뀌거나 없애버리기 어렵다. 직장을 찾아서, 배우자를

 이주배경 가정을 위한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이주 노동자와

이 하고 있는 것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일

결혼 이주민들은 그 동안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 속

이벤트 ( 김치 만들기, 생활 체험 여행 ) 에서는

에서 살아 왔기에 모국의 언어, 음식, 관습, 제도, 가치관,
생활양식과 상이한 맥락의 환경과 문화를 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쉽다. 흔히 말하는 문화충

이주민이 한국생활에 적응 못합니다. 이재는 이

주민이 한국에서 한국문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

격ㆍ문화충돌을 몸 안팎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사례

라 이주민이 자유롭게 자기문화 활등 할 수 있

참조)

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한국
땅에서 이주민이 적응한다는 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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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경남 문화다양성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문화다양성의 정의

가 다문화만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 하고 경남에
존재하는 모든 인증 지향 종교 민족의 생활을 차

별 받지 않고 보호받고 존경 받아 버저나 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희망하고 현재 활등 종인 이

이주민 커뮤니티 문화 활동

주민 커뮤니티를 소계 드립니다.

경남에 문화 활동한 이주민 커뮤니티
나라

이주민

비고

우즈베키스탄(M)

6271

네팔 (H)

3449

인도네시아(M)

6625

스리랑카(B)

3385

필리핀

3630

태국(B)

2041

파키스탄(M)

1004

캄보디아 ( B,A)

4705

미얀마 (B)

2184

베트남 (B,A))

18241

중국(한족, 조선족)

12713

방글라데시(M)

아랍, 파키스탄 이슬람

법무부 등록 외국인 현황
경남에 거주하는 123 국가
의 114,594 명 이명 1000 명
이상 거주자는 일본 왜 대부
분 외국인 노동자 송출 국
입니다.
M: 이슬람 문화 배경
H: 힌두 문화 배경
B: 불교 문화 배경 ( 불교는
각 국가 지역 민족 마다 다르
다)
A: 애니미즘
C:

840

일본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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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문화교류

인도네시아 놀이

우즈베키스탄 문화 교류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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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신년 문화

방글라데시 주민

파키스탄 주민

불교문화 와 싱활리 생활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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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도서관

태국 community

미얀마 물 축체

필리핀 문화(MA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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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네팔 7개 소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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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다양성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노미진

진행순
진행
서

01

기관소개

02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03

무지개다리사업

04

마무리

미혼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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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문화의
의 차이

경상남도
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목적
근거

미혼모.부를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의 출산 및 자녀양육,
위기지원, 자조모임, 부모교육, 문화체험, 자립촉진 등을
지원

차별과
과 편견
견<존중과

2008. 경상남도미혼모지원조례
2011.05.12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지원조례

세대
지역
젠더
예술
인종
전통

문화
변화

인정

2011. 경상남도미혼모지원센터
2014.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18 .12
.12.
2.현
현재
현
재
한부모
모 1,221
21세대의
의 출산
산, 초기양육과
산,
과 자립을
을 지원

기관
소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적응&삶

문화
다양성
사회발전원동력
사회통합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가
가 아닌
닌 차별

생명터미혼모자의집

[미혼모에
혼모에
에대
대한
한한
한국인의
국인의
국
의태
태도와
도와
도
와의
의식
식]

동성연애자>미혼모
동성연애자
모>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부정적인
인 인식정도의
의 순)

생명터

생명
명을 낙
낙태하지
태하
하지
지않
않고
고, 아
고,
아기부가
기부가
부가 책
책임지지
임지지
지 않아도
않 도 혼자
혼
아기를
아
기를 키
키우기로
우기로
우
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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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2009
9 여성정책포럼
럼)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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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사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이가
가 아닌
닌 차별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여성정책포럼)

-무지개다리사업-

미혼모,희망을연주하다

차이가
가 아닌
닌 차별

동아리’우쿠맘마’

01
•
•

2014

•

악기기초교육

•

동아리 결성과 지원

2015

지역의 확대(창원/통영)
통영지역 인큐베이팅 ->
2016년 단독사업 수행

03

2016

•

찾아가는 공연

•

결혼이주여성 우쿨렐레 동아리와의 교류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여성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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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업하는 날

창원&통영 초급반 합동공연

첫 수업!

창원&통영 연합수업

2015

2014

지금은 수업중

창원&통영 미니콘서트

찾아가는공연(한부모자조대회)

찾아가는공연(노인회관)
결혼이주여성 우쿠렐레팀 교류회

연말 성과 공유회

결혼이주여성 2차 교류회 &미니콘서트

2014

2016
생명터10주년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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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공연(아동&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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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
리

인정

존중

성장

교류

발표3
사회발전원동력

사회통합

소수자에 대한 문화다양성 교육
인식개선활동

한국에서의
시리아 난민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압둘 와함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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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소외 사이에 있는 시리아¥예멘 난민
‘대한민국의 시리아¥예멘난민 대응에 관한 개요’

Abdul Wahab Al Mohammad Agha1
한국은 1992년 난민의 협약과 난민의 의정서를 비준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
면서 난민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
행해 왔다. 그러나 난민의 역사가 오래된 서방 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여전히 난민에 대
한 인식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미비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6년 인천공
항에 구금됐던 28명의 시리아 난민이나 올해 제주 예멘 난민 이슈는 난민 문제를 타국의 문
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1,326명의 시리아인들이 난민신청을 했다. 이들 중 68
명이 심사 중이며, 난민 지위 4명, 불인정 29명, 인도적 체류 1120명, 철회 105 명이다.2
그리고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는 481명 중 인도적 체류가 362명, 단순 불인정 34명, 보류 85
명이다.3
난민협약 제32조, 33조에 의하면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
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 받을 우려
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보듯이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정부는 시리아¥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난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
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강제 송환될 경우 시리아¥예멘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에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시리아¥예멘난민 신청자들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상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충적으로 부여되는 지위’이다. 내전 등의 본국
정황으로 한국에 장기간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이 대부분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았다.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국민

1
2
3

동국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수료, 헬프시리아 사무국장, 시리아 변호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관련 통계 (2017. 12. 31. 기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보도자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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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 ‘외국인근로자 등 소

한국에서는 난민법을 개정하는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난민 관련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

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

정이다. 한국에서의 난민인정률이 매우 낮다. 전세계 평균 난민인정률이 38%에 반하여 한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4. (다만 이것은 법

은 다른 국가보다 배타적임을 알 수 있다.

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난민인정자의
률 상의 내용일 뿐 현실에서는 시리아 난민인정자들이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려 했을 때
이루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국의 난민 인정비율은 5%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한
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난민인정률을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난

그런데 인도적체류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의 폭은 난민인정자와 극명하게 대비될 정도로 좁
다. 이들은 취업할 수 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취업허가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정부의 허가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사회보장의 혜택이 없다는 것이 확연한 차이점이다. 아플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 없이 의료
비를 전액 감당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직업훈련 같은 지원 또한 제공받지 못 한다. 가
족결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의 자녀 출생 시 출생등록 또한 할 수 없다. 그리고 자
녀 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입학이 가능하지만 그 전 단계의 교육은 개별 단위
기관(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입학 여부와 정부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여부가 모두 다르다. 또한 결혼 시에 혼인 신고도 쉽지 않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

해서는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들이 본국에서 그 서류를 발급받기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민관련 인력을 확대 보충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

정해야 할 것이다.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과 여러 국가에 마련된 난민캠프를 방문하던 중,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 나라들에서는 난민법이 완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난민들이 법적 보
호를 요구할 때 때때로 조롱과 굴욕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방문했던 국가들은 한국만큼의 여력이 있는 국가가 아니고 개발속도가 느려서 난민
을 보호할 여건이 매우 부족하다. 그렇기에 대규모의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그 국가들과 협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발전했고 난민들을
챙길 여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한국은 난민법을 빠른 속도로 개정하여 형식이 아닌 실질적
인 방안으로 난민들을 보호 및 지원하고,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민인정자나 인도적 체류자들은 사회 적응 또는 직업 관련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
므로 그들이 자국에서 했던 일이나 직업과는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힘들고 기피하는 노동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이것은 한국 사회의 최하위 노동 계층이 난민에 대하여 가장 큰 부

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두고 하층노동자와 난
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의 경우 난민

한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그날까지 제
대로 난민들을 보호하고 챙기면 난민들이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난민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난민법을 개정하고 세계 전역에서 가장 도움이 필
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법적 보호에 대한 접근 조건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들이 적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들이 자립적으로 일하여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요즘 한국에서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들은 불안하고 두렵다. 미흡

한 제도도 문제이고 난민과 관련된 명확한 안내를 정부를 통해서 받지 못하므로 난민들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을 통해서 지원이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시민¥종
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난민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난민들 중에는 두
려워서 단체들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4

홍선기, 유럽인권법원 판결을 통해본 난민보호, 22면 발췌,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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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비극을

당장
끝내야 한다…

압둘 와합 (헬프시리아 사무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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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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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캠프에서 이어가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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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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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
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
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
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
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을 권장ᆞ보호ᆞ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ᆞ시행 및 조사ᆞ연
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
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ᆞ민족ᆞ인종ᆞ종교ᆞ언어ᆞ지역ᆞ성별ᆞ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
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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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 심의ᆞ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ᆞ연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거쳐 확정ᆞ시행하여야 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에 있어서 사회구

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ᆞ연구 기관 및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법인ᆞ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기관ᆞ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변경ᆞ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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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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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할 수 있다.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
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
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
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
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ᆞ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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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인 국무총리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무총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

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관이 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지방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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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
다양성 실태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13조

1. 정기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
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ᆞ민족ᆞ인종ᆞ종교ᆞ언어ᆞ지역ᆞ성별ᆞ세대ᆞ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ᆞ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다
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
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
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
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긴급성,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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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 4. 23.] [부산광역시조례 제5552호, 2017. 3. 22., 제정]

제7조(실태조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
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

제8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치확산

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
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
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

제9조(문화다양성센터 설치)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

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③ 시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법인이

니 된다.

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10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
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3.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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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행 2017. 3. 13.] [경기도조례 제5488호, 2017. 3. 13., 제정]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

한다.

은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
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찬성으로 의결한다.

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

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

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다양성 업무 담당사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무관이 된다.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

④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

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경기도(이하“도”라 한
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문화다양
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도의 문화다양성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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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문화다양성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제11조(권고 등) ①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도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사업 및 홍보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

1. 도내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사항

다.

2.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도내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이를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
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도내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도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도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도의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
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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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1.] [전라남도조례 제4121호, 2016. 12. 1., 제정]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문화다양성 보
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
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지역 실행방안과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의 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

행을 위해 도지사는 매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시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있어서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제7조(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

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

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은 금지를 말한다.
2.“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

5. 제1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6.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제15조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

④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라남도(이하“도”라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③ 관광문화체육국장과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도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별, 연령별,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공모위원 10명 이내
2.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5명 이내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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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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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

제12조(문화다양성 교육)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사업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1. 도내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2.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
제13조(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문화다양성 실행

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라남

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출

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2. 일반 기업 및 법인 등의 출연금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3. 문화예술인 및 도민 등의 후원금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부금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및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라남도문화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라남도 사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문

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

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
제16조(권고 등) ① 도지사는 문화적차별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시하여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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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② 도지사는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
다.

[시행 2017. 12. 28.] [경상남도조례 제4418호, 2017. 12. 28., 제정]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
남도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이하 "도"라 한다)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보
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
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
다.
②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
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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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문화다양성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4.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전시·출판·학술·문화 사업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확산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
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①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도내외
학교와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
부, 그 밖의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
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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