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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이 강의(한국 다문화사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일민족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민족에 토대를 둔 다문화사회로 변모해오고 있는 과정과 사례를 
수강생에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둘째, 수강생이 베트남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
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한국인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베트
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함께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강의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이주노동, 다문화정치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강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민족지적
(ethnographic) 사례와 다양한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수강생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둘째, 
베트남인이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역시 
많은 민족지적 사례를 통하여 수강생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 강의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강의를 하노이 인문사회대학에서 청취하는 온라인 강의(5주)와 
담당교수가 하노이 인문사회대학에서 직접 행하는 오프라인 강의(2주)로 구성된다. 다만 코로
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수업이 모두 끝나면 학기말에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말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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