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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다문화 교육: 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주1)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nited S tates: Looking Into a Case
of an Elementary S 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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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모습을 탐색
한 것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사 두 명, 학부모 두 명을 면담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어습득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위원회(ELPAC: English Learner Parent Advisory Committee)
의 회의를 관찰하였으며, 관찰은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들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 연구의 사례
가 된 그 초등학교에서의 교육목표는 모든 학생들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에 두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노력은 언어와 문화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었다. 먼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 대해 영어습득지도를 하고 이들 학부모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다. 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의 아동 뿐 아니라 비다문화 가정의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 다원성과 타 문화에 대한 존중 태도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는 ‘흑인 역사의 달’
과 같은 특정 기간이나 계기행사 뿐 아니라 일상의 교육과정과 수업 활동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도되
도록 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사 고용, 인센티브를 통한 교사의 다문
화 교육 관련 연수 독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모국어를 통한 교육활동 안내, 도서관의 다문화적 내
용과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의 구비를 하는 등 다문화교육은 학교교육의 전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접
근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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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multicultural education practices at an elementary school in California, United
States. For data collec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principal, two teachers, and two parents of
the school. In addition, English Learner Parent Advisory Committee(ELPAC) meetings of the school were
observed six times. Results of the collected data revealed that the go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under study was to help all students to grow as world citizens and an overall approach
was taken in English acquisition and cultural learning. Additional English lessons were given to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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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e mother tongue was not English, and an English learner advisor committee was held on a regular
basis in oder to ways to better educate those students. Cultural learning focused on multiculturalism and
respect for other cultures, and it was taught to all students not only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but
also from mainstream culture while being integrated into school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 addition, the
school made efforts to build culturally sensitive learning environments, which included ensuring teaching
staff either shared or understood cultures of its students by hiring teachers from cultural backgrounds
similar to those of student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cultural training and communicating with parents
with English language learning students in their mother tongue.
Keywords :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pedagogy, elementary school, cultural diversity

1.

서론

이 연구는 미국 초등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세계의 지구촌화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직업
과 교육의 기회를 좇아, 배우자를 따라,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우리나라로 이주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지형도를 바꾸어 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
에 의하면 2016년 현재 약 31만 7천 명이 결혼 이민 또는 귀화자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이
는 지난 1년 사이에만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며, 다문화인의 수가 약 14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2007년에 비해서는 배 인상이 훨씬 넘는 수가 증가한 것이다[1]. 이렇게 가파르게 증
가하고 있는 다문화인의 수는 2050년에는 2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외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이들과 이들이 꾸리는 가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 역시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10만 7천 명 정도였던 다문화
가정 아동은 2015년에는 21만 명 가까이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의
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다문화 학생의 수는 2012
년에 약 4만 7천 명 정도였던 것이 2017년에는 약 10만 9천 명으로 불과 5년 새에 두 배가 훨씬
넘는 수가 증가하였다[3]. 이 수치는 불과 5년 전이었던 2012년의 약 4만 7천 명에 비해 2배가 훨
씬 넘는 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는 특히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가 꾸
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학생인구의 다양화 현상을 보다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추이로 보아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의 증가율은 앞으로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속도감 있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위한 학교교육은 아
직 취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적·문화적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국어와 사회 교과를 비롯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 성취도 역시 상당히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되는 학습결손의 정도가 비다문화 가정 학생들
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자연스레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적지 않은 이들이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우울,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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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학업을 그만두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4, 5]. 이렇듯 많은 다문화가정 학
생들이 학습결손과 학교에서의 사회적·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에
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제공하는 지원은 한국어나 한국문화이해교육에 국한되고 있는 추세다
[6]. 이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교육실태와 우리나라 학교가 제공하는 다문화교육

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논
의와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온 미국의 다문화교육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특히 관심을 두었던 것은 실제 미국의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학교에서 다문화교육
실천에 대한 제고를 기하고자 하였다.
2.

2.1

이론적 배경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교육으로 다인종과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온 미국을 중심으
로 발전해왔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특히 소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정책과 실천
방향이 달리 규정되어 왔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동화주의와 문화복
수주의로 구분되어진다. 동화주의는 소수문화는 주류 문화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190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주를 이뤘던 이 사조는 흔히 말하는 ‘용광로(melting pot)’ 모형으로 설

명되어진다. 마치 어떤 물질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의 물질에 녹아들어 하나의 액체가
되듯 소수 인종과 민족 역시 미국의 주류 사회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됨으로써 하나의 문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복수주의는 소수의 언어와 문화는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대표적인 것이 일명 ‘샐러드 볼
(salad-bowl)‘ 모형이다. 이는 마치 그 색깔과 모양이 다른 여러 재료들이 모여 하나의 샐러드가 되

듯이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공
존하며 이들이 모여 하나의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7].
현재 미국에서는 샐러드 볼 모형으로 대변되는 문화복수주의가 지배적이며, 다문화교육 역시 이
러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대표적 다문화교육학자로 꼽히는 Banks[8]와 Grant[9]는 다문화교육
은 성, 인종, 계층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적 체제를 갖
추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 내에 공존하는 문화
와 민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며, 공동의 선을
위해 기여하는 공동체와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2.2

다문화교육에의 접근

Kumashiro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접근으로서의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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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네 가지 차원의 교육을 주장하였다[10]. 첫째는 다른 이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는 억압과 차별
을 받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천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이들에 관한 교육으로 이것은 그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아왔던 이들의 문화와 목소
리를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특권화와 타자화에 대한 비판 교육이다. 이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 성, 계층을 소외하고 억압하는 제도와 이것의 부당
함을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육
이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억압과 소외를 부추기는 것들을 스스로 개선해가도록
하는 것이다.
Banks는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용의 통합, 지식 구성, 편견 감소, 평등 교육의

실천, 학교의 문화와 사회 구조 배양이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1]. 내용의 통합은 학교에
서 어떤 주요 개념이나 원리, 이론을 가르침에 있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에서 그와 관련한 예를 찾
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 구성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정, 사고의 틀, 관점, 편견들
이 학문 내의 지식 형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 지식 형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며 이것이 지식을 생성하
는 이들이 인종이나 민족, 사회 계층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느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편견 감소는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교육의 한 영역이다. 평등 교육실천은 학생들이 인종, 민족, 문화, 성별에 상관없
이 성공적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교수법 등 가르
침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다. 학교의 문화와 사회 구조 배양은 이는 학교는 하나의 복잡한 사
회적 체제이며, 학교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교수법 등 어느 한 부분에서
의 지엽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시스템적이고 전체적인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2.3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현황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최
근 10여 년간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조영
달 외의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의 다문화 교육은 주로 다문화아동의 주류 문화와 언어 익히기 교육
에 치중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12].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은 인
종, 민족, 성별, 사회계층간 차이를 이해하고 이들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
을 통해 자민족 중심의 사고와 타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도록 하는 다문화 이해 능력의 함양
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은 주로 다문화가정 아동만을 그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한국 문화적응으로서의 문화교육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언
어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다문화아동을 포함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에도 내용 요소로 의도하는 것은 “협력, 반편견, 정체성 형성, 다양성” 등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
지도되는 내용은 특정 나라의 음식이나 복장, 풍습을 소개하는 정도의 피상적이고 단편적 지식 전
달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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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
로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하고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고 한다[13]. 또 한국문
화 체험은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에 그치고 있었으며 학업 지원은 수학 교과에 편중되
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우려스러운 점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
는 관계자들의 경우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였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이론적 토
대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설계되기 보다는 개인적 느낌이나 인상에 의해 구성되고 있었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
면 다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교육내용이 소수 집단과 문화를 주류 분화로부터 구분 짓고 소외시키
며 억압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가족을 타자화하고 있는 우
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교육내용 속에서 소수집단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야 하는 것
을 강조하는 반면 그들의 주체적 역량은 도외시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4].
3.

3.1

연구방법

자료수집

이 연구는 미국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위해 어떤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 실시한 것으로 이를 위해 미국의 공립학교인 A초등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
초등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공립학교로 학생의 약 50퍼센트가 유색인종이었으며, 영어습득교
육대상 학생은 약 8퍼센트 정도였다. 자료의 수집은 연구대상 학교들의 교장과 교사에 대한 면담,
영어습득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회 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A초등학교의 교장과 두
명의 교사와 실시하였으며, 영어습득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회 관찰은 총 6회 실시하였다. 교장
과 교사와의 면담은 다문화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효과 등을 묻는 질문을 미리 작성하고 면담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면담 참여자의 응답을 들으며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의 전 과정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다. 영어습득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
부모회에 대한 관찰은 약 한 달에 한번 씩 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관찰을 하는 동안 필드노
트를 작성하였다.
3.2

자료분석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정밀한 분석을 위해 모두 전사되었다. 전사된 텍스트는 참여자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였고, 세밀한 분석을 위해 전체 면담 내용은
전사되었다. 전사된 내용은 여러 차례 읽으며 코딩을 붙이고 유사한 코드들을 모아 범주화 하고,
다시 관련 있는 범주들끼리 묶어 한데 묶인 이들 범주들을 포괄하여 나타낼 수 있는 낱말이나 구
정을 붙여 주제를 도출하는 주제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동료 연구자를 통한 코딩과 범주화, 도출된 주제에 대한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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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쳤다.
4.

4.1

결과

정의와 다양성 속의 통합 추구

이 연구의 대상이었던 A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아동이 다원적 소양
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에서 교육적 정의와 평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음은 관련하여 다문화교육을 통해 추구하
는 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교장의 답변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
이 모두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모든 문화는 그 문화만의 독특한 관점을 제공해주고 또 세상의 발
전에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넓은 곳이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만약 아이들이 어떤 하나의 문화나 관점에 갇히게 된다면 세
상과 보다 온전히 소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
다. ... 그리고 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그 누구도 예외가 됨이 없이 모두 한 인간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세상과 소통하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길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사고와 관점이 공존하는 문화적·지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며,
그 다양성 속에 다름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제로 인식하
고 있었다.

4.2

교육과정과 수업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영역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과

수업이었다. 교사들은 교과의 내용 중 다문화교육과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나 ‘흑인 역사의 달
(Black History Month)’와 같이 다문화적 요소의 도입이 가능한 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의 다양성과 존중 등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이 연구를 위한 면담에 응했던 교사 중 한 사
람의 경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주로 주제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
다.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무엇을 먹고 인사를 어떻게 하
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피상적인 것만으로는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
렵죠.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더라 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이면의 이유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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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많은 사회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주제는 이러
한 각기 다른 사회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탐색하고 학습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5학년 사회교과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다양한 사회
와 문화의 논의를 이끌어내기에 아주 훌륭한 주제입니다. 그 형태와 가족 내 구성원의 역할이나 상
호작용 방식은 다르지만 어느 사회, 어느 문화나 가족은 있거든요. 저의 경우 가족이라는 단원을
공부할 때 학생들 각자의 가족 나무 족보를 만들어보게 해요. 그들의 부모님은 어디 출신인지, 그
들 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디서 왔는지. 그것만으로 우리 교실 안으로 수십 개의 사회와 문화 이야기
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위 교사의 경우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에서 다양성을 드러내기에 효과적이
었던 ‘가족’이라는 주제 외에도 ‘갈등’, ‘억압’, ‘사랑’, ‘식생활’, ‘법’ 등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여러 사회와 문화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다원주의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고 있었다.
4.3

영어습득 교육

영어습득 교육은 미국의 다문화교육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A초등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 학교의 경우 중도 입
국자나 미국에서 출생을 하였더라도 가정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영어습득을 위한 추가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영어습득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어떤 학교들의
경우, 특히 영어습득 교육 대상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학생들을 따로 분리하여 하
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 대상
이 되었던 A초등학교의 경우 일체의 영어습득 교육이 교실 안에서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교장의 말이다.
영어습득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 영어 개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 그걸 할 만한 재정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 집
중교육을 위한 반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재정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니에요. 수업시간에
영어습득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만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 학생들의 경우 정규 수업시간
에 다른 일반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들을 놓치게 되요. 또 그런 분리의 경험은 영어습득 교육 대
상 아동들에게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 쉽죠.

A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영어능력이 낮은 아동에 대한 영어습득 교육을 대부분 수업시

간 틈틈이 담임교사에 의한 개별지도와 일주일에 세 번 실시되는 방과 후 읽기 지도를 통해 실시
하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준이 낮아서 따로 지도가 필요한 아동을 가급적 교실의 앞에 앉도록
해요. 어떤 아동의 경우 영어 수준이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에 대해 아직 이해를 못할 정도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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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러면 그 아동이 알아듣기 쉽게 따로 설명을 해줘야 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영어 수준
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도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을 하게 하기보다는 그 아이는 영어 습득에 초점을 두고 개별학습을 하도록 지도
하죠. 어떤 경우든 아동을 제 바로 앞에 앉도록 하는 것이 이런 개별적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하는데
용이해요.

위 교사의 말처럼 A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일반 수업을 하면서 영어 능력이 낮은 아동을 대

州

상으로 개별화교육을 통한 영어 습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주( )의 경우 모든 교
사들로 하여금 영어습득교육과 관련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
다. 더불어 A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에 각 단원과 차시별로 영
어습득교육 대상 아동을 위한 지도 중점과 전략적 팁을 따로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었다.
4.4

영어습득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회(ELPAC:

Committee)

English

Learner

Parent

Advisory

운영

이 학교에는 일반 학부모회와는 별도로 영어습득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들만으로 구성된 모
임(ELPAC)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임은 다문화학생의 수가 많은 학교들에서는 통상 조직되
어 있으며, 하나의 학부모회를 구성할 만큼 다문화학생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한 학구 단위로
이들 학부모들이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영어습득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회(ELPAC)는 보
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교의 교장선생님 또는 학구의 다문화교육 담당자와 함께하는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위한 모임을 열고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기도 하며,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교육에서 직
면하는 어려움을 나누거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효과적 교육을 위해 학교가 취할 필요
가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영어 습득 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학부모 같은 경우 특히나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는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려 그들의 경우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학부모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 모임에 나오는 것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학교 일에 참여하는 것도 대체로 소극적이죠. ELPAC은 그러한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
육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위의 인용문에 언급되었듯이 학생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
가 협력적 지원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ELPAC은 낮은 영어 능력이라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교교육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기재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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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효과적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단 실천적 전략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의
주체가 되는 교사들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확보하는 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캘리포니아 교사들의 경우 중도 입국 또는 가정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
어습득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아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상의 영어습득교육과 관련
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가 이루어진 A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를 고용함에 있어 교사교육에서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강좌를 세 강좌 이상 수강한 이들로 한
정하고 있었다. 더불어 고용이 된 이후에는 이들로 하여금 그 학교에서 다문화아동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나 연수를 추가적으로 이수하
도록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 초등학교의 다문화아동의 다수가 라틴계 미국인인 경우 라틴 문
화 또는 라틴계 미국인들의 문화에 대한 연수를 추가적으로 받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교사재교육은 모두 급여의 상승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재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었다.
4.6

그 밖의 노력

A초등학교의 경우 스페인어는 중도 입국한 학생이 사용하는 모국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언어였다. 이는 곧 스페인어는 학부모들이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국어임을 의미하기
도 했다. 이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비롯하여 학교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안
내문을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배부하고 있었다. 학교에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상주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했을 시 의사
소통의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그 밖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통
역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청와 연계하여 학부모의 요청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더불어 학교의 각종 표시판 역시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도서관에는 영어 책 외에 세계 각국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를 구비해 놓고 있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소수계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과 학부
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교에 대한 정보와 교육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의 언어
와 문화가 수용되고 존중받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5.

결론

이 연구에서 살펴 본 미국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세계시민의 육
성과 다양성 속에서 정의와 인간존중을 토대로 한 사회통합이 가능하게 할 시민의 육성에 두고 있
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시민의식을 갖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소외됨이 없도
록 지도하는 다문화교육은 가시적으로 두드러졌던 영어습득교육 외에도 교육과정, 교사, 학부모와
의 소통, 다문화적 학교 환경 조성 등 학교교육의 제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었다. 즉, 이는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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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에서의 시도가 아닌 학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의 제반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학교의 경우 다문화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주로 특정 프로그램 위주 또
는 단편적 다문화교육 단원의 추가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사실 이러한 부분적이고 국지적 접근은
그 효과의 측면에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A초등학교가 보여주는 전면적이고 총체
적 접근 방식은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실천을 위해 고려해 봄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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