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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1)

박 남 수(대구대학교)
《 내용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양상은 어떠한지를 밝힘으로써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
로 효율적인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양상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거
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근무지역, 교직경력,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실천 정도는 인식 정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실천 정도는 도 지역에 비해 광역시 지역의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
나 교직경력 및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 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을 보
였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그들의 실천에 영향을 끼치므로 교사들은 다양
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Banks가 제시한
다문화교육 접근 수준 중 가장 낮은 두 수준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즉, 영웅이나
축제에 초점을 두는 기여적 접근이나 교육과정의 구조나 원리의 변환 없이 교육과정에 다문화
적 요소를 추가하는 부가적 접근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의 기본가정이나 원리
의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변환적 접근이나 사회적 행동 접근 수준에서의 실천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주요어 :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초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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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했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이주노동자와 낯선 문화의 유입, 그리고 그
동안 차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계층이나 성차 등과 같은 내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인한 다문화 사회의 도래가 그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 속에 존재하는 여
러 문화집단에 대한 다양성의 수용과 조화의 실현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쟁점이며 과제이다.
이것은 그동안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단일 민족 국가로 인식되어 왔던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화집단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종교, 사회계층,
장애 유무 등과 같은 다양성이 우리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박남수, 2000), 외국인 노
동자나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1) 등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문화집단 간의 차이를 수용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바탕으로 급속히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다문화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다. 이것은 인종, 민족, 사회계층, 성별, 장애 등
모든 문화집단에 대한 다양성의 이해와 수용을 촉진함으로써 각 문화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고,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문화적 선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Lynch, 1984; Sleeter, 1989; Banks, 1994). 또한 각 문화집단의 문화적
귀속성이나 특성을 존중해서 그들의 학습 양식에 적합한 교수법의 개발, 다양한 문화집단의
시점에서의 교육내용 재편성, 교사를 비롯한 학교 경영자의 자질 육성 및 학교의 다문화적
인적 구성을 지향하는 등 교육론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운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桐谷
正信、2000; Banks, 1994).
다문화교육은 초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인종이나 민족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 동성애자, 노인, 빈곤층, 장애인
등 보다 넓은 집단 간의 공존과 상호이해, 평등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운동으로서 우리
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 등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이러한 다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많은 연구와 실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다
1) 통계청 자료(2005)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의 총 결혼 수 319,440건 가운데 11.4%인 35,447건이 외국인과의 결혼
이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2005년 시점에서 2004년에 비해 국제결혼 비율이 30%이상 지역이 23곳(군 지역)이
상 늘었다. 200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약 16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자녀와 이주 노동
자를 합친다면 우리 사회의 소수 인종은 전체 인구의 2%인 최대 9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소수 인종의 숫자가 사회문제
화 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 말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다(김남국, 2005: 9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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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회의 시민성 육성이란 관점에서의 다양한 연구들(이경호, 1997; 강신임, 1998; 김선
미, 2000; 조기제, 2002; 장인실, 2003; 설규주, 2004 등),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 지원 대책,2)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등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형태의 다양
성에 대한 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학습과 일상생
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및 기본적 생활습관 형성 등 민주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의 기초
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교육부, 1998)로 하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더욱 강조되어질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가나 다양한 연구와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 학생
들이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충분히 갖
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피부색과 말이 달라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외국인을
차별하는 이유가 우리와 다른 외모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3)(한겨레신문, 2006), 그리고 지구
촌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저개발 국가들과 민족들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부족하고 편견
을 갖고 있다는 지적(김진호, 2006)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다양한 이유가 제시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교사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나 태도, 기술, 지식은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Ramsey, 1990). 즉 다문화교육의 성패는 교사가 다문화교육에 대해 어떻
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실천 양상을 보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교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
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생활양식, 학습스타일 등을 수용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Cabello & Burstein, 1995)과 다
문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의식 변화가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교사의 진정한 이해와
2) 교육부는 순혈주의와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
자녀들의 학습 결손 방지 및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2006년 5월1일“‘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지원 대책”
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대학생 멘토링 적
용,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단일민족 강조하는 교과서의 개정,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부처협의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e 교육소식, 5월1일자 기사)
3) 아시아 평화인권연대가 부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 500명을 대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
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호기심이 생긴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못사는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19.5%), 피부색과 말이 달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25%가까이 나왔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차별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응답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외모 때문이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한겨레신문 2006년 9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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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없이는 평등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장인실, 2003)은 교사요인의 중요성
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
적 고찰(구견서, 2003; 김남국, 2005; 이용승, 2004; 이경호, 1997; 설규주, 2004 등), 다문
화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김진호, 2006; 김선미, 2003
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박준현, 2006; 김현이, 2006; 이선화, 2006; 박재영,
2006 등), 다문화교육 실천에 대한 분석(이지영, 2002) 연구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반면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한 정선희
(1997)와 이미혜(2004)의 연구를 들 수 있을 정도이며, 특히 초등 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양
상을 밝히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4).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양상은 어떠한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
육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실정에 맞는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양상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
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는 어떠하며, 이는 근무지역, 교
직경력,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의 실천 수준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4)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관련한 연구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Boyd(2002)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은 그들의 계층, 연령, 교직 경력, 성별, 인종적 배경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인식과 실천 수준간의 상
관관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Titus(2002)는 중학교 사회과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
해 어떠한 기대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실행할 때 부딪치는 장벽은 무엇이 등에 대해 교육활동에 대한 관찰과 면담, 수집된 기록을 바탕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Mary(2002)는 다문화교육과 교실 실행에 있어서 그들의 신념에 대한 세 명의 교사들의 반성을
중심으로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신념은 교실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해 어떻게 배우는지를 면담 등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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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의 선
정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 교사의 인식과 실천 양상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이기 때문에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
식과 실천 양상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과 실천 양상을 심층
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Ⅱ.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교사의 자질
1. 다문화교육의 개념

가. 다문화교육의 배경
다문화교육은 미국에 있어서 초기 교육이념이었던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학교의 중심적 역할은 새로운 이민 집단에게 자기의 문화유산을 포기하고 WASP5)집
단의 생활양식에 적응시키는 강제적 동화였는데(Bennett,1986:86),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여러 민족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문화다원주의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다원주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개인, 집단,
및 사회나 공동체의 어느 레벨에서도 승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둘째, 사회나 공동체가 질적
으로 풍부하게 되고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가 되며, 셋째, 기회의 평등은 모든 인종집단,
문화집단의 구성원에 주어져야 하며, 넷째, 어떠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多文化社會硏究會, 1997:84). 미국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의 다
양한 전통이나 문화의 인정은 미국화 과정에서의 장애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쳐 미국의 사회 통합 이념으로
써 환영을 받게 된다(Newfield & Gordon,1996:83).
이러한 이념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다양성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중심이 되는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화를 상대화하고 있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발전한다. 이것
은 민족 집단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자 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은 WASP중심의 문화적 가치에 지배되어온 교육이 조장해온 민족적인

5) WASP란 미국의 초기 이민단의 중심을 이루었던 White Anglo-Saxon Protestant를 의미한다. 미국의 주류문화는 이
WASP문화이며, 다문화교육이 비판하는 것의 하나는 이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소수민족 문화(집단)를 차별한다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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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과 차별, 편견을 지양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상호이해․존중, 협조․공존을 이념으
로 하는 것으로 문화 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 다문화교육의 정의
일반적으로 다문화교육은 한 국가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 민족, 사회계층, 성별 등
모든 문화집단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촉진하는 것을 통해서 각 문화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을 없애고, 그러한 사람들에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문화적 선택을 제공하자는 교육적 접근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그 개념이나 양상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교육의 연구 대상이나 과제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다문화교육의
정의와 관련한 다의성은 우선 관련 용어의 다양성에 나타나 있다. 다문화교육은 영어의
“multicultural

education"을

education(다민족교육),

번역한

intercultural

것이지만

ethnic

studies(민족연구),

education(이문화간

교육),

multiethnic

bilingual/bicultural

education(이중언어/이중문화교육) 등 다양한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Bennett(1986:11)는 민주주의적 가치관과 신념에 기
초한 교육과 학습을 위한 접근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 있어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기
르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Banks는 모든 사회계급, 인종 출신의 아동들이 평등한 학습기회
를 갖도록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개혁 운동(平澤安政역,1996:21)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桐谷正信(2000)도 각 문화집단의 문화적 귀속성이나 특질을 존중해서 그들
의 학습 스타일에 적합한 교수법의 개발, 다양한 문화집단의 시점에서의 교육내용의 재편성,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자질 양성 및 학교의 다문화적 인적구성 구성의 시도 등 교육
론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각각의 문화에 대해 고유의 가치와 존재 의의를
인정하고 문화간의 공평과 상호존중을 중시하는 문화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일치한다. 즉 소수집단의 문화가 주류사회나 그 문화에 융합되어 흡수되는 문화적 동화와
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의 대상 또한 민족 집단을 넘어서 사회계
층이나 여성 등 다양한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다민족이란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 사회계층 등을 포함하
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민족이나 인종, 성, 사회적 지
위 등에서 비롯되는 각 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특성에 관계없이 주류 또는 소수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롭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가르쳐주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다. 다문화교육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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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Banks(1993)는 다문화교육
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기여적 접근(Contribution Approach), 부가적
접근(Additive Approach), 전환적 접근(Transformation Approach), 사회적 행동 접근법
(Social action Approach)이라는 네 가지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기여적 접근법은 다양한 문화 집단의 영웅이나 그리고 인종과 민족에 대한 특색 있는 문화
적 요소를 특정 명절이나 국경일 등을 전후하여 주제로서 선정하여 다루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여도 중심의 접근법은 다문화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통합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 교육과정의 틀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적 내용
을 부수적인 요소로 지각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
는 한계점을 지닌다.
부가적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의 변환 없이 다양한 문화집단과 관련한 내용, 개념,
주제, 관점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은 하나의 책이나 단원으로 기존 교육과정에 첨부되
는 것으로 교육과정 개혁 접근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변환적 접근법은 단순히 현존하는 교육과정에 다문화적 내용을 부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
육과정의 구조를 바꾸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집단의 관점에서 개념이나 문제, 사건, 주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은 교육과정의 기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으
로써 전술한 두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컨대,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존의 서술과는 달리 아메리카 원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집단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행동 접근법은 다문화적 관심사나 주제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중요한 사
회적 문제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Banks는 이러한 네 가지 접근법을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계층적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즉
기여적 접근법은 1단계, 부가적 접근법은 2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은 주류문화의 관점에
서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반면, 3단계에 속하는 변환적
접근법과 4단계에 속하는 사회적 행동 접근법은 다문화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주류문화의 관
점이나 가치를 떠나서 다양한 문화의 관점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개혁을 의
미한다.

2. 다문화 교육과 교사의 자질
세계가 급격히 상호의존적이 됨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성도 더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은 문
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을 다원화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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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다양한 문화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다문화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성을 이
해하고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
도, 기술,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amsey, 1991). 학교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지적(Irwin, 1999)이나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
고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생활양식, 학습스타일 등을 수용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
르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Cabello & Burstein, 1995)
은 모두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교사자질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다문화사회의 시민성 육성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예컨대, Derman-Sparks(1992)에 따르면 교사들은 첫째, 어린
이들 문화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점, 둘째, 자신들이 어린이들을 색맹
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 셋째, 자신의 학급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단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점, 넷째,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
들이 문화적으로 지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다섯째,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
재 교구를 겉으로 보는 것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같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몇 가
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김혜연, 1997 재인용).
효율적인 다문화교육의 실행을 위해서 교사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식하여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다문화교육에서도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
나가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들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와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교사교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전제연
구로서 다민족이나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태도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
여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Banks, 1993; Goodwin, 1997; 장인
실, 2003 재인용).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
였다. 조사 대상 학교는 각 지역별로 무선 표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3곳, 경상북도 지역에서

221
사회과교육연구(14권 1호)

7곳의 학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송부하였
으며, 이중 최종 회수된 186부의 설문지를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 양상을 밝
히기 위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변 인

구

분

광역시 지역

근무 지역

교직 경력

다문화교육 경험
계

빈 도(명)

백분율(%)

97

52.2

도 지역

89

47.8

10년 이하

79

42.5

11-20년

39

21.0

21년 이상

68

36.6

유

23

12.4

무

163

87.6

186

10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Copeland(200?)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6)를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다음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기초
사항을 묻는 4문항을 포함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Ⅰ), 다문화교육의 실천
정도를 묻는 문항(Ⅱ), 다문화교육의 실천 수준을 묻는 문항(Ⅲ)으로 구성되었다.
설문Ⅰ은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함(4)’, ‘동의함(3)’, ‘동의하지 않
음(2)’, ‘매우 동의하지 않음(1)’의 리케르트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
화교육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설문 Ⅱ는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항상 그러함(4)’, ‘자주 그러함(3)’, ‘좀처럼 그렇지 않음(2)’, ‘전혀
그렇지 않음(1)’의 리케르트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설문 Ⅲ은 한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다문화교육의 실시 여부를 포함해서 Banks(1991)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접근방법
인 기여적 접근(1수준), 부가적 접근(2수준), 변환적 접근(3수준), 사회적․행동적 접근(4수준)

6) Copeland(200?)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Ⅰ)은 Ponterotto 등(1998)이 개발한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에
관한 설문지(Teacher Multicultural Attitude Survey:TMAS)을 사용했으며, 다문화교육의 실천 정도를 묻는 문항(Ⅱ)은
오하이오대학(1998)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설문지를 Copeland의 논문에서 제시된 것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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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가지 수준을 제시해서 교사들이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문화교육의 수준
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양상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문항 구성

문항 번호

기초 사항

1, 2, 3, 4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Ⅰ(1～20)

다문화교육 실천 정도

Ⅱ(1～20)

다문화교육 실천 수준

Ⅲ

3. 연구 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설문지 개발 → 설문 조사 → 자료 처리 → 결과 도출 및 논의”의 과정으로 수행
되었다. 먼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선행연구 및 다양한 참고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했다.
개발된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가 곤란하거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다. 다음으로 이 설문지를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 우편을 통해 송부하였으며, 이중 회수된 10개 학교의 18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했다. 근무지역, 다문화교육 관련 교
육 경험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정도의 차이는 t검증 방법을, 교직경력에 따른
인식 및 실천 정도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정도와의 상호관계는 상관관계 분석 방법을, 그리고 다문화교육의 실천 수준은 빈도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분석했으며, 유의 수준은 .05로 했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실천 정도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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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
검정 변수

인원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186

3.09

.33

다문화교육 실천 정도

186

2.56

.4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4점 척도에서 평균 3.09로 나타나 초등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천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56으로 나타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인식과 실천 정도를 교사들의 근무지역, 교직경력,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근무지역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가 교사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근무지역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
검정 및 집단 변수

인원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교육에

광역시 지역

97

3.10

.31

대한 인식

도 지역

89

3.08

.35

다문화교육

광역시 지역

97

2.61

.45

실천 정도

도 지역

89

2.49

.34

t
.371

1.982*

* P< .0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광역시 지역은 평균 3.10, 도 지역은 평
균 3.08로 광역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
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교육 실천 정도는 광역시 지역은 평균 2.61, 도 지역은 평균 2.49로 광역시 지
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차이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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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경력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가 교사들의 교직 경력에 따라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교직경력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
검정 및 집단 변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다문화교육
실천 정도

인원

평균

표준편차

10년 이하

79

3.08

.30

11년-20년

39

3.11

.31

21년 이상

68

3.09

.33

10년 이하

79

2.53

.38

11년-20년

39

2.53

.39

21년 이상

68

2.60

.45

F

.126

.634

먼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면 10년 이하의 교사들은 평균 3.08, 11년-20년
의 교사들은 평균 3.11, 21년 이상의 교사들은 평균 3.09로 나타나 11년-20년의 교직 경력
을 가진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세 집단의 인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문화교육의 실천 정도는 10년 이하의 교사들은 평균 2.53, 11년-20년의 교사들은 평균
2.53, 21년 이상의 교사들은 평균 2.60으로 나타나 21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세 집단의 실천
정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원 양성대학에서의 교사교육이나 임용 후의 교원연수 과정에서의 다
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에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경험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는 경험이 있는 집단
은 평균 3.18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 3.08에 비해 다문화교육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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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다문화교육 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
검정 및 집단 변수

인원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교육에 교육경험 유

23

3.18

.23

대한 인식

교육경험 무

163

3.08

.33

다문화교육

교육경험 유

23

2.63

.33

실천 정도

교육경험 무

163

2.55

.41

t
1.428

.997

반면, 교육경험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천 정도는 경험이 있는 집단은 평균 2.63로 나타나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2.55에 비해 다문화교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의 실천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그에 대
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초등 교사들은 다문화교
육에 대해서 비교적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근무지역
이나 교직경력,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 경험 유무 등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사례이지만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그들
의 계층, 연령, 교직 경력, 성별, 인종적 배경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힌
Boyd(2002)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천 정도는 인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실천 정도는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요인들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의 실
천으로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도시 지역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경상북도 지역에 비해 다인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실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개인
차를 고려해서 지도해야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2.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와의 상관관계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교육의 실천 정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상관계수가 .345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적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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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의 상관관계
분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다문화교육 실천 정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1.00

.345**

.345**

1.00

다문화교육 실천 정도
**P<.01

이루고 있어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보
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식과 실천 수준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힌
Boyd(2002)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문화교육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기술,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Ramsey(1991)의 견해나 학
교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Irwin(1999)의 견해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생활
양식, 학습스타일 등을 수용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Cabello & Burstein, 1995).

3.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천 수준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천하고 있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천 수준
실천 수준

빈도(명)

백분율(%)

실시하지 않음

48

25.8

기여적 접근
실시함

부가적 접근
변환적 접근

54
54

136

4

사회적․행동적 접근
계

26
186

29.0
74.2

29.0
2.20
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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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 실시 유무를 보면 전체 186명 중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48명(25.8%),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36명(74.2%)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경우 실천 수준을 보면 특정 국가나 민족의 영웅,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다문화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기여적 접근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가 54명(29.0%),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다문화적 내용, 개념, 관점을 추가하
는 부가적 접근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가 54명(29.0%)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의
기본 관점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변환시키는 변환적 접근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가 4명
(2.20%), 다문화적 관심사나 주제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사회적 행동적 접근 수준에서 실시
하고 있는 교사가 26명(14.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초등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기여적 접근 및 부가적 접근 수준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44%가 부가적 접근을, 23%의 교사들이 기여적 접근 수준에서 다
문화적 요소를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있으며, 15%의 교사들이 변환적 접근을, 10% 미만의
교사들이 사회 행동적 접근 수준에서 다문화교육을 실행하고 있다는 Borland(1994)의 연구
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선화(2006)나 박재영(2006) 등도 우리 나
라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은 음악이나 미술, 재량활동
등과 같은 특정 교육활동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
입어보기, 음식 만들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어 다문화적인 학교풍토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은 다
양한 문화집단의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생활문제와 경험이 아니라 단순히 ‘이국'적인 내용을
흥미 위주의 피상적으로 다룰 뿐으로 아동들에게 즐거움과 극적인 경험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다르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문화의 특수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결과
를 낳는다(김혜연, 1997). 다문화교육은 현 교육과정에 단순히 교과목을 첨가하거나 보충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에 다문화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
다는 관점(장인실, 2003: 418)에서 볼 때 문제의 여지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
인 실천 양상은 어떠한지를 밝힘으로써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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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효율적인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186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양상을 조사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근무지역, 교직경력,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실천 정도는 인식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았다. 이러한 실천 정도는 도 지역에 비해 광역시 지역의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실
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직경
력,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 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정도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그들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셋째,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Banks가 제시
한 다문화교육 접근 수준 중 가장 낮은 두 수준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즉, 영
웅이나 축제에 초점을 두는 기여적 접근이나 교육과정의 구조나 원리의 변환 없이 교육과
정에 다문화적 요소를 추가하는 부가적 접근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의 기본
가정이나 원리의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변환적 접근이나 사회적 행동 접근 수준에서의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효율적인 실천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점, 둘째,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필
요하다는 점, 셋째, 실천 수준에 있어서도 기여적 접근이나 부가적 접근 수준만이 아니라
학년 단계나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변환적 접근이나 사회적 행동접근 수준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실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요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첫째, 본 연
구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지
역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양
적연구이기 때문에 초등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양상에 대한 일반적인 경
향성은 파악할 수 있으나 인식과 실천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나 실천 양상을 면접이나 관찰 등과 같은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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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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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ark, Nam-Su
Multicultural education is defined as education implemented to enhance tolerance,
respect, understanding, awareness, and acceptance of self and others in the diversity
of their cultures. This study examin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sample for this purpose consisted of 186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region of Daegu city and Kyungsang Bukdo. The based on 186

teachers' perception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patterns of implementation, and

the implemented level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Teachers possessed a
positiv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perceptions and theiir region of schools, teachers'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extent of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was law against their perception.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extent of implementation and their region of schools, but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extent of implementation and teacher career,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perceived that they implemented multicultural education. Third, the majority of
teachers

implemented

multicultural

education

at

Banks'

two

lowest

levels,

Contributions Approach and Additive Approach.

Key word: multicultural education, per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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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