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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다양성과 교사교육: 溫故知新
낸시 위니츠키1)
(유타대학 부교수)

서 론
미국이라는 대륙에 인간이 처음 발을 내딛은 그 순간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인종이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인종의 다양성은 관점에
따라서 기회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물결이
계속되면서 사람들, 특히 교육자들은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수세기에 걸친 이민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새로이 들어오는 인종이나 민
족은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을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인종차별로 인해 계속해
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약자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공립학
교로 보내지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교사
교육(teacher education)도 마찬가지이다. 교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가중 중요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면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와 현재의 교사교육 흐름을 잘 살펴본 후에 그것에 기초하
여 미래에 대한 결론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배경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과거에는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양성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미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으로 학생의 다양성 맥락에서 교사교육의 흐름을 논의하고자 한다.

1) 20년간 교사교육에 종사해 오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학교에서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관한 논문으로
오레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스키마 이론을 교사교육에 적용하는 실험연구로 1987년 메릴랜
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영역은 교사 반성, 신규교사의 지식발달, 챠터 스쿨 등이며,
1988년부터 유타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초중등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하고 있
다. 대학원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요가, 로데오, 정치, 여행(특히 한국으로)을 즐긴다.

배경 정보(Background)
다양성의 정의에는 종교, 능력수준, 장애조건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
만 미국에서 교육학자들이 다양성에 대해 논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수민족, 저소득
층, 비영어권 학생을 지칭한다. 이 학생들은 미국 사회와 학교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
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치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수십 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률, 중퇴
율, 대학졸업율 및 학업성취 수준에서 인종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NAEP, 2003;
NCES, 2004). 예를 들면, 백인학생의 82%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히스패닉(스페인계)은 58%에 불과하며(NCES, 2004), 백인학생의 27%가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흑인학생들은 17%에 불과하다. 또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수학 능력조차 부족하다(NAEP, 2003).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 교사들의 대부분이 백인이며 중산층이라는 것이다. 전체
학생들의 1/3이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출신 교사들은 전체 교사의 1/10
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소수민족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교직으로 진출하지
도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수민족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들의 역할모델(role model)
이 없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학급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교사들은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으로 어려
운 대도시 학교에 근무하는 것 보다 도시근교의 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
정이다(Howey and others, 1994). 이로 인해 대도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이
직률이 높아지고 그 자리를 채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Murphy, DeArmond &
Guin, 2003). 대도시 학교의 학생들은 이전보다 연령대가 더 어려지고 있으며, 경험
이 부족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대도시에 있는 학교가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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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well-Jolly & Callahan, 2003; Kozol, 1991). Jonathan Kozol(2002)에 의하면
뉴욕에 있는 한 학교구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000달러인데 비해 롱 아일랜드에
있는 교외 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8,000달러이며, 더 부유한 교육구의 경
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000달러나 된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
다.

과거의 교사교육(Where We've Been)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는 학교와 교사교육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른척 하는 것에서부터 법조항을 만들거나 별도의
방안을 시행하는 등 매우 다양했다.
사실, 초창기에는 학교와 교사교육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800년대 초에는, 학
생들이 필요로 하거나 부모가 강력히 원할 경우 학생들은 지역의 학교(local school)
로 진학할 수 있었다. 교사교육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
이 교육과정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에 그만두었다. 이 당시는 주로 농업사회
였고 산업체에서도 비숙련 노동자를 원하던 때였으므로 중도탈락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빴으며,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도 거의
없었다. 노동자계층과 이민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직업을 담당했으며, 부유한 계층은
자녀들의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였다.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도 인종이나
경제적 다양성에 대응하도록 예비교사들을 교육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법률도 소수민족에 불리한 상태였다. 예를 들어,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
계층이었으며, 학교에 갈 정도도 안되는 최소한의 읽기 교육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
인종차별이 아주 확고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민자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1800년
대 중반에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한 예로, 이 당시 저명한 교육개혁가인
Horace Mann은 모든 아동들에 대한 무상 학교교육 및 특정한 학년까지의 의무교육
을 지지하면서, 교육이 경제적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구조와의 통합과 융화를 이끌어내
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Tyack, 1967).
또한 이 시기에, 이민자들도 더 많은 학교교육 기회를 갖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즉, 학교교육을 경제적 향상(advancement)의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공교육에의 접근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사회개혁 단체에 가입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오늘날까지도 교육적 사고와 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준규범들을 만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는 "모든 사람들(everyone)"
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때부터 교육자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을 융화(assimilation)의 문
제로써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전세대에 이주해 있던 미국인들(백인종)도 그들 고유
의 문화와 언어를 버리고, 미합중국 문화(U.S. culture)를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이민자들도 자신들처럼 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민자들
도 점차 기존 사회의 일부분으로 융화되기 시작했다. 학교가 위대한 평등론자로 인식
되고, 모든 이들이 공통된 경험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장소로 인식이 되면서 특별
한 서비스의 제공은 필요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교사교육에 있어서도 별도의 특별한
훈련은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융화론자(assimilationist)의 방침은 암묵적으로, 때로는 공공연하게 인종차
별과 계층주의를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층, 특히 소수민족은 열등하다고 여

겨졌으며, 가난하다는 것은 무능하고 게으르며 무절제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므로, 사
회가 추구하는 목적도 이러한 하층민들을 백인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맞
추어졌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결핍 관점(deficit perspective)"이다. 즉, 낮은 계층의
인종(특히, 피부색깔이 다른 인종)은 뭔가 부족한 인종으로 보여졌으며, 생물학적, 문
화적, 심리학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
겨졌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결핍 관점은 심지어 학교에서의 태도나 규정 및 실제
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는 평등성을 지향해야 한다
는 가정이 항상 존재해 왔지만, 학교와 교사교육에게 뭔가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
으며, 그저 학교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로 하여금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해줘
야 한다고 보기 시작하면서 학교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1954년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2)은 학교로 하여
금 사회적 불공평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도록 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흑인
에게 별도의 학교 시스템을 두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이
다. 이 결정은 공립학교 시스템의 통합을 예고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이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아울러, 학교는 불공평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결정은 수많은 학교 특히, 남부지역의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법원의 결
정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버스를 이용해 흑인 학생들을

백

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데려다주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했고, 시
간표(scheduling)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백인 교사들은 처음으로 흑인 학생들을 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과 학교의 대응이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지만 오늘날 학교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한다(Kozol, 1991; 2002).
1970년대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
생들도 자유롭고 쉽게 공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상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Lau

v. Nichols3) 사건이다. 이 결정은 수많은 이민학생들의 보금자리였던 학교들에 또 다
2) 1951년 미국 캔자스 주 토피카에 살던 여덟 살짜리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 근처에 있는 섬너 초
등학교를 놔두고 왜 기찻길을 건너 한참을 걸어야 하는 학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린다의
아버지 올리버 브라운은 딸을 섬너 초등학교로 전학시키려 했지만 교장은 입학을 거절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브라운은 소송으로 맞섰다. 유명한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
은 3년을 끌었고 1954년 5월 17일, 미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역사적 판결
을 내린다.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에서 ‘분리하되 평등한’ 교육시설의 제공을 지지함으로써 흑
인과 백인의 분리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흔히 ‘브라운 판결’이라 불리는 이 역
사적 결정을 통해 얼 워런 대법원장은 그때까지 백인 흑인 학교를 따로 운영하던 남부의 주 정부들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종별 학교를 통합하라고 명령했다. 남부의 주들은 완강했다. 판결 이후 3년간
남부지역 백인학교 3000여 개 중 인종 분리를 폐지한 학교는 600여 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브라운 판
결’은 공공시설에서의 인종의 벽을 허무는 민권운동에 불을 질렀다.
3) 1974년에 San Francisco 통합 교육구는 모든 비영어 사용 중국인 학생들에게 이중언어적 보상교육을

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이중 언어 교육 등)과 새로운 서비스(통역사 등)가 시행되었다.
연방정부는 기존의 학교의 정책이나 방침을 바꾸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는
데, 1965년에 미 의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Title Ⅰ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가 더 많은 재
정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추가 재원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뒤따라 점심을 무료로 또는 아주 싼
값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동반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가적인 재정지원도 여전히 부자학교와 가난한 학교간 교육비 지출의 격차를 줄이지
는 못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수와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능력이 다른 학생들
에게 그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 수준별 학습(ability grouping)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초등학교 읽기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 1960년대 후반에 Oregon 대학의
Engelman 등이 개발한 DISTAR4) 프로그램이 있다. DISTAR는 철저하게 음소 중심
의 수준별 읽기 프로그램으로써 집단에 맞는 읽기 프로그램으로써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학교들의 경영자와 교사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러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소수민족 학생들의 성취와 생활에 부정
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Hallinan, 2001; Rist, 1970).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트레킹(tracking; 능력별 학급편성)"을
들 수 있다. 트레킹에서는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은 동질적으로 같은 학급에 편성이
된다.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우등반(high track)에 편성되고 성취수준이 낮은 학
생들은 보충반(low track)에 편성이 된다. 일반적으로, 트레킹은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Hallinan, 1996; Oakes & Lipton, 1999).
지금까지 살펴본 이와 같은 발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사교육에 영향을 미쳤
다. 첫째, 교육학자들은 소수민족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둘째 연구에서 밝혀진 새로운 지
식들과 정책들이 교사교육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예비교사들은 행동주의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서, 이중언어 교육은 부가적인 경비지출을 의미하고
중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 용하는 학생들을 고려할 때 전국적 수준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이었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San Francisco 교육구는 별다른 도리가 없이 이중언어
을 제공해야만 했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학생들의 특수한 '교육적 필요'를 주목하고 그것에
한 교육 재정을 숙고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아주 심대한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사건
교육
기초

4)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 베라이터와 잉글만 교수가 만든 행동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유아를 위
한 실천적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베라이터-잉글만 프로그램 이후에 잉글만이 오레곤 대학으로 옮겨 행
동주의 심리학자인 베커와 더불어 1967년에 개발한 잉글만-베커 프로그램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디스타
(DISTAR) 프로그램으로 불리며, Engelmann-Becker모형이라고도 불린다. 즉, Direct Instructional
System for Teaching Acceleration and Remediation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 프로그
램은 Follow-Through Progect의 하나로써 기능과 기술 중심의 구조적 교수-학습을 강조하는 계획된 교
육과정의 대표적인 모형이다.

학습이론에 근거한 직접 교수법, 학습과 평가에 대한 기능 중심 접근법 및 권위주의
적 학급경영 모델을 배웠다. 즉, 이때의 지배적인 학습이론은 행동주의였다.
이러한 하향식(top-down) 방법들은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결핍 관점
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암묵적으로 신규교사들은 다른 인종이나 계층
은 열등하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즉, 신규교사들은 학교를 문화, 계층,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
한 신념의 기저에는 학교는 학생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 최고에 도달할 수 있
다는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결국, 특별한 노력은 사회적 불공
평을 재천명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다른 집단(소수민족 등)이 여전히 학교에서 문제
가 있다면 그것은 학교의 잘못이 아니라 소수민족과 노동자 계층의 개인적, 생물학적
또는 문화적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이외의 시민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는
트레킹(능력별 학급편성), 차별적 재정지원, 권위주의적 교수법 같은 프로그램에 녹아
있는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나 계층주의는 인식되지 않았다.

현재의 교사교육(Where We Are)
오늘날, 교사교육은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다양성에 대한 가정들을 수정하
고 있다. 문화적인 차이가 문화적인 열등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리한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자들은 문화적 불공평과 사회 계층에 대한 불공평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문성과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한다는 쪽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예비교사들에게 이
러한 시각을 가지도록 도와주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교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고
허가하기 위한 기준이 학생의 다양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예를 들어,
PRAXIS 시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교사들이 알아야할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요구와 특성
• 배경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 약물남용, 아동학대, 홈리스 등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 특정 계층에 대한 법률적 책임
예를 들어, 교사교육인증위원회(NCATE)의 기준(standard)에도 예비교사들은 모든
학년에 걸쳐서 다양한 학생들을 다루어본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는 등 학
생의 다양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일련의 교수 기준(예: 수학교사위원회의 기준)에서 새롭고 다양한
교육학적인 방법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제는 수업이나 학급경영, 평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 있어서 하향식이고 강압적인 것보다는 학생중심이고 민주적인 방법들이 선

호되고 있으며 행동주의자들보다는 구성주의자(constructivist)들의 관점이 우세하다.
인증에서의 계속적인 변화는 프로그램 설계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제는 많은 교사
교육프로그램들이 다문화 교육 강좌, 학교와 사회에서의 불평등 문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교에서의 현장경험을 제공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프로그램 변화가 신규 교사들의 태도와 실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
명확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은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학교 밖의 생활에 대해 좀 더 관
심을 가지도록 변화하였다. 가난과 인종차별은 정서적, 심리학적, 육체적 등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약, 교사가 이러한 요인들과 학생들 학습과
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아주 좋은 것에 틀림없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우선, 실
천이 힘듬에도 불구하고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있다.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이 알고 무언가 행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글이나 말로 주장하는 것과 이것들을 실행하
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둘째, 신규교사들의 이러한 경험들이 일단 교직에 들어가
면 사라져버려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즉, 공교육의 문화와 규준들이 평등주의자들
이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생각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입학기준과 절차도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는 실제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소
수민족 지원자들에게는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즉, 같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다
면 백인 지원자보다는 흑인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소수민족
지원자의 경우 시험성적이나 GPA(평균평점)가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입학이
허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성적이 최소한 비슷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
는데 입학기준은 여전히 백인과 중산층에 초점이 있고, 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핍 관점이 존재하지만 인종차별 또한 여전하다. 또 다른 문제는 인종(민족)
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만 계층(class)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것이다.
교사교육에서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소수민족 출신의
교사교육 담당자들을 활발하게 모집(recruit)하고 있으며, 이보다 비율은 낮지만 자격
을 갖춘 소수민족 학생들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
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일단, 후보자 인력 풀이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후보자들을
가지고 모든 기관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입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층에 대
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경제적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대도시의 학교에서 교사들을 고용하
고 보유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Teach for America(미국
가르치기)”와 같은 대안적인 인증을 허용했다. 즉, 속성으로 훈련을 시키고 우회적인
교사교육 과정을 통해 좀 더 빨리 교실에 투입하려던 것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 가
르치기”의 경우 여름 학기 한번의 교육만 받게 하고 바로 교실에 투입하였으며, 몇몇
후속 지원이 추가적으로 제공되었다. 이처럼 단축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은 교사들
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완전한 프로그램을 받고 졸업한 교사들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

는 것은 당연하다(Laczko-Kerr & Berliner, 2002).

미래의 교사교육(Where We Should Be)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사들이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교사교육에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정, 모집, 입학에서의 변
화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충분치는 않으며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자녀들은 여전
히 질 낮은 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한가?
가. 대안적 교사자격증 제도의 폐지(Eliminate alternative certification)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에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지 말고 좀 더 생산적인 영역으로 자
원을 재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초임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학의 관리자를 늘리는 등과 같이 정규 교사교육제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들은 또한 전문 교사들을 파트타임으로 활용하여 예비교사나 초임교사들을 멘토링
하는 등의 식으로 학교구를 지원한다.
나. 인력 풀의 확장(Increase the size of the pool)
활용가능한 소수민족 교사교육 담당자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인력 풀을 늘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적격자 모집을 시작해야 한다. 고등학교 학생
들이 교직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입학 원서료를 낼 수 있도
록 계좌를 만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안내해야 한다.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 모임을 모든 고등학교에 만들도록 하고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스폰서가 되도록 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사범대학이나 그 부속시설 및 교사교육프
로그램 등과 같은 대학 캠퍼스 투어에 대학 교수들도 참여시키도록 한다. 필요한 사
람들에게는 인센티브나 장학금 등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유사하게, 대학들은 대도시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학원 수준의 교사교육에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에 있는 소수민족 교사들의 비율이 낮지만 직업으
로서 대학 수준의 교사교육을 추구하는 비율은 더 낮다. 대학교수들을 좀 더 관련시
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일단 대학 교수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 대학원으로의 진학이나 학문적 이력을 더 쌓게 될 것이다. 아울러, 소수민
족 학생들을 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하기위한 인센티브를 생각해야 한다.
다. 입학기준의 근본적인 변경(Fundamentally alter admissions standards)

앞에서 설명했듯이,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입학기준을 변경하는
노력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고 있다. 다른 문화를 백인문화와 중산층 문
화속으로 융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입학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러한 노력은 사실 많이 없다. 우리는 최소한 주류집
단과 비주류집단이 각각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문화 내 및 문화 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학기준은 다양한 문화적 관점의 통합을 포함시
키고 반영해야 한다.
라. 사회계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Focus more on social class)
계층의 문제는 심각성 만큼 깊이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노동자 계층은 중산층과
는 다르다. 예를 들어, 예의(courtesy)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이로 인해 오해의 소지
가 생길 수 있다.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 다르며, 노동자계층이 선호하는 것은 폄하되
기 일쑤다. 사회계층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계층의 차이는 문화적
이슈로 보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미국인의 계층에 대한 편견은 그들이 가진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보다 더 심각하다. 사회 계층이 우리의 교육과정, 학생 충원, 지원서
비스, 입학 절차 등에서 더 큰 부분이 될 필요가 있다.
마.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Get to know diverse students)
학생들에 대해서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양한 학생
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몇 가지를 암시하는데, 첫째, 예
비교사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소수민족과 노동자계층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경
험을 할 필요가 있다. 신규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직접 학생들과의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음을 직시하고 불협화음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교사교육 학생들은 스스로가 다른 문화를 가진 소수민족이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공감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이국땅에서 이방인이 된다면 이해를 못했던 행동도 더 잘 이해가 되
고, 그러한 행동이 능력이나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 경험들은 구조화되어지고 따라서 백인들이 부적절하고 역기능으로 인
식하는 것이 아닌 좋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우리의 신규교사들은
다양한 학생들의 강점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찾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신규교사들
은 다른 문화들의 강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전략은

교사교육

학생들(예비교사)에게

적절한

훈련과

가상훈련

(simulation)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문화적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
아내게 하는 다문화 훈련(corss-cultural)은 매우 도움이 된다. 또한 시뮬레이션도 도

움이 된다. 예를 들어, 배고픔의 연회(Hunger Banquet)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른 문화의 음식에 대한 가졌던 불공평을 보여줄 수 있고, 가난의 삶(Life in the
State of Poverty)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
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전략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도록 하는 것이다. 전기, 소설, 일대기 등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선명
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학생들의 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바. 노동자 계층과 소수민족 학생들에 대한 지원(Provide support for working
class and minority students)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사교육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백
인 및 중산층 위주로 운영되는 대학(교사교육)은 친숙하지 못한 장소일 것이다. 대학
의 특정 업무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사전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간과 재정은 부
족하며 전통적인 학문적 기능은 낮을 것이다. 우리가 융화론자의 관점을 가지든 사회
재건주의자들의 시각을 취하든 이 학생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융화론자의 경우, 이
것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며, 사회 재건주의자들의 경우,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일이
다. 대학에 있는 우리의 경우, 최소한 우리의 일로 생각을 해야 한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마 학생 대
학생(선배-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졸업생-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수민족 출신의 교사 후보자들과 대학 교수들과의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나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
소수 문화와 주류 문화간의 행동 불일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입학기
준에 있어서도 단순한 융화가 아닌 문화들의 통합을 이끄는 실제(practice)가 필요하
다.
사. 인종주의와 계층주의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초점(Focus more
explicitly and directly on racism and classism)
교사교육 담당자들은 인종주의와 계층주의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논쟁을 피하려하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펼치지 않고 자신들의 메시지는 힘
을 잃게 된다. 게다가, 신규교사들이 교직에 입문하게 될 때가 되면 이 메시지는 사라
져 버린다. 따라서, 교사교육 때부터 가능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을 진일보시키는 중심에 교사교육프로그램을 두어야 하며, 우리의 프
로그램들이 사회재건을 목표로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다양성만 가르치는 것이 아
니라 반 인종주의와 반 계층주의 교육과정도 가르치고 있다. 교사 후보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자신이 속한 학교와 교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능

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나 서비스 학습과 같은 경험을 통해 습
득되어질 수 있다.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활동가와 지지자가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행동주의의 모델이 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사교육 담당자들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거의 없다. 이제 대화와 연구를 시작
해야할 때이다.
아.

실제에

유용한

교육과정(Orient

curriculum

as

much

to

practice

as

principles)
교사교육 졸업자들의 끊임없는 불평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들의 준비가 너무 이론
적이어서 실제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므
로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필요로 한다. 물론, 이론과 연구에 근거한 원리
들이 가르쳐져야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인간 발달, 문화적 다양성, 지식발전 등과 같
은 기초적인 정보도 가르쳐줘야 한다. 하지만 신규교사들은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어
떤 것을 추정해 내거나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이 이해한 것에 대
해 생각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모른
다는 것은 확실하다. 더 많은 예시들과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
한 것들은 사례연구나 마이크로티칭, 직접적인 학생 지도, 학급에서의 책임감, 인터뷰
와 관찰 등과 같은 전략들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대학의 교사교육
담당자들과 공립학교 교사들이 최고의 실제(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모델을 만드는 것
이다.
자. 끊임없는 연구(Increase research)
지금까지 논의한 시나리오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고려한
최고의 실제(best practice)가 무엇인지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교직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졸업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계층 및 언어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
기 위해 구성주의적 학습원리들을 적용하기를 바란다. 교사교육 담당자들은 가장 중
요한 것은 “좋은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 문화에 따라 좋은 가르침이 다르다고 말한
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박사과
정 학생인 Pauline Longberg와 나는 다른 교사의 학생보다 표준화 테스트에서 우수
한 성적을 나타내는 학생을 가르치는 한 교사를 관찰하고 있다. 우리는 그 교사가 무
언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는지, 무언가 다른 것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다양성에 대해 교육학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

결 론
지금까지 과거-현재-미래의 교사교육을 살펴본 후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으며,
이러한 제안들이 반드시 고정된 것들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알다시피 동화론자들의 태
도는 여전히 다양성에 대해 그들이 가졌던 초장기의 태도가 지배적이다. 많은 교사교
육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초등학교에서의 능력별 집단(ability grouping)을 강조하고 있
으며, 중등학교에서는 트레킹을 무시하고 있다. 일부에서 반 인종차별주의와 반 계층
주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것조차 극히 드물다.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미국 사회라는 커다란 틀 안에 교사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회는 차이를 결핍(deficit)으로 보고 있으며, 학교를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다. 자신들의 문화적 규준, 신념, 가치 및
실제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포기하기 보다는 교사교육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들을 위한 공평성을 증진시켜야 할 책무성을 포기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