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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교사 교육의 한 접근으로서‘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사 교육’
에 초점
을 두고 교육과정 조직의 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호응적인 교사양성을 위한 교사교육기
관의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조직·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진전으로 교사 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적 교실 지도능력을 지닌 교사 양성을
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다문화교육과정 설계와 실천, 그리고 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연
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문화호응적인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교육에 해당되며, 특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하는(Caring) 학교
교실수업 운영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문화호응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으로 먼저, 문화 호응적인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둘째로, 문화 호응적인 교사의 모습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셋째로, 문화 호응적인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요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넷째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사교육의 차원에
서 한국 다문화사회화에 따른 대응 방향에 대하여 교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설계, (예비)교사 선발과
채용 및 재교육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교육, 문화호응적인 교사, 교사교육기관, 교육과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uild directions of curriculum structures for making
culturally responsive teacher. It is import for college of education to make culturally responsive
teachers to greatly treat multi-cultural students, with going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it’s important for the study of culturally responsive education basis on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to prepare those teachers.
Culturally responsive education is a part of multi-cultural education because both of them
intend to be equal in the access of public education among all students. First of all, it is culturally
responsive in a sense that class instruction practices concentrate the caring for the situations of
culturally diverse students.
Study contents to get the purpose are as below:
Firstly, the needs and meanings of culturally responsive education have been studied.
Secondly, it’s been researched how do culturally responsive teachers look like. Thirdly,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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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d what’s the main factors of curriculum to prepare culturally responsive teachers.
Fourthly, directions of preparing culturally responsive teachers has been introduced, in the sides
of curriculum building in colleges of education and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teachers for
public school.
Keywords : multi-cultural education, culturally responsive teacher, college of education, curriculum

I. 들어가며

교 수업 운영에 있어서 기존 거주민 자녀 중심교
육으로부터 탈피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특성·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다문화사회화에 따

험·관점을 활용하는 교실수업을 장려하는 교육

른 교육적 처방의 일환으로‘문화 호응적인

을 의미한다. 문화호응적인 교사는 다문화 학생과

(Culturally Responsive) 교사’
의 모습과, 그

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질, 지식, 교실 경영 등의

러한 교사양성에 필요한 교사교육 기관의 교육과

측면에서 다문화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

정 요소를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필요한

는 능력을 갖추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교사이다.

다문화교육 교사양성을 위한 교사교육기관의 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들

람직한 교육과정 조직·실천을 위한 기초를 마련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는 데 있다.

하다. 교사는 점차 다문화화 되어가는 교실현장

한국사회는 1990년 대 이후 다문화 사회로 진

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와 기존거주민 자녀를 포함

입한 이래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공

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문화, 능력, 흥미 등을 고

공학교에도 비중있게 반영되는 추세에 있다. 취

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학연령 해당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급증하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다.

있는 것이다.1) 이것은 학교교육이 기존의 교육관

교사교육기관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다양

인‘순혈주의’
와‘단일민족주의’관점으로부터

한 학생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등을 습득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음을 암시한

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학교에서 학업

다. 즉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성취를 함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

이 필요한 것이다.

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지도해야

다문화교육이란 보통 다양한 인종, 민족집단,

한다. 그러한 교사의 능력은 교사 교육기관에서

사회계급, 특수성, 성적 기호 등에 관계없이 모

잘 설계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

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평등 기회가 주어지도록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습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계된 지속적인 교육개혁 운동 과정이라고 정의

교사들은 다문화 학생들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

된다(Gay, 1995; Banks & Banks, 2010: 3-4).

경험이 없다고 고백한다(권오현 외, 2009). 이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을 교육제도에서 구조

한 보고는 대부분의 교사 교육기관에서 예비교사

적 변화를 꾀하는 개혁운동으로 보고,‘학생들이

들에게 다양한 학생 지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업성취를 함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누리는 것’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볼 때, 다문화교육은 무엇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와 기존 거주민 자녀 사이의 평등 교육에 초
점을 둠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 호응적인(Culturally Responsive) 다
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
은 학

1) 2010년 12월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 31,788명이 초·중·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된다. 2010년 현재 한국 전
체 초·중·고등학생 인구가 7,236,248 명인 것에 비하여
약 0.4%를 차지하는 숫자이지만 주류출신 학생 수는 감소
하고 다문화학생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http://www.damunwh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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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적 교실 지도능력을

‘문화적’
이라는 말과‘호응적’
이라는 말이 합성

지닌 교사 양성을 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계속

된 것으로‘문화적으로 민감·민첩하게 반응·

적인 다문화교육과정 설계와 실천이 필요하며 이

호응’
한다는 뜻이다.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학

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

필요하다.

성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

최근 들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몇 개의 다

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성취를 함에 있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교사연수에 활용

서 평등한 기회를 뜻하므로, 문화 호응적인 다문

되고 있는 점(심봉섭 외, 2007; 권오현 외, 2009),

화교육은,‘인간 존엄성 실현을 궁극 목적으로

교사 교육기관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강의와 아울

하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학업성취를

러 연구원 및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점 등이 발견

하기 위하여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민첩하게 호

되는데, 이것은 한국사회 다문화화에 따른 문제

응하는 교육’
이 된다.

해결을 위한 교사교육 기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육’
은 학교 수업 운영
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경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사 교육의 한 접근으로

험·관점을 활용하는 교실수업을 강조하는 교육

서‘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사 교육’
에 초점을 두

을 의미한다.‘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육’
에 대한

고 교육과정 조직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이러한 정의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기능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로서 몇 가지

등의 학습요소가 학습자의 생활경험 및 관점과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유사할 때 학습흥미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문화 호응적인 다문화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

논리에 근거를 둠을 알 수 있다(Gay, 2002: 106).

는가?/문화 호응적인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문

문화 호응적인 다문화교육이 초점을 두는 것은

화 호응적인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는
무엇인가?/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하
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
이다. 이들은 기본적
으로 문화 및 언어 면에서 다양한 학생들이다
(Tylor, 2010: 24). 이들은 주류 문화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2)을 의미하기도 한다

II. 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육과 교사

(Carteledge & Courea, 2008).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생활 만족

1. 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의미

도, 학교적응, 학업성적 등의 측면에서 많은 어

다문화교육이란 보통 다양한 인종, 민족집단,

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금명자

사회계급, 특수성, 성적 기호 등에 관계없이 모

외, 2007; 조혜영 외, 2007). 다문화 가족 자녀

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평등 기회가 주어지도록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2010년 현

설계된 지속적인 교육개혁 운동 과정이라고 정의

재 89.9%: 행안부 수출입국 자료)인데, 외국인

된다(Gay, 1995; Banks & Banks, 2010: 3-4).

어머니의 언어·문화를 집중적으로 접하며 자란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을 교육제도에서 구조

이들은 실제로 학교에 입학하여 갑자기 접하게

적 변화를 꾀하는 개혁운동으로 보고,‘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성취를 함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문 화 호 응 적 인 다 문 화 교 육 (Culturally
Responsive Multicultural Education)의 사
전적 정의에 따르면,‘문화 호응적’
이라는 말은

2) 현재 다문화 가족은 통상적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 및 외국
인 근로자 가족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다문화 가족 자녀 즉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
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령기 학생을 의미
한다. 이 논문에서는‘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
을‘다문
화 가정 학생’또는‘다문화 학생’
이라고 지칭한다(교과부,
2010. 04) http://www.mest.go.kr/web/

124

사회과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된 언어·문화와 자신의 것 사이의 격차로 인하

학업성취를 위해 그들의 학업과 행동 특징을 확

여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고 지적된다. 이

인한다.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학업성취 격차

들은 사회적·물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학교

를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중재와 문제 해결을

교육을 시작하고, 가정과 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지향한다. 학생들의 높은 반응수준을 유도하기

문화적 불일치로 인해 학령기간이 지속되면서 점

위해 긍정적인 반응, 격려, 메모 등을 사용한다.

점 더 학력이 떨어지고 소외되는 문제를 경험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상호지지하

는 것으로 보고된다(Tylor, 2010: 24).

는 학습반응이 상호이익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높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는 이

인다.

후 이들이 미래 시민으로서 삶에 부정적으로 작

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

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성장한 다문화 가족

육기회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

출신 예비 시민은 개인적인 삶에서나 국가 시민

교육에 해당되며, 특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

으로서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들의 입장을 배려하는(Caring) 학교 교실수업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측된

운영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문화호응적’
이

다. 또한 한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갈등

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다문화가

2. 문화호응적인 교사

정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문화호응적인 교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으로서 이들의 경험과 관점을 배려하여 교육과정

대하여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을 실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문화호응적인 다

필요한 자질, 지식, 교실경영의 측면에서 논의할

문화교육’
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성취 부진 원

수 있다.

인을 다수집단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유전, 문화
결핍, 문화갈등 등의 접근으로부터 벗어나 학습

1) 문화호응적인 교사의 자질

자의 사회적 경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한 학교 교

문화호응적인 교사의 자질이란 다문화 학생들

육 및 교실 운영을 지지하는 문화적 모델의 입장

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성품·소질·능력을 의미

을 반영하는 것이다(Ogbu, 1991).

한다.‘문화 호응적인 교육’
의 개념 정의를 바탕

한편,‘문화 호응적인 다문화교육’
의 의미에 대

으로‘문화 호응적인 교사의 자질 ’
을 정의해 보

하여 제도 차원, 교사 개인, 수업 차원 등으로 나

면, 교사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

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Taylor, 2010: 24-27;

여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경험·

Smith, 2009: 45-50).

관점을 활용하면서 교실 수업을 이끄는 교사의

먼저, 사회제도 차원에서, 문화 호응적인 다문

능력
‘이다(Sigh, 1996). 이런 사람은 다양한 문

화교육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제도를 문화 호응적

화 집단 내외 그리고 사이에서 유사성과 차이를

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조직, 학교정책

알고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며 격려할 줄 아는 지

과 절차, 공동체 참여 등의 변화를 추구한다. 여

식과 기능을 갖춘 사람이다.

기서 대학과 공공 교육기관은 동반자 관계를 유
지하며, 훌륭한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문화호응적인 교육효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로 교사의 자질이므로 대단히 중요하

둘째로, 교사 개인차원에서, 교사의 편견제거

다. 그런데 문화호응적인 교사자질을 발휘하는데

를 위한 자기반성 지향이 요구된다. 교사가 학생

크게 방해하는 것은‘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화적

을 대하는 태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차이와 그로 인한 편견’
이다. 교사의 입장과 학

때문이다.

생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셋째로, 수업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학교 교사들은, 백

전 희 옥 / 문화호응적인 다문화 교사 교육기관 교육과정 탐색

인, 중간계급, 영어만 말하는 반면, 많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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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호응적인 교사의 지식

은, 유색인종, 영어학습자, 어려운 사회 경제적

이것은 문화 호응적인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배경을 지니므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화적 격

말하며, 그 유형으로 학습자에 관한 지식, 교과

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된다(Hollins &

의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을 들 수 있다.

Guzman, 2005: 512). 그러한 상황은 한국의

먼저, 문화 호응적인 다문화교육 (예비)교사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학습자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학습자에 관한

수 있다.

지식은 학습자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어떻게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이 교사 자신과 매우 다

배우고 발달하는가에 관한 지식이다. 교사는 특

른 문화적 특성을 보일 때 가장 지도하기 어려울

히 다문화 학생의 문화에 관한 지식을 알고 개발

것이다. 문화호응적인 교사자질 육성이 얼마나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문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

힘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례 글을 소개하면 아

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Weinstein &

래와 같다(Hollins & Guzman, 2005: 512).

Tomlinson-Clarke & Curran, 2004: 30-31).

“교사는 학생의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므
로, 다양한 학생들이 겪는 가정과 학교 사이의 문화
적 격차를 중재하는 역할모델로서 기능을 할 수 없
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화적 격차는 쉽게 해소되
지 않는다. 미미한 다문화적 경험과 문화적 결핍 관
점을 지니고 교사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예비교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관점을
바꾸는 일과 다문화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렵
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 예
비교사는 단정적인 사고, 이중적 사고, 한 가지 정답
에 대한 한 가지 신념,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안내를 받기 위하여 개인적 자서전에 의존하는
등의 편견적 태도를 보인다...”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사는 학생들과
의 문화적 격차로 인하여 종종 그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왜
냐하면 교사로 하여금 다문화 학생들의 지도를
어렵게 만드는‘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편견
문제’
가 학생과 교사 사이에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집단 구성원으로서 교사는, 문화호응적 교
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문화학생의 문
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학생들
과의 문화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중
요하다. 교사는‘알지 못하고서 가르칠 수 없다’
는 신념으로 문화호응적 교육을 위한 지식을 인
식·발전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 가족배경과 구조: 어느 나라 출신인가?/이 나
라에 얼마동안 살았는가?/가족 내 권위위계는
어떤가?/학생은 집에서 어떤 책임을 맡는가?/
영어가 우선적으로 학습되는가?
* 교육: 학생은 어느 정도의 사전 학교교육 경험이
있는가?/그들이 익숙해 하는 수업전략은 무엇인
가?/그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거대 집단 수업, 암
기 등이 강조되었는가?/그들에게 기대되는 행동
은 무엇인가?/그들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
가?/독립적인가? 의존적인가?/동료지향적인가?
교사지향적인가?/협동적인가? 경쟁적인가?
* 개인 간 관계 유형: 그들이 지닌 문화 규범들은
집단이익을 위해 작용하는가? 개인성취를 위해
작용하는가?/여성과 남성 사이의 상호작용의
규범은 무엇인가?/무엇이 편안한 개인적 공간
을 만드는가?/학생들은 저명인물에 대해 복종
하는가? 문제를 제기하는가?/감정과 정서 표현
이 강조되는가? 아니면 감추어지는가?
* 규율: 성인은 관대함, 독재, 억압 중 어떻게 행동
하는가?/칭찬, 보상, 비판, 처벌 중 어떤 것에 익
숙한가?/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통제를 받는
가?/개인에게 또는 집단에 의해 통제를 받는가?
* 시간과 공간: 학생들은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가?/약속시간을 잘 지키는가? 시간여유
를 부리는가?/일을 함에 있어서 속도를 얼마나
중시 여기는가?
* 종교: 학교에서 논의해서는 안 되는 관심 주제
무엇인가? 종교적 이유와 관련이 있는가?
* 음식: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먹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건강과 위생: 질병은 어떻게 치료되고 누구에
의해 치료되는가?/질명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것
과 관련되는 규범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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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전통, 공휴일: 어떤 행사나 어떤 사람들
이 그 집단의 자랑거리인가?/미국내 거주하는
특정 집단은 본국의 역사와 전통을 얼마나 중
요시 하는가?/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공
휴일과 축제가 적합해 보이는가?

위에 제시된 가족배경, 교육, 개인적 관계, 규
율, 시간과 공간, 종교, 음식, 건강과 위생, 역사
& 전통 & 공휴일 등의 항목 이외에도 교사는 다
양한 개발을 통해 학생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지
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문화호응적인 교육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
히 담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
에 관한 지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식
으로, 학생들에게 차별 실태를 가르치고 차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
중감을 높이는 방법, 공공학교 교육과정에서 지
나친 주류 학생 강조에 대한 대안 제시, 학생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방법, 주류에 적응해야 하

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화호응적인 평가는,
학생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며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의 가정문화가 학
교의 문화적 학습과정과 다르기 때문이다.

3) 문화호응적인 교사의 교실경영
문화호응적인 교사가 활용하는 교실경영 요목을
정리해 봄으로써, 문화 호응적인 교사의 모습을 구
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Jordan & Fraser, 1998).
억양 있는 말과 학생 이름 부르기 및 반응을 잘
해주는 의사소통하기./교수를 함에 있어서 매우 감
성적이고 활기차게 할 것./창의적인 비유를 사용할
것./무언의 몸짓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것./교실
에서 자연스럽게 격언을 사용할 것./자발적으로 격
려하고 활기 있게 토론할 것./학생들의 개인적?역사
적인 경험을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과거지식을 새로
운 개념에 연결시킴./은어, 농담, 문화적인 어구 등
을 사용하고, 학생들과 매우 돈독한 개인적인 관계
를 발전시킬 것./학생들로부터 존경과 그들의 성공
을 바라면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것.

는 압박감과 고통을 줄이는 방법, 학생들에게 실
제 세계문제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배우게 하
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긍정적인 반응, 활발한 의사소통, 친근감, 창
의성, 다양한 움직임, 학습 내용에 학생들의 경

둘째로, 문화호응적인 (예비)교사는, 교육의 사

험 통합, 학생문화 이해와 활용, 권위 등의 요소

회적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지도하는 교과의 교

가 문화 호응적인 교사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육과정(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지식

지도 대상 학생들이 지닌 특유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호응적인 교육과정

잘 파악하여 활용할 줄 아는 교사를 강조하고 있

(Banks, 2005: 251)은,“다양한 집단의 공헌과

음을 알 수 있다.

관점을 다루고, 가르치는 곳의 특정 문화적 배경

한편, 문화호응적으로 교실을 다루는 교사의

에 호응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인권, 평등,

수업 방식 네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정의, 편견·차별 제거 등의 다문화 교육의

(Cartledge & Courea, 2008; Tylor, 2010: 26-27)

핵심 개념, 주요 접근관점, 다문화 학생의 소속
집단에 관한 역사·문화 및 우리나라에 미친 그
들 조상 및 부모의 영향, 교육과 심리학 이론 및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등도 포함된다(Banks,
2008a; Smith, 2009: 46).
교사는, 학습자에 관한 지식 이외에도 교수, 학
습,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수 내용과 교수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지닌 모든 학생들의 성취를 돕는 교
육과정 내용, 평가, 수업전략 등을 개발하는 방법

* 적절한 속도: 학생 반응으로부터 다음 과업까
지 3초 정도를 소요하는 수업 속도는 학습을
증진시킨다. 과제 외 행동을 줄이는 등의 활발
한 수업속도 또한 중요하다.
* 적합한 피드백: 교사는 학생의 실수를 즉시, 분
명히, 직접적으로 바로잡는다.
* 계속적인 학업 모니터링: 교사는 분명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갖는 기능상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 믿을만한 밑그림을 그리며, 간결하고, 생
생한 평가를 하면서 학생의 수행을 연결시킨다.
* 학습자 공동체 만들기: 교사들은 긍정적인 학습
환경 즉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돕는데 초점
을 두는 교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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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적 다양성 관련 지식 개발

룸에 있어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고, 학생 활동

문화호응적인 교사란 다문화 학생들의 특성·

에 대한 적합한 피드백을 주며, 계속적인 학업모

경험·관점을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교사를

니터링을 통해서 학습자의 학업 수행능력을 높이

말하며, 이러한 교사에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 간 상호 긍정적이고 평등

명확한 인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교사들은 다

한 학습 공동체 만들기를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양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학생

추구할 줄 아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들의 소속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그 집단이 사회

문화호응적인 교사 역시‘교실에서 문화적 요

를 위해 기여했던 공헌을 발굴하고 인식할 필요

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교사’
이다. 문화 호응적인

가 있다. 인권, 평등, 사회 정의, 편견·차별 제

교사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Pang,

거 등의 다문화교육의 핵심 개념, 주요 접근관

2001: 45-46).

점, 다문화 학생의 소속집단에 관한 역사·문화

- 문화호응적인 교사 사례 수집방법: 관찰과 면담
- 인물 정보: 샌디에고 시, Sarah Gray, 초등학
교 1학년 담당 교사, 여성
- 교사 활동특징: 따뜻함/ 배려함/ 교실에서 문화
가 중요함을 이해함/ 단어의 의미 설명/ 사례제
시 수업활동 설계/계속적인 학생 격려/ 교수리
듬이 있음/풍부한 표현/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얼굴표정/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암묵적 행동/
활기참/ 중요한 단어를 강조함/ 안아주기를 함/
약간의 학생 움직임 허용/ 학생을 존중하는 호
칭(여 학생에게 아무개 양, 남학생에게 아무개
씨라고 부름) 사용/ 학생들과 편안한 관계

및 우리나라에 미친 그들 조상 및 부모의 영향,
교육과 심리학 이론 및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등
도 포함된다(Banks, 2008a; Smith, 2009: 46).
문화 호응적인 교사는‘문화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과 동일시된다(Sigh, 1996). 이런 사람은
다양한 문화 집단 내외 그리고 사이에서 유사성
과 차이를 알고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며 격려할
줄 아는 지식과 기능을 갖춘 자이다. 문화적 능력
은 다양한 의도적 노력을 통해 습득되며, 기본적
으로는 교사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Swartz, 2003: 255-278; Taylor, 2010:

위에 제시된 교사 사례 검토를 통해 볼 때, 문

26-27). 교사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

화 호응적인 교사는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문화에 관한 기초지식을

교실 분위기, 교실 교육과정, 교실 동기 유발방

결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지식과

식, 교실 경영 등의 요소 안으로 통합할 줄 아는

신념 등은 학생들이 지닌 문화, 언어 사회적 특성

교사를 의미한다. 교사의 이러한 능력은 자연 발

등을 평가하는 데 반영되므로 수업 진행에 앞서

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교사 자신을 평가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학

노력을 통해서 육성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능이

생이 교사 자신과 매우 다른 문화적 특성을 보일

라고 볼 수 있다.

때 가장 지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학생과

III. 문화호응적인 교사 교육기관 교육과정
요소

교사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별

문화호응적인 교사양성을 위한 교사교육기관

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

교육과정 요소로,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 개

요하다(Smith, 2009: 47). (예비)교사들은 강의

발, 문화관련 교육과정 설계, 문화적 배려 인식

수강과정에서 자기반성 능력의 육성 한 방법으로

과 학습공동체 형성, 효과적인 다문화적 의사소

개인과 가족의 역사에 대하여 탐구하고 글을 써

통, 문화 호응적 수업 실천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장한다. 교사 대

정리하고자 한다.

부분이 주류집단 출신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학

하고 양자 간 문화적 격차로 인한 편견과 차별과
그로 인한 교육적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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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자기객관화의 과정을 경험
할 필요가 있다.

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교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문화호응적인 교

주류집단 구성원으로서 교사는, 문화호응적 교

사 양성을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 다

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학생의 문화를

문화 집단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구체적 사실중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학생들과의

심 정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다문화 집단

문화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

의 공헌에 관한 지식 등을 풍부하게 다룰 것이 요

다. 교사는‘알지 못하고서 가르칠 수 없다’
는신

구된다.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경우 인간

념으로 문화호응적 교육을 위한 지식을 인식하고

생활의 복합적 전체로서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발전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식을 의미하므로 사회 관련교과와 언어교과 등

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육에 관한 지식으로 다

에 한정하여 다룰 것이 아니라 수학, 과학, 음악,

문화 집단의 문화적 가치, 전통, 의사소통, 학습

미술 등 범교과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

방식, 기여, 사회적 관계적 양식 등이 포함된다

가 있다(Gay, 2002: 107).

(Gay, 2002: 107). 교사는, 각 문화 집단이 공
동생활과 공동문제를 합의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2.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교육과정 설계

어떤 집단이 우선권을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

(예비)교사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을

선권이 교육적 동기와, 포부, 학업성취 등에 어

바탕으로 문화호응적인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전

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아울

략을 짜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문화호응

러 교사는,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소속한 어린이가

적인 교육과정 설계를 위하여 현존하는 공식적

어른과 상호작용할 때 취해야만 하는 행동규약들

교육과정, 상징적 교육과정, 사회적 교육과정 등

이 수업환경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알 필요가

을 문화 호응적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도록 설계하

있다. 물론, 교사는 여러 문화집단에 평등을 적

는 것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용할 때 성역할 사회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
요가 있다.

먼저, (예비)교사들에게는 공식적 교육과정
(Formal Curriculum)을 문화호응적인 교육과

둘째로, (예비)교사는 다문화 집단의 문화적 특

정으로 전환하는 교육과정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성에 관한 구체적·사실적 정보를 이해하는 것

이 요구된다. 공식적 교육과정이란 보통 국가차

역시 중요하다. 다양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수

원의 교육정책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교육과정,

업기대와 욕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안내서, 교과서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사실 중심 수업을 받지 못한다면, 관심과 동기 역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는 데

시 유발되지 못하며, 표현 욕구 역시 표출하기 어

있어서 오랜 기간을 두고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

렵다(Tylor, 2010: 24). 그것은 학업성취에도

구하고 순혈주의 및 편견을 드러내는 등 개선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수업에서 문화적 사

여지가 많다고 보고된다(Wade, 1993; 박철희,

례들이 풍부하게 다루어질 경우 다문화 학생들의

2007).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일부 개인들의

학업 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연구

성취는 강조되는 반면, 인종차별, 역사적 잔악행

결과를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다(Lipka &

위, 주도권, 여성문제 등의 논쟁주제는 다루어지

Mohatt, 1998).

지 않으며, 사실적 정보에 비하여 가치, 태도 관

셋째로, 문화호응적인 교사는, 여러 학문분야
에 걸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 집단의 공헌에 대

련 내용은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된다
(Gay, 2002; Smith, 2010).

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문화 교육 이론과 연구 등

공식적 교육과정은 국가적 요구 및 주류 집단

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다문화적 교수 전략

의 관점이 크게 반영 되므로 문화의 다양성에 대

사용방법 및 교육과정에 다문화적 내용을 추가하

한 지식과 관점 및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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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공식 교육과정이 갖

등은 사실적인 정보나 오락물 이상의 의미를 지

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교사는 교육과

닌다고 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사

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

회, 문화, 민족 정치 등에 관한 지식, 이념, 가치

용의 양과 그 정확성, 복잡성, 배열, 목적, 의미,

등을 반영하며, 시청자 및 독자의 지식·이념 형

신빙성, 시각자료의 설명 등이 학습자들의 전인

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적 발달에 필요한 것인지 점검하고, 수업자료의

대중매체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단순한 지식

장점과 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능력

출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집단과 다수집

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단 양자 모두 대중매체가 전하는 이미지와 의미

위해 교사교육과정에서는 (예비)교사들이 문화적

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고

다양성 개념을 제대로 다루도록 이들에게 교과서

한다(Campbell, 1995). 학생들이 TV와 인터넷

및 수업자료에 대한 문화적 분석방법, 교과서 및

을 통해 접하는 정보와 이미지들은 교실에서 교

수업자료의 개정 법 등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이

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고 오

제공되어야 한다.

래 기억에 남는데, 이런 지식과 이념들은 많은 경

둘째로, 문화호응적인 수업 운영을 위하여 상

우, 부정확하고 편견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징적 교육과정(Symbolic Curriculum)의 위력

교사의 경우, 대중매체 등에 의한 사회적 교육

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줄 아는 교사교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와 정보를 비판적으

육과정 실행이 필요하다(Gay, 1995; 2002). 상

로 발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훈련함으로써 학습

징적 교육과정이란 이미지, 상징, 아이콘, 축제,

자들에게 사회적 교육과정이 내포하는 문제를 객

학습 환경, 좌우명, 슬로건 등 학생들에게 지식,

관적으로 조망하고 인식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

기능, 가치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잠재

시민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

적 교육과정 일체를 의미한다. 상징적 교육과정

여금 사회적 교육과정에 의해 확산된 다문화 집

에 해당되는 구체적 형태로, 게시판 내용, 영웅

단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 대중매체의 비

의 이미지, 일반 교재, 교양과 에티켓, 규칙, 윤

판적인 소비자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리, 성취의 상징 등을 들 수 있다.

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교사 교육기관의 프

상징적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이미지, 가치 등

로그램 육성이 요구된다.

은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그 외 것들은 무시된다.
문화호응적인 교사는 상징적 교육과정이 가질 수

3. 문화적 배려의 인식과 학습공동체 형성

있는 편파성과 합리화수단의 기능을 정확히 지적

문화호응적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교육기

하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교실에서 다

관 교육과정의 세 번째 특징으로‘문화적 배려를

루어진 이미지들이 나이, 성, 시간, 장소, 사회계

인식하고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환경’
을들수

급, 집단 간 지위다양성을 의미한다는 것과, 공식

있다. 다시 말해 교수환경이 다문화 학생들과 조화

적 교육과정을 통해 다루어지는 내용을 정교하게

를 이루는 교실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확장한 것이라는 것을 간파한다. 이에 대한 비판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갖는 다문화 학생들의 비계-

적 인식 능력을 지닌 교사육성이 요구된다.

문화와 경험- 를 활용하여 그들의 인지적 지평과

셋째로, 사회적 교육과정을 문화호응적인 교육

학업성취를 확장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사교육기관의 교육과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과 학업성취를 돕기 위해

정이 요구된다. 여기서 사회적 교육과정(Societal

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Foster, 1997). 배려

Curriculum)이란,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다문

(Caring)란 나딩스(Noddings, 1992; Pang,

화 집단에 관한 지식, 이념, 가치 등을 의미한다

2001)가 정의한 철학적 관점에 근거를 둔다. 타

(Corts, 2000). TV 프로그램, 신문, 잡지 영화

인에 대한 윤리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며, 수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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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업공동체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4. 교실 수업에서 문화적 의사소통

학생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인종, 계급, 성 관련

문화적 의사소통 역시 문화호응적 교육과정 운

문제, 학교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다룬

영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는, 우리가 말하고

다.‘배려의 윤리’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학습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상, 방법 등의 의사소통에

의 사회문화적 배경’등은 배려 중심 다문화교육

영향을 준다(Porter & Samovar, 1991: 21). 의

의 기초를 형성한다(Pang, 2001: 54-59). 각각의

사소통이란 만남의 장이자 공동체의 기초가 된

요소는 자신과 타자에 대한 상호존중, 학생 중심

다. 교실에서 만남과 공동체 없이는 학생들의 경

수업, 자기 학습에 의미를 둘 줄 아는 학습자, 바르

우 학습성취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은

고 따뜻한 사회창조의 중요성 등을 지향한다.

다양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잘 함으로써, 그들

배려하는 교사는 다문화 학생들과 윤리적·정

의 학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서적·학문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학생과의 의사소통 능력이야말로 문화호응적인

관계는 상호 존중, 진실성, 자료공유 등의 신념

교육의 필수 요건인 것이다.

에 근거를 둔다(Gay, 2002: 109-110).‘배려하

다양한 학생들의 인지적 사고는 이미 사회화된

기’
는 도덕적 명령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요,

그들 고유의 문화로 표현되며, 따라서 교사는 그

교육학적 필요라고 할 수 있다. 문화호응적인 배

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코드

려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높은 학업성취를 위해

(Code)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호응적인

사용하는 수업 전략을 의미한다. 문화 호응적으

교사교육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유형이 어떻게 문

로 배려하는 교사는 다문화 학생의 자아실현을

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학습행동을 구체화 하는지,

촉진시키는 교사로서 책임을 수행한다. 이러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

배려의 강의풍토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며 교사교

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교육 교육과

육과정을 이수한 (예비)교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

정에서는, 의사소통 유형으로서 언어구조, 이야기

이에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교사가 될 수 있다.

특성, 논리와 리듬, 전달, 어휘사용, 연설가와 정취

학습 공동체의 형성과 통합적인 학습은 문화

자의 역할 관계, 억양, 몸짓 등에 관한 지식을 체계

호응적인 교수의 기초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습

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예비)교사는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 일과 서로의 학

문화적 소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책임지고 도와주는 상호

문화호응적인 교수 준비와 실천을 위하여 필요

원조 사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학습자 개인과 자

한 의사소통 유형의 요소로서‘담론 참여 규약’
,

유보다는 학습 공동체와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

‘학습 참여 및 아이디어 조직’등이 있다.‘담론

다. 아울러 문화 호응적인 교사는 인지적·정의

참여 규약’
의 경우, 기존 주류 학교교육과 문화에

적·심미적·신체적 영역에 따라 분리하여 가르

서 일방적인 교사와 수동적인 학생의 의사소통이

치기 보다는 개인, 도덕, 사회, 정치, 문화 등에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사가 설명하고 강

관한 지식과 기능 및 가치를 동시에 통합하여 가

조하는 동안 학생들은 교사의 허락에 따라 규정된

르치고자 하며 그 긍정적인 효과도 보고된다

시간에 한하여 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는

(Ladson-Billings, 1995).

오직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요구한 정답을 제시하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과 학업성취를 돕기 위해

는 것으로 대신하였다(Gay, 2002: 111-112).

배려하는 일, 학습자 중심 공동체를 형성하는

반면에 공동의 의사소통 유형은, 연설자가 청

일, 수업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일 등은 문화 호응

취자의 조언, 논평 등을 기대하면서 함께 참여하

적 교사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능

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 의사소통 유형

력의 육성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의 조직과 실천

은 교실에 있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문제가 될

이 필요하다.

수 있다. 교사가 제대로 수업준비를 하지 않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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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억누르려고 할 때, 학생들은 침묵한다. 이

연설자의 경우, 그 이야기의 내용에 매우 개인적

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말하기, 생각하기, 지적

인 관련이 깊고 또 관심도 많다. 이야기 속에서

참여 등이 무시되고 학문적 노력 역시 무시된다.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 은유, 풍자

‘학습 참여 및 아이디어 조직’또한 문화호응

등을 사용하며, 다른 많은 이야기나 논제들을 엮

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유형이

어 넣는다. 이러한 의사소통은‘이야기 말하기’

다(Tylor. 2010). 학교교육에서 탐구와 문제해

와 유사하다.

결, 의사결정 등의 사고력 육성을 강조함에 따라

‘담론 참여 규약’
,‘학습 참여 및 아이디어 조

학생들은 학습참여와 아이디어 조직을 통한 의사

직’등 의사소통 유형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문화

소통을 함에 있어서도 매우 논리적·직접적·구

호응적인 교수 준비와 실천 능력을 육성할 수 있

체적·일관적이 되도록 배운다. 이것은 학생들이

도록 교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이 여청된다.

말하기와 쓰기에서 매우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하
며 증거로부터 결론으로, 부분으로부터 전체로
논리적 구성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문화호응적 수업 실천
문화 호응적인 수업은 앞에서 고찰한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개발, 문화관련 교육과정 설

특정 주제에 관한 논리적 전개 과정에서 순차

계, 문화적 배려 인식과 학습공동체 형성, 효과

성, 신중성, 객관성, 명백성, 객관성, 논리성 등

적인 다문화적 의사소통 등의 요소를 교사가 충

을 강조하며, 이를‘주제 중심’의사소통이라고

실히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다.‘주제 바꾸기’방법 또한 활용 가능한 의사

학습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수업 실천을 위

소통 유형이다. 이것은 한 주제 내용을 전달하는

한 다양한 수업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학생들

<표 1> 문화호응적인 교사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주요 요소

주요 특징

주요 요소별 내용
1)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명확한 지식이해
-교사자신의 문화, 태도, 행동 등에 대한 이해·성찰
-다문화 집단의 문화적 가치, 전통, 의사소통, 공헌, 관계양식 이해

1.‘문화적 다양성’
관련 지식 개발

2) 다문화 집단의 문화특성에 관한 구체적 정보 이해
-학습자의 관심, 동기, 표현 등 촉진함
-모든 교과에 문화적 다양성 관련 내용 추가
3) 여러 학문에 걸친 다문화 개념·이론 등의 습득
1) 공식적 교육과정을 문화호응적인 것으로 전환함

2. 문화적 다양성 관련 교육과정 설계

2) 상징적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인식함
3) 사회적 교육과정을 문화호응적인 것으로 전환함
1)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과 학업성취를 돕기 위해 배려함
-학습자의 문화적 비계-학생의 문화와 경험-를 사용함

3.‘문화적 배려’
인식 학습공동체 형성

‘배려 윤리’
,‘민주주의 교육’
,‘학습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초함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는 동반자 관계임
2) 학습자 중심 공동체를 형성함
3) 수업을 통합적으로 다룸
1)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와 활용

4. 교실 수업에서 문화적 의사소통

-학생들의 문화적 코드 해석
‘담론 참여 규약’
과‘학습 참여 및 아이디어 조직’

5. 문화 호응적 수업 실천

1) 학습자의 학습참여 증진 수업 개발
2) 수업과정에‘문화적 다양성’
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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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존재이므로 이에 대한 고

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려가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학생들의 불리한 교육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학

미치는 요소의 고려 또한 필요하다. 선호하는 내

생 중심 교육에 초점을 둔다. 그렇다고 그것이 일

용, 학습과제의 수행 방법, 아이디어와 사고를

반(주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조직하고 전달하는 기술, 물리적·사회적 환경,

의미는 아니다.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다양한

학습공간의 구조적 배치, 격려와 보상, 개인 간

학생으로 보고 평등하게 대한다는 의미이다.

상호작용 유형 등의 요소들은 수업 시작에 앞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면 그

교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지하고 준비해야할

들의 삶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에도 크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Tylor, 2010).

게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며, 이는 한국사회

문화 호응적인 수업실천을 위하여 교사에게 기

의 통합에도 크게 기여하는 셈이 되므로 다문화

본 수업과정에 문화적 다양성을 통합하는 노력이

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요구된다. 그 방법으로서 기여(Contribution),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존재하

추가(Additive), 변형(Transformative), 사회

는 문화적 격차는 문화호응적인 교사의 자질 육

적 행동(Social Action) 등의 통합적 접근방법

성과 그를 위한 실천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의 활용이 가능하다(Banks et al, 2010: 233-

이 사실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

256). 예들기, 대본제시, 개념·원리 등의 적용

의 극복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을 위한 예문 및 삽화 등의 적용을 통하여 수업을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문화화 하는 방법도 권장될 수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 논의해 온 바와 같이 교사

문화호응적인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자질, 교

교육 기관에서는 문화호응적 교사자질 육성을 위

수지식, 교실경영 등의 능력 육성을 위한 교사교

하여 교사의 편견제거와 다문화인으로서 능력 형

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조직의 특징과 방향에

성에 도움이 되도록,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

개발, 문화관련 교육과정 설계, 문화적 배려 인

래 <표 1>과 같다.

식과 학습공동체 형성, 효과적인 다문화적 의사
소통, 문화 호응적 수업 실천 등을 중심으로 한

IV. 나오며

적극적인 교육과정의 조직·운영이 요구된다.
둘째로, 교사교육 기관에서는 예비교사를 선발

이 연구에서는 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육의 의미

함에 있어서 지적이고 바르며 개방된 자아를 지

와 문화호응적인 교사의 모습에 대하여 누어 고찰

닌 동시에, 문화호응적인 교사가 될 수 있는 학생

하고, 이러한 교사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기관 교육

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심리·적성 검

과정 요소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문화호응적인

사 등을 통해 문화호응적인 (예비)교사의 자질발

교사양성을 위한 교사교육기관의 바람직한 교육과

전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를

정의 조직·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발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으로, 먼저, 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육

셋째로, (예비)교사의 경우, 여행, 연수, 방문,

과 교사에 대하여, 문화호응적인 다문화교육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방문을 통한 다문

필요성과 의미, 문화호응적인 교사 등에 대하여

화 인으로서 경험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인

정리하였다. 아울러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문

경험이 없이 다문화인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

화호응적인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육성을 위한

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다. 다문화인이 되어보

교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조직의 특징과

지 않고서‘살아있는 다문화인 교육’
은 효과적이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교육기관

문화호응적인 교육은 다문화교육의 접근으로

에서는 (예비)교육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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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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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고서.

넷째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화적 격차로 인

권오현·모경환·박주현(2009). 초·중·고등

한‘편견제거 실패’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다문화

학교 다문화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출신의 교사 채용과 대체 등을 대안으로 생각

연수. 교육과학기술부.

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의

금명자 외(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구: 사회

경우, 오랜 기간에 걸친 다문화인으로서 경험을

적응 실태 조사 및 고정관념조사. 한국청

풍부히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불평등과 사회정의

소년연구원.

를 더 잘 이해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

박철희(2007). 다문화교육의 관점에 기초한 초

양한 환경의 젊은이들에게 역할모델이 되어 가르

등 사회·도덕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

치고 도와주는 데 더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적 고찰. 교육사회학 연구. 17(1), 109-

한국 공공교육 기관의 경우, 영어교육을 목적
으로 외국 출신 원어민교사가 채용되고 있으나,
한국인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다문
화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인 교사는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면서 서로의 상황격차로 인한 편견과 차별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현재 공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공공교육기관의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사교육과정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방

129.
심봉섭·모경환·이경수(2007). 다문화교육담당
핵심교원 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시
범연수. 교육인적자원부.
조혜영 외(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연구. 한국여
성정책 연구원 보고서.
Banks, J.A., et al. (2005). Teaching diverse
learners. In L. Darling-Hammond & J.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부정적인

Bransford (Eds.), Preparing teachers for

학교경험 가능성, 그들의 문화적·경험적 배경과

a changing world, San Francisco: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 등은 다문화가정

Jossey-Bass, 232-274.

출신 교사의 선발과 채용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

Banks. J. A.(2008a). An Invitation to multi-

른다. 이러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cultural education(4th ed). Allyn &

우리 모두 공존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Bacon. 모경환 외(역). 다문화교육입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은 아무리 해도 지나

아카데미프레스.
Banks. J. A.(2008b). An Introduction to multi-

치지 않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문화 호응적인 다문화교육

cultural education(4th). Allym & Bacon.

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이 한국 교원양성기관에

Banks. J. A & Banks. Cherry A. M. et al.(2010).

서 예비교사의 심리적성검사, 다문화해외연수, 북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한이탈주민전형, 원어민 교원 채용, 이중 언어강
사요원 연수 등의 이름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도가 활성화 되어 한국사회의 원
활한 다문화 사회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perspectives(seventh edition), WILEY.
Campbell. C. P. (1995). Race. myth, and the news.
Thousands Oaks, CA: Sage.
Carteledge, G. & Courea, L.(2008). Culturally
responsive classrooms for cul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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