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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증가와 함께 예비
교사 또는 교사 대상 정규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
나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 실천에 있어 중
요한 교사의 자기성찰과 인식의 전환 부분 및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인 적용실습교육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의 설계 및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다룬 교수-학습 모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다문화교사교육의 설계, 구체적인 교수
-학습 전략과 교육방법을 반영하여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용 다문화
교육 모형(TMECA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형성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관련문헌연구를 통해 TMECA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이론적 구성요소 및 설
계원리를 도출하고, 수업전략을 수업진행단계 별로 연결하여 모형 초안을 도출하였
으며, 모형 초안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토 및 보완 후, 모형의 초안에 기반한 형
성평가 차원의 수업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모형의 최종안을 도출하였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TMECA 모형은 성인학습자인 교사의 인식 전환과 실천적
변화를 이끄는 학습의 기반으로서 성인의 학습과정을 설명한 전환학습이론에 기반
하고 있으며, 관점의 전환을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것
에 주목하였고,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용 다문화교육 교수-학습에서
활용되는 문화예술 작품 또는 활동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
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자의 인식의 점검, 다문화교육 관련 이론의 습득, 이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신념의 형성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능력 개
발,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다문화교육방법을 포괄하는 교수
-학습 모형을 교육공학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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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적 문해력이 시민의 역량으로 강조된다(강인애, 2012; 이
병준, 박응희, 한현우, 2010). 변혁적이고 간문화적인 역량을 계발하는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찰적 사고와 활동이
중요하며(Banks, 2008; Bennett, 2007), 자신의 참조체계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개인의 인식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편견과 차별의 요소들을 발견해 내고 스스로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
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방
법론으로서 전환학습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 전환학습이론은 극적인 사건 혹은 점진
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신념체계를 비판적
으로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생각의
전환과

더불어

행동적

실천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Cranton,

2002;

Mezirow, 1994, 2000, 2003). 특히 다문화교육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전환학습이
론이 지닌 강점은 의미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 요인으로서 비판적 성찰 및 이
성적 담화와 더불어 감정, 상상력, 영성의 감성적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전환학습의
방법으로서 문화예술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박경호, 2009; Cranton, 2002;
Dirkx, 2001; King, 2004; Taylor, 2007, 2008).
한편, 성찰과 반성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이끌고 이를 통해 다양
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의 공존과 사회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
지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교육환경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논의되어야할 점은 다
문화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수자의 역량이다(김정덕, 모경환, 2011). 그러나 다
문화교육에 있어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교육자를 위한 다문화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예비교사 또는 교사 대
상 정규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황
이다(강인애, 남미진, 강은성, 2012; 강인애, 남미진, 구민경, 2013; 모경환, 2009; 송륜
진, 주미경, 2014; 윤소영, 2010). 한편, 다문화교사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용 구성 및
전개를 주로 다룬 교육과정 모형은 국내외에서 수행된 다수의 연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Baker, 1983; Clark, Nystrom & Perez, 1996; Gay, 1997; 장인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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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환, 2009; 송륜진, 주미경, 2014; 허창수, 장인실, 박철희, 2010), 이들은 다문화교
육의 설계 및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인학습자인 교
육자를 위한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다문화교육 이론이나 교수법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수자 개인의 비판적 성찰에 기반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이론에 대한
학습과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적용 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다(강인애, 김현미, 2014;
Cochran & Smith, 2003; Szecsi et al., 2010; Vescio et al., 2009). 따라서 문화다양성
에 대한 인식의 점검, 다문화교육에 대한 신념의 형성,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의 습
득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능력 개발 등 전반적인 다문화교육방법을 포괄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교육공학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예비교사, 현장교사, 비형식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 등)
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용 다문화교육 모형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이후로는 ‘TMECA 모형’으로 표기). 이를 위해 교육자를 위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학습이론과 수업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TMECA 모형의 초안을 도출하고, 모형의 초안에 대
해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실시한 뒤, 모형에 대한 형성평가의 목적으로서 수업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TMECA 모형의 최종안을 도출하고,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의 최
종안에 대해 단계별 특징과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에 대한 문헌연구로써, 전환학습이론과 다문화교육, 문화예
술과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모형개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환학습이론과 다문화교육
전환학습이론은 성인학습의 구조와 과정을 제시하는 구성주의적인 학습이론으로, 성
인들이 자신의 고정관념과 사고체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통해 관점의 전환을 경험
하고 더불어 행동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끄는 학습이론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는 비판적 자기성찰과 이성적 담화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 속에서
발생되는 관계형성과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서도 일어나며, 이성적 측면과 더불어 정서
적, 실천적 측면의 전환, 즉 전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Cranton, 2002; Mezirow, 1994,
2000, 2003; Taylor, 2007). 전환학습에 있어 비판적 성찰은 필수적이며, 비판적 자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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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통한 생각의 전환이 행동적 실천의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학습의 사례는 다문화사
회에서 발생되는 편견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다문화교육을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하
여 실행한 교육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교수전략
역시 전환학습이론의 학습단계 및 교수전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Banks(2008,
2009)가 제시하는 다문화교육 교수전략은 학습내용을 다룸에 있어 여러 문화적 배경의
자료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지식이 구성되는 과
정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
며, 교육 현장 안에서 편견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교수법을 실행하고, 다문
화교육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문화와 조
직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결국, 전환학습이론과 다문화교육은 비판적 자기 성찰 및
스스로를 내외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다름과 상호성을 존중하는 삶에 대해 인
식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환된 관점을 실
천할 수 있는 대안과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주변과 지역사회, 세계에 대한 확장된 인
식을 발전시켜 사회의 문제적 현실이나 상황을 자각하고 변화를 위한 책임감 있는 행
동적 실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변
혁적이고 전환적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화예술과 다문화교육
문화예술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는 시각과 그 시각을 적용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익
숙한 것을 넘어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Hulsbosch, 2010; Wesley, 2007). 한
편, 전환학습에 기반한 다문화교육에서 강조하는 관점의 전환은 이를 발생하게 하는
촉매적 경험이 전제된다.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적인 경험의 예로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체험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수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정지현, 2009; Cranton, 2002; Dirkx, 2001; King,

2004; Szecsi et al, 2010; Ukpokodu, 2009).

Cranton(2002)은 그의 수업에서 만났던

다양한 학생들이 노래, 그림, 조각 등 예술형태의 경험이 촉매로 작용하여 전환을 경
험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영화, 다큐멘터리, 소설, 짧은 이야기, 시 등의 문화예술 형
태는 극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다른 관점을 표현하기 때문에, 전환학습과정에서 전
환을 위한 촉매적 활동을 설계하는 교수전략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다문화교육의 실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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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s(2008)도 수업 초기에 다양한 영상자료 등의 문화예술 경험 제공 및 읽기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문화예
술에 참여하는 것은 성인에게 다양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경험과 맥락을 제공한다.
3.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성찰과 반성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이끌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과 사회
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제일 먼저 논의되어야할 점은
다문화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수자의 역량이다.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한 다문화교
사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육자들로 하여금 자기 성찰에 기
반하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이와 동시에 다문화사회 안
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습자들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인지
적, 정서적 전환을 경험함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실천을 위
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며, 나아가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행동적 실천을 위한 지속
적인 다문화교육 관련 학습과 계획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Ⅲ.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용 다문화교육(TMECA)
모형의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에서는 교수설계 모형을 개발하는 교육공학적 연구방법론으로써 질적 연구방
법인 형성적 연구방법(임철일, 2012; Reigeluth, 1989; Reigeluth & Frick, 1999)에 따라
문헌연구를 통해 모형의 초안을 개발하여 전문가 타당도를 검토하고, 모형의 초안에 대
한 형성평가로써 수업 사례연구를 통해 모형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안을 도출했다.
1.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용 다문화교육(TMECA) 모형 초안 개발 및 타당화
가. 문헌연구를 통한 교수-학습 모형 초안 개발
1) 모형의 설계원리 도출 및 TMECA 모형 초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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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이론은 성인의 학습과정을 설명한 구성주의적인 학습이론인
전환학습이론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성인학습자에게 학습이 발생되는 단계와 이를
위한 교수전략 등을 분석․종합하여 수업진행단계 별 전환학습이론의 학습원칙을 도출
하였고, 이 원칙에 기반하여 학습단계 별 다문화교육, 문화예술 활용 교육, 구성주의학
습의 교수-학습 요소를 각각 분석하여 도출한 후, 이를 종합하여 TMECA 학습원칙 및
학습활동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학습원칙에 따라 학습단계 별 교수자 측면 및 학습자
측면의 수업전략을 결합하여 TMECA 모형의 초안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타당도 평
가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모형 초안에 대해 1차 수정․보완을 실시하였다. 수
업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 별 전환학습이론의 학습원칙과 핵심요소, 중점 전환영역을
도출하고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요소, 문화예술 활용 교수-학습 요소, 구성주의학습 요
소를 각각 연계지어 종합 분석하여 [그림1]과 같이 TMECA 다문화교육 학습원칙과 학
습활동을 초기 2가지, 중기 3가지, 후기 3가지 총 8가지 원칙으로 도출하였다.

그림1. TMECA 모형의 학습원칙 및 학습활동

수업 진행단계 초기의 TMECA 학습원칙 및 학습활동은 첫째,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점의 전환활동, 둘째, 비판적 자기성찰․상상력․자기점검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인으로 핵심요소는 자기성찰과 자기점검, 중점 전환영역은 정서적․인지적 영역으
로 도출하였다. 수업진행단계 중기의 학습 원칙은 셋째, 다문화교육 지식 및 기술 습
득, 넷째, 다문화교육 신념 형성, 다섯째,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체험활동으로 핵심요
소는 이해, 인지, 공감, 중점 전환영역은 인지적․정서적 영역으로 도출하였다. 수업
진행단계 후기의 학습 원칙은 여섯째, 프로젝트 결과 발표 및 공유, 일곱째, 다문화교
육 신념 표현, 여덟째, 지속적 행동실천을 위한 자기점검 및 실천계획 수립으로 핵심
요소는 표현, 행동, 실천이고, 중점 전환영역은 실천적 영역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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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초안의 타당도 평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이론적 구성요소 및 설계 원리를 구조화하여 이를 바탕으
로 모형 초안을 개발한 후, TMECA 모형 초안이 구성된 세부 설계원리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공학 전문가와 내용(다문화교
육) 전문가인 총 7인의 전문가에게 타당도 조사를 의뢰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 5개
항목에 대한 응답평균이 모두 4.5점을 넘는(4.57～5.00)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활용
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타당도 검토에 응한 전문가 모두 5점 만점으로 응답하였으
며, 수업단계 별 교수학습 전략의 설명과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타 항목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점수가 낮았는데(4.57), 이에 대해서는 각 전문가 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
정․보완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조사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TMECA 모형
초안을 1차 수정․보완하였다.
나. 수업 적용을 통한 모형 초안의 타당화
1) 수업사례 개발 및 수업 실행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TMECA 모형은 학교와 같은 형식교육기관 및 문화기반시
설 등의 비형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또는 교육기획자가 다문화교육
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고 다문화교육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형을 활용한 교육의 주된 대상자는 예비교사, 교사 및 문화기반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등과 같은 성인학습자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새로 개발
된 모형 초안을 수업에 적용하여 모형의 적용타당도를 검사하고 모형의 최종안을 도
출하기 위한 형성적 평가를 수행하는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사례는 2014년 1학
기 K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실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개발’ 수업으로 2학점 교직과목
이며, 수업은 매주 목요일 저녁 18:30～19:50에 24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여 16주 동안
진행되었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2개월여 동
안 선행연구 분석, 모형 초안 점검, 모형에 따른 수업계획 수립, 수강신청 현황에 따
른 학습자 분석 및 수업계획 수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업 초기단계인 1～
3주차 수업에서는 사전 마인드맵 작성, 다문화태도(TMAS) 조사지 작성을 통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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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점검해보도록 하였고, 영상, 다큐멘터리 영화, 역할극, 시, 그림, 음악, 게임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질문
을 제기하고 성찰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 단계인 4～14주차 수업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론과 교수법을 학습하고, 사례에 대한 심화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학습한 내용과 성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선언문을 작성하여 성찰한 내용의 내
면화를 시도했다. 또한 3～4명씩 7개 조로 구성하여 진행한 프로젝트 학습에서는 다
문화교육에 대한 비판적 자기 성찰 및 이론과 사례에 대한 학습결과를 반영하여 각
자의 관심사와 활동영역을 고려한 다문화교육수업 개발 실습을 진행하였다. 15～16주
차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문화교육수업을 개발하는 조별 프로젝트 학습의 완성과
발표․시연이 이루어졌으며,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개별 성찰저널 작성 시 액션 플랜
수립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사후 마인드맵 작성과 다문화태도(TMAS) 조사지 재
작성을 통해 수업 참여 사전 사후의 변화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전 과정
에 걸쳐 성찰저널 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는 수업 종료 후 7～8월
중 총 8회에 걸쳐 8명의 학습자들에게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자료를 분석하
였다. 또한 연구자로서의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하며 작성한 성찰저널을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2) 수업사례 적용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TMECA 모형의 초안에 대한 형성평가 차원의 사례연구를 진
행하고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업진행결과분석은 모형개발연구의 외적타
당화를 위한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각 모형의 구성요소가 수업을 통해 어떤 결과로 나
타났는지와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였다(Richey & Klein, 2012).
모형을 수업에 적용한 결과는 교수-학습 모형의 각 단계 별 학습원칙 및 학습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과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TMECA 모형에 의한 수업적용 결과 모형 초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교육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기성찰과 자기점검을 위한 구
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예술 작품 또는 활동을 활용한 관점
의 전환활동에 학습자들이 참여하여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학습자 자신의 삶의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성찰적으로 다
문화교육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론적 학습을 자신의 삶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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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성찰로 이어져서, 정서와 인식의 전환이 삶과 연결된 구체적인 실천적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습내용을 학습자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성찰하고 이해를 확대하는 과정은 이후의 다문화교육 실천과
도 관련하여 학습자 각자의 다문화교육 신념을 형성하도록 하여 정서적, 인지적, 실천
적 변화가 종합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였다. 넷째, 본 모형에 따른 수업에서는 전환된
관점에 따라 새롭게 시도한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 다
문화교육 현장에 대한 적응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적응과 실행을 위한 자신감을 제고
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모형은 지속적인 행동실천을 위한 자기점검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수업 마무리시점에 학습자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짐할 수 있는 수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형 초안의 수업 적용결과를 분석하여 모형의 개선점, 교수자 측면 또는 학
습자 측면의 수업전략에 대한 개선점, 혹은 수업전략과 더불어 교수자에게 제공되는
유의사항에 대한 보완점 등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업 초기/중기/후기 단계의 활동 중
순차적이 아니라 상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임이 드러난 점에
대해 모형에서도 시각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간결하게 제시
되는 TMECA 모형과 모형 활용을 위한 수업전략(교수자 측면, 학습자 측면)과 교수
자 유의사항이 반영된 세부 설명이 부가적으로 제시되므로, 모형의 최종안의 문구는
보다 간결하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모형의 첫 단계에서
제시된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점의 전환활동에 활용되는 문화예술 작품이나 활동의 선
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교수자 유의사항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보완할 필
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비판적 자기성찰과 자기점검을 위한 질문 및 도
구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교수자 유의사항, 이론적 학습 운영과 관련한 교수자 유의사
항, 다문화교육현장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들을 배려하는 면에 있어 교수자 유의사항
을 분리 제시하면 좋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수업적용 결과분석을 토대로 모형 초안의 2차 수정 및 보완하였고, 이를 통
해 전환학습 기반 문화예술 활용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모형의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2.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용 다문화교육(TMECA) 모형의 최종안
TMECA 모형의 최종안은 모형 초안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수업 진행단계별 상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며, 모형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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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수업 전략(교수자 측면 및 학습자 측면)과 교수자 유의사항은
세부 설명을 분리 제시하여 모형의 시각적 효과와 활용도 제고를 고려하였다(그림2, 그림3).

그림2. TMECA 모형의 최종안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TMECA 모형의 최종안은 수업 진행단계(초기-1단계,
중기-2단계, 후기-3단계) 별 핵심요소와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용 다문
화교육의 핵심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TMECA 모형 최종
안의 활용을 위해 제시되는 수업전략은 수업 진행단계별 학습원칙 및 학습활동에 따
른 구체적인 수업전략을 교수자 측면과 학습자 측면에서 제시하고, 문화예술을 활용
한 관점의 전환활동에 활용되는 문화예술 작품/활동의 선정기준을 제시한다. 모형의
수업 초기단계는 다문화교육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학습자에게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인
식과 자기성찰 및 자기점검을 위한 학습원칙과 구체적인 수업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점의 전환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예술 작품이나 활동의
선정기준을 초기단계의 세부 수업전략으로 제시한다. 모형의 수업 중기단계는 본격적
으로 다문화교육의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학습자 자신의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역량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단편적인 이론학습과 적용방법에 대한 습득에 머무르
지 않도록 이론학습 및 이와 병행되는 성찰과 토론을 통해 학습자들이 각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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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MECA 모형 최종안에 따른 수업전략

다문화교육 신념을 형성하도록 하므로 중기단계의 핵심요소는 이해, 인지, 공감이라
고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다문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그룹별 프로젝트학습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모형의 수업 후기단계는 앞서 진
행된 수업의 초기단계와 중기단계에서 경험한 인식의 전환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문
화교육의 지식 및 기술 습득, 다문화교육 신념 형성, 다문화교육 수업개발 실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자 내면에 형성된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과 신념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수업 이후에도 행동과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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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플랜 수립에 도달하며 수업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인 교사의 인식 전환과 실천적 변화를 이끄는 학습의 기반으
로서 성인의 학습과정을 설명한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인 전환학습이론에 기반하여 다
문화교육 모형을 개발하였다. 전환학습이론의 학습원칙을 기반으로 수업 진행 세부단
계 별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요소, 문화예술 활용 교수-학습 요소, 구성주의학습 요소
를 종합 분석하여 8가지의 TMECA 다문화교육 학습원칙과 학습활동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시각화하여 TMECA 모형으로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제안한
TMECA 모형은 교육자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위해 유용성을 지니는 다문화교육 모형
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점검, 다문화교육 관련 이론의 습득, 이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신념의 형성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능력 개발,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다문화교육방법을 포괄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교
육공학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을 활용
한 관점의 전환활동과 수업 진행단계별 성찰적 활동이 반영되는 본 모형을 활용한 수
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에서는 TMECA 모형의 최종안 제시와 더불어, 각 수업단계 별
수업전략 및 교수자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더불어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점
의 전환활동을 위한 작품 또는 활동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정부 문화정책에서도 문화다양성이 핵심요
소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고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
에서, 교육의 현장을 담당하는 교사와 예비교사, 그리고 비형식교육기관의 교육담당
자를 위한 다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자를 위한 다문
화교육 수업의 전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교수-학습 모형으로써 TMECA 모형
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본 모형은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질 높은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더불어 교육자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
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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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a model of
transformative multicultural education
using culture and arts(TMECA) for teachers

Mijin Na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nae Kang (Kyung Hee University)

Many have increased awareness of the roles of teachers for the execu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xpanded training programs for new teachers
or current teachers, but these are still not enough. Many of the existing
multicultural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in Korea are composed of lectures
on the theori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ers' self-reflection, change of
awareness, and specific hands-on training for application to the field of
education have not been discussed properly. Also, multicultural teacher
training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abroad have discussed the models of
curriculums concerning the composition or development of curriculums, but it
is hard to find any teaching-learning models that have discussed the design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specific teaching methodologies. The
TMECA model developed and suggested by this study is a model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at is useful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of
teachers.

Its

benefit

is

that

it

has

specifically

presented

through

an

educational technology approach a teaching-learning model that includes an
overall

methodology of multicultural education,

such as examination of

awareness of cultural diversity, acquisition of theorie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development of beliefs i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application to
actual sites of education, and planning for sustainabl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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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followed

the

formative

research

methodology, which is a qualitative method of developing new models or
design theories from the educational technology approach. This study referred
to the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that suggested a specific learning
methodology to derive the key elements for each stage of course and related
it

with

the

theori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o

derive

specific

teaching-learning strategies and methodology. This study also focused on
using

culture

and

arts

as

a

specific

methodology

for

the

change

of

perspective in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transformative learning. It also
organized and presented the criteria to select the artworks or activities of
culture and arts that are used for the multicultural teaching-learning using
culture and arts based on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Keywords: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multicultural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reflection; culture and arts; imaginative learning; teaching and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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