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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는 급격하게 변화
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다문화교육의 연구와 실행에 종사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풀어가야 할, 그래서 풀어가고 있는, 숙제임이 분명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중등 과정에서도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도
덕이나 사회 교과 뿐 아니라 전 교과를 통하여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와 관련하여, 제2언어(L2) 혹은 제3언어(L3)인 영어의 습득과 교육과 관련하여
목표 언어 뿐 아니라 목표 문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서평
자는 영어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씨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접하게 된 책이 바로 Patrick R. Moran (2001)의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이다. 이 책은 "문화교육: 영어교육 2"라는 이름
으로 정동빈, 남은희, 황선유, 이명관 님에 의하여 번역되어 경문사(서울)에서 출
간됨으로써, 2004년에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 책의 출판이 9년여 전에 이루
어졌고, 그 번역본의 출판도 6년 전의 일이었지만, 이 책이 다문화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종사하는 학자 및 교육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다문화교육적 영어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본 서평이 그 의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총 175쪽 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이지만,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하고
새롭다. 우선, 저자가 L2 교사 훈련으로 명성이 높은 SIT(The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에서 경험한 언어교수 및 간문화적(intercultural) 교육에
1) Moran, P. R. (2004). 문화교육: 영어교육 2. (정동빈, 남은희, 황선유, 이명관 역). 서울: 경문사.
(원서출판 2001).
2) shah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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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론과 실천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
경험기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을 체득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에 대
한 그러한 독특하고 강력한 전망(perspective)이 이 책의 제1장에서부터 제12장에
까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둘째로, Teacher Source('교사원천') 시리즈에
속한 이 책은, 그 시리즈 편집자인 Donald Freeman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 교사들의 목소리, (나) 탐구, 그리고 (다) 이론적 틀이라는 세 가지 요소
(strand)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세 요소에 대하여 좀 더 상술해 보자. 우선, 저자 모란은 자신의 경험담,
관점 뿐 아니라 제2언어 교사들의 경험담들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서 진정성
(authenticity)이 매우 큰 언어/문화 교육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
책의 12장을 모두 L2 불어 배우기와 관련된 문화 익히기의 과정에서 자신이 경
험했던 일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제2언어
와 문화를 가르친 교사들의 경험담을 소개함으로써 제2언어와 문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이러한 교육현장에 대한 소개와 관련하여,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세 번
째 요소인 이론적 틀과 관련하여,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일관성 있게 두 종류를
탐구를 하도록 한다. 문화 배우기 탐구와 문화 가르치기 탐구가 그것이다. 전자
의 탐구 과정을 통하여,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특정 문화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
석한 후 그 문화 학습 경험에 대하여 성찰하여 의식하게 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문화학습전략을 연습하게 한다. 두 번째인 문화 가르치기 탐구를 통해서는, 교사
들로 하여금 문화학습활동들을 자신이 언어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실
제적으로 실행해 보고 그 결과를 연구하게 한다.
제2장과 그 이후의 논의에서, 셋째, 모란은 문화와 문화 학습/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이론적 틀들을 폭넓게 그러나 매우 간결하게 소개한다. 그와 동
시에, 그 모든 것을 단일한 이론적 틀로 통합하여 제시한다. 즉, 난삽한 지식의
편린들의 모둠이 아니라 강력하게 통합된 하나의 체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
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 준다. 이 책은 우선 제3장에서 문화를 다음과 같이 5개의
차원과 그들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인다. 산출물(products),
관행(practices), 전망(perspectives), 공동체(communities), 그리고 개인들
(persons)이 문화를 구성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 문화와 언어와의
긴밀한 관계에 대하여 논한 후, 제5장-제9장에서는 문화의 그 5개 차원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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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잘 짜여진 이론을 제시하면서 독자가 그 학습과 교수의 측면을 실제
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문화 학습과 교육에 관한 논의는 Kurt Lewin, John Dewey, 그리고
Piaget 등의 생각을 발전시킨 Kolb(1984)의 일반적인 경험기반 학습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문화 학습은 문화 경험을 통하여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
음과 같이(각각 상이한 학습목표를 지닌) 4개의 변별적인 단계의 상호작용이 일
어난다는 것이다. 첫째는 "방법 알아가기(knowing how)" 상호작용이다. 이 단계
에서, 학습자는(지적, 신체적, 정서적 등등 여러 수준에서) 목표 문화에 직/간접적
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둘째는 "대하여 알아가기
(knowing about)" 상호작용으로서 성찰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의 단계이
다.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그 경
험과 관련된 사실들을 기술한다. 셋째, "이유 알아가기(knowing why)" 상호작용
으로, 추상적 관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의 단계이다. 학습자는 자신의(혹
은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 설명이나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목표 문
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자신 알아가기(knowing oneself)" 상호
작용으로, 적극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의 단계이다. 학습자는 목표문화를
자신의 모문화와 비교하여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에 문화성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과 전망(perspective)을 새
롭게 정립해 나간다. 그리고, 개인적 목표, 학습 내용의 성격, 그리고 경험의 성
격과 양립하는 전략을 고안하여, (새로운)경험에 다시 돌입한다.
이러한 경험기반 학습 이론을, 모란은, 제11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 학
습 과정에 대한 7가지의 선행 이론(부록 B)과 관련시킨다. 즉, 그 선행이론들을
종합하여 경험기반학습적인 문화 학습 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 후, 마지
막 12장에서는 문화 교수를 위한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문화 알아가기
의 4가지 상호작용 각 단계에서 교사가 어떤 학습 활동을 제공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특정 목표 문화에 대한 학습 그리고 교수에 대한 포괄적
인 이론적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그와 관
련하여 독자들이 문화 배우기와 가르치기의 실제적 탐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
학습/교수 이론과 실제를 절묘하게 조화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이 책이 제공하지 않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서평자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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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교수 목표가 되는 영어권 문화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인데, 이를 별로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저자가 L2
불어와 관련된 문화의 습득 및 교수 경험에 대하여 많이 기술하고 있고 그와의
비교를 위하여만 영어와 관련한 문화 내용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화 교수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수 기법(technique)이나 학습 활동
의 예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큼 풍부하지는 않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
여서는 다른 출처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이 다문화교육과는 어떤 연관을 맺을 수 있을까? 다문화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이질 문화들을 경험하고 학습
하는 것이다. 서평자는, 이 책이 바로 이런 문화 경험과 학습 과정에 대한 매우
요긴한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독자들은 그러한 문화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지침과 안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실제적으로 저자 모란이 다문화교육을 문화 교육의 큰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제10장 "문화 학습 성과(Culture Learning Outcomes)"에 분명하게
보여진다. 그는 문화 학습의 성과로서 (가) 특정 문화에 대한 이해, (나) 문화 일
반에 대한 이해, (다) 문화적(cultural), 간문화적(intercultural), 혹은 다문화적 효
능감(competence), (라) 통합(integration)이나 동화(assimilation) 등을 포함한 적
응(adaptation), (마) 사회 정의 및 문화적 변화를 포함한 사회 변화(social
change), 그리고 (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을 포함하는 정체성(identity)
을 들고 있다. 즉, 다문화주의적 관점과 효능감을 문화 학습과 교육의 중요한 결
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L2 영어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지향하듯이, 특정 목표 문화에 대한 성찰과 올
바른 이해는 모문화에 대한 성찰과 깊은 이해에 이를 수 있는 문을 열어 준다.
그리고, 그러한 상이한 문화들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다양성
에 대한 인식과 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에 이를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가능성들이, 다문화적 감수성이나 타문화 존중의 태도
함양을 학습 결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문화 학습 결과를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문화 경험을 하고 그에 대하여 심각하
게 성찰하며 경험적으로 인지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교육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연구자나 교육자는 이 책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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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화 학습/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매우 적절하게 조화하는 방안을 접할 수 있
으리라 확신한다. 실제적으로, 지난 5월 14일에 있었던 한국다문화교육학회의 국
제회의에서 있었던 Hulsbosch(2010)의 "예술에 기반한 다문화교육" 워크샵은 참
석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서평자가 보기에는 모란의 이
론적 기초인 경험기반 학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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