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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의 초등 교육과정*

1)

이 원 희**2)

이 글은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과정 유형을 역사적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동화주의, 국제이
해, 다문화 주의, 세계주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한 것이다. 다문화 교육과정은 각 유형마
다 기본 가정과 철학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장점과 문제점이 있으며,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상이하다. 따라서 각 초등학교마다 다문화 교육의 상황이나 여건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유형의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문화
교육의 과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
등학교 다문화 교육과정의 커다란 방향은 글로벌적 사고를 기반으로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다문화 시대의 초등 교육과정

을 자연에 대비하여 논의할 때와, 특정 사회의
생활양식으로 규정할 경우, 또 인간 이상 실현

다문화 시대의 초등교육이나 교육과정에 대

의 정신 활동으로 상정할 때 논의의 초점이 달

한 논의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 출발할

라지고 검토 방식이 상이하게 된다. 이와 더불

수 있다. 말하자면, 문화나 다문화는 무엇인가에

어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의 향방도 관점에

대한 다양한 개념의 논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다

따라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

문화의 어떤 측면이 우리 시대 그리고 초등교육

한 개념적 규정에 대한 논의는 명료한 의사소통

전반에 또는 교육과정에 커다란 이슈로 부각하

을 가능하게 하고 논의의 구조를 체계화하는데

고 있는지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문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규정이

문화 또는 다문화의 규합적 개념상의 논급은 가

되었고, 다문화에 대한 개념 규정과 논의의 방

급적 피하고자 한다. 그 대신 여기에서는 최근

향도 다기하게 접근이 되고 있다. 문화의 개념

다문화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제일 많이 언급하

* 이 논문은 2008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의 국내 학술대회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며, 대구교
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leolee@d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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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위 국제결혼 또는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 체

자녀들의 출산 증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류와 이민자의 증가와 더불어 그들이 데리고 온

들의 증가 추세 등의 상황을 먼저 개관해보려고

자녀나 또는 국내에서 태어난 다양한 자녀들은

한다. 그리고 난 후 결혼이민자 자녀를 겨냥한

우리나라가 다인종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게 하

다문화 교육과정 유형을 미국의 다문화 교육의

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귀국자 자녀

변화상과 견주어 논의해보고자 한다.

나 새터민들의 국내 정착도 우리 사회를 다문화

미국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인종 다

의 길로 나가게 하는 동인이 되어 가고 있다.

문화의 실험을 다양하게 거친 다문화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선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1. 외국인 유입 증가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가 다문화 시
대나 다문화 사회에 주목을 하기는 불과 몇 년

2007년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총수는 약

에 지나지 않는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부의

10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관심은 2005년 5월, 외국인 문제의 위상이 “대

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약 4,913만 명의

통령 지시 과제”로 격상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

2%에 해당한다(행정자치부, 2008). 다음 <표 Ⅱ

했다. 2006년 4월 국정회의에서 “다인종‧다문화

-1> 외국인 등록인구와 비교해보면 2007년 불법

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대

체류자가 약 25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 수

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정부의 각 부처는 “이

있다. 불법 체류자 수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

주자를 통합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 개발과 입

라에 외국인의 체류수가 증가한 것은 표에서와

안에 나서고 있다(오경석 외, 2007).

같이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라면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 수립과 더불어 각 학
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사회와 관련

2020년에 이르면 외국인의 수는 290만 명에 이
르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된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의 경우, 결혼 이민자는 다문화적인

<표 Ⅱ-1> 외국인 등록인구

사회구성과 가장 거리가 먼 문화적인 병합

연도

계

남

여

(amalgamation)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지만(위의

1995

123,881

70,755

53,126

책, p. 33), 그 근저에 깔린 편견, 상황, 자아실현

1996

167,664

99,813

67,851

욕구, 다양한 국가적 배경(Kwak, 2008) 등을 감

1997

201,186

122,798

78,388

안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자녀의 다

1998

182,788

107,980

74,808

문화 교육이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할 사항이다.

1999

206,895

121,135

85,760

2000

244,172

143,177

100,995

2001

267,630

153,449

114,181

2002

287,923

159,356

128,567

2003

437,014

257,628

179,386

2004

469,183

278,377

190,806

최근 우리나라는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

2005

485,477

283,998

201,479

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2006

632,490

370,728

261,762

2007

765,429

438,660

326,769

II. 다문화 사회의 진입 현황

국제결혼의 증가로 말미암아 외국인 이민자의

- 16 -

<표 Ⅱ-1>과 같이 외국인의 합법적 국내 등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록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최근 10여

국제결혼의 수가 늘어 전체 결혼 비율의 10%를

년 사이에 4〜5배가 늘어나 급격한 증가율을 보

상회하고 있다. 2006년 총 결혼건수 332,752건

이고 있다. 그리고 2008년 행자부 보고서에 따

중 국제결혼이 39,690건으로 우리나라 결혼의

르면 1만 명 이상의 집단거주를 하는 지자체의

11.9%에 해당한다. 2005년도 13.6%에 비하면 다

수는 2006년 8곳에서 2007년 16곳으로 한 해 사

소 둔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0년의 1만 2천

이에 배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 건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 수의 급증의 이유에 대해

<표 Ⅱ-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을 기

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는

점으로 우리나라 결혼자의 10% 이상이 국제 결

우리가 외국인을 주변인으로 묵과할 사안이 아

혼자이다. 그 중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에

님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호오를 불문

비해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초

하고 여러 가지 인종적 특성을 지니고 다양한

등학교 교실에서의 남녀 성비를 보더라도, 앞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같

로 국제결혼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

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에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비율도 10%를 넘을 것

처지를 맞고 있다. 또 집단 거주로 말미암아 복

이라 예상한다. 2005년도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

지 혜택과 시설이용 등에서 배제됨으로써 야기

해보면 15세 이하의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으

110%를 웃돈다. 이와 같은 남녀간의 불균형 심

로 보인다.

화와 또 장차 더욱 원활하고 신속한 교통 시설
의 확충 등을 미루어 본다면, 국제결혼은 앞으
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제결혼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는 최근에 이르러 폭증을 한

〈표 Ⅱ-2〉국제결혼 증가 추이
연도

총 결혼건수

2000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

결혼건수

구성비(%)

결혼건수

구성비(%)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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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외
국인 여자가 결혼한 비율이 2004년 27.4%, 2005

서 배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Ⅱ-3>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년 35.9%, 2006년 41.0%(통계청, 각 년도 혼인․
이혼 통계 결과)로 계속 증가해 간다는 점에서

<표 Ⅱ-3>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취학

앞으로도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의 수는 농산어

구 분

계

촌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라 보인다. 지금도

2005년

1,574

995

352

227

2006년

1,391

1,115

215

61

2007년

1,209

755

391

63

이들 국제결혼자에 대한 언어교육과 적응교육을
비롯한 각종 봉사와 일자리 알선 등이 큰 과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 결혼자의 자녀
가 조만간 양산될 경우,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초등학교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통합 문제와

<표 Ⅱ-3>에서는 외국인 학교 재학 중인 외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상의 제반 문제가 크게 대

국인 학생 8,341명(2006년 12월 기준)이 제외되

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 작성된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상당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더하여 불법 체류

3. 다문화 가정 자녀수의 증가

자 가정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그 수를 고려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결혼이주민가정 자녀
의 증가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새로운 문화를

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전체 취학율은 매우
저조한 것이다.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그런데 이와 같이 저조한 취학율에도 불구하

사안이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 이들의 숫자가

고 초등학생들의 취학자수는 중고등학생의 배

폭증한다는 점에서 그 대책이 빠르면 빠를수록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

좋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증가와 결

로자 자녀의 교육의 초점은 초등학교에 있으며,

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의 증가 상황을 살펴보면

다문화 교육의 중심도 초등학교를 근간으로 전

다음과 같다.

개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나.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먼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도 다문화가

<표 Ⅱ-4>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재학생

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수가 최근 특히 2007년에 이르러서 급격히 증가

등록 외국인(합법체류자) 중 5세 이상 19세 이하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는 25,488명(2006년 12월 31일)으로 전체 외국인
<표 Ⅱ-4> 결혼이민자가정 초ㆍ중ㆍ고 재학생

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표 Ⅱ-3>

증가추이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취학 상황을 통계 수치로 보면 실제 그들의 취

구 분

계

학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말하자면, 외국인

2005년

6,121

5,332

538

206

근로자 자녀의 상당수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채

2006년

7,998

6,795

924

279

가정에 머물고 있거나 작업장 또는 기타 장소에

2007년 13,445

11,444

1,58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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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것은 앞서 <표 Ⅱ-2>에서 본 바와 같이 국

충북 170

32

202 472 49 521 723

충남 202

95

297 748 71 819 1116

전북 319

58

377 651 51 702 1079

고려해 볼 때, 2010년 이후가 되면 결혼이민자

전남 342

22

364 1019 96 1115 1479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 등록하는 수는 현재보다

경북 170

39

209 481 32 513 722

훨씬 더 증가할 것이고, 그 비율도 훨씬 증대될

경남 335

98

433 633 54 687 1120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16

83

제결혼의 건수가 근자에 이르러 급격한 증가세
를 보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결혼이주
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녀에 대한 교육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경제적 곤란함과 더불어 열악한 양

계

67

41

1

42

125

5600 1332 6932 5844 669 6513 13445

비율 49.0 66.6 51.6 51.0 33.4 48.4
※ 교육인적자원부(2007.4.) 자료에서 중․고 학생수를 합
해 재구성하였음.

육 및 교육환경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표
Ⅱ-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자

그렇지만 <표 Ⅱ-5>에서 보면, 경기도에 다문

녀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결혼 가정 자녀 가운

화 가정의 자녀가 가장 많고, 서울, 전남, 경남,

데에서도 초등학생의 10명중 1명, 중학생 10명

충남, 전북의 순으로 뒤를 이으며, 1천 명 이상

중 2명 정도가 중퇴를 하거나 진학을 포기하고

의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다문화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가정의 자녀의 취학과 관련된 문제는 도시와 농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포되어 있다

촌 골고루 해당되는 문제이나, 특히 경기도를

는 점이 <표 Ⅱ-5>에서 드러난다.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이 현재로서는 더 많은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표 Ⅱ-5>국제결혼가정 자녀 지역별 현황
시지역
시도

초

중고

읍면지역
계

초 중고 계

보인다.

합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의 유입,
국제결혼자의 급증과 더불어 새터민의 수 증가
는 우리나라를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모케 한

서울 1040 307 1347

0

0

0

1347

부산 391

92

483

0

0

0

483

대구 241

35

276

42

6

48

324

인천 387

60

447

34

14

48

495

다면 그 충격의 강도는 걷잡을 수 없게 될지도

광주 279

43

322

0

0

0

322

모른다. 미래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이긴 하지

대전 191

38

229

0

1

1

230

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울산 105

16

121

72

10

82

203

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상된다.

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온 ‘문화의 충
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충격
을 완화하는 작업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지 않는

경기 1137 342 1479 1146 245 1391 2870
강원 224

39

263 505 39 544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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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적 접근 ⑷ 제4 수준 : 실행적 접근을 보여주

Ⅲ. 다문화 사회와 교육과정 유형

고 있으며, 황규호․양영자는 다문화교육내용에
다문화 사회를 일방적으로 정의하기가 곤란

관한 쟁점의 이해를 위한 분석틀로 ⑴ 자발적

하듯이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구성 또

참여 ⑵ 자발적 배제 ⑶ 비자발적 참여 ⑷ 비자

는 운영도 한 가지 방식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

발적 배제 4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거나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한 두 학회 발표에서조차 여러 가지 유형과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다문화 교육과정을 모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와 관

형화하거나 여러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유형별

련된 논의가 앞으로도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

논의를 시도한다. 다양한 모형 제시와 여러 가

고 논쟁을 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

지 유형별 접근 방식은 다문화 시대의 교육과

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도 여러 가

교육과정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유형과 모형을 참고하고, Banks(2007, 2008)의

것이다.

“다문화 교육과정 개혁 모형”을 근간으로 다음
<표 Ⅲ-1>과 같이 다문화 교육과정의 접근 모형
을 설정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다문화 교육과

1. 다문화 교육과정의 접근 모형

정의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교육과정학회와 한국초등교육학회가 공

<표 Ⅲ-1> 다문화 교육과정의 접근 모형

동으로 2008학년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출간한 한 권의 발표집에만 하더라도 다문화 교

구분

육과 관련된 모형을 여러 가지 찾아 볼 수 있
다.『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and School
Curriculum(다문화-세계화 교육환경에 따른 학
교 교육과정의 대응(2008)』이라는 발표집에서

단일성

다양성

자기중심

동화주의
교육과정

ⅰ ⅱ

국제이해
교육과정

타자중심

세계주의
교육과정

ⅳ ⅲ

다문화주의
교육과정

Sleeter는 다문화 교육의 개념 모형으로 X 축에
는 세계적 관점 vs 국가적 관점, 그리고 Y 축에
는 문화 vs 평등과 정의의 기준을 각기 설정하
여 ⑴ 국가적 문화 ⑵ 국제적 문화 ⑶ 반인종
및 사회정의 ⑷ 반인종 글로벌 정의 4가지 유형
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가정과 실제 활동 및
장점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김복영
은 ‘사회적 소수를 위한 배려중심 다문화교육과
정’을 ⑴ 인종적 소수를 위한 배려교육과정 ⑵
성별적 약자를 위한 배려교육과정 ⑶ 신체적 소
수를 위한 배려교육과정으로 유형화하고 있고,
박상철은 ‘Banks(2004)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
혁 모델’을 소개하면서 ⑴ 제1 수준 : 기여적 접

<표 Ⅲ-1>에서 명기한 ⅰ→ⅱ⟶ⅲ→ⅳ의 순
서는, Banks(1977, 1990)가 『사회과 교수법과
교재연구(최병모 외 역, 1987)』에서 제시한 바
있는 ‘앵글로아메리칸 중심문화 → 소수민족문
화 첨가 ⟶ 다민족 문화 → 다국가 문화’의 “소
수민족 연구를 통한 교육과정 개편 과정”과 유
사하다. 그리고 Banks(2007, 2008)의 최근 저술
에서 제시한 다문화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접근
법 중 기여적 접근과 부가적 접근은 ‘국제이해
교육과정’, 개혁적 접근과 사회적 행동 접근은
‘다문화주의 교육과정’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근 ⑵ 제2 수준 : 부가적 접근 ⑶ 제3 수준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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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스( ht tp: //f acul ty. washi ngton. edu

/jbanks/index.htm)의 학문적 관심 변화를 간략

이데올로기를 얼마만큼 포용할 것인가의 정도를

한 서지 정보를 통해 보면, 그는 1960년대 후반

나타내는 축이라면, 후자는 문화 이해의 중심축

부터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연구, 소수민족과

을 자기에 두느냐 아니면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

관련된 교육과정 개혁 연구, 소수민족 문화의

느냐를 문제삼는 축이라 할 것이다.

역사적 변천 등 소수민족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가. 동화주의 교육과정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르러 그는 종족적
관심에서 벗어나 다문화 교육과정의 다양한 접

동화주의 교육과정은 다수자의 관점에서 펼

근을 통하여 “남녀 학생 모두와 다양한 인종과

치는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소수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특

족 문화의 특수성이 무시되어 버린다. 소수자는

수한 학습자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

다수자의 주류 문화에 휩쓸려 동화되기를 기대

장”(모경환 외 역, 2008: 59)하는 방향으로 학문

한다. 그러므로 소수자는 주류 문화를 효율적으

적 관심을 선회를 하고 있다.

로 습득하고 주류 문화에 단시일내에 적응하는

뱅크스가 제시한 ‘소수민족 연구를 통한 교육

것이 중요하다. 소수민족을 위한 별다른 내용

과정 개편’ 방향과 그의 학문적 관심사의 변화

구성보다는 방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주류

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방향 또

문화로 빨리 진입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교육목

는 다문화 교육과정의 접근방식도 거의 비슷한

표가 된다. 동화주의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우리

경로를 거칠 것이라 예견된다. 다만 우리의 경

나라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인화

우, 미국과는 달리 소수민족의 출현과 다문화

(Koreanization)에 있다.

시대의 진입이 매우 급작스러운 것이어서 앞서

동화(assimilation) 개념의 아이디어를 처음 주장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이 시기별로 차례차례 나타

한 사람은 미국의 교육역사가 Ellood P. Cubberly

나고 특징적인 유형이 하나하나 적용되지는 않

이다. 그는 백인청교도문화와 여러 소수민족집

을 것이다. 오히려 이 네 가지 다문화 교육과정

단간에 야기되는 갈등은 미국사회가 이미 추구

접근 유형은 지역과 학교 또는 학급에 따라 달

하고 있는 자유, 평등의 이념을 소수민족이 습

리 적용이 되거나 혼합된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

득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의 과업

이 높다.

은 이와 같은 집단과 정주자들을 분해하여 미국
인종의 일부로서 이들 집단들을 동화 또는 융화
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Anglo-Saxon

2. 다문화 교육과정의 유형

의 정의, 법, 질서와 정부의 개념을 심어주고 그
<표 Ⅲ-1> 다문화 교육과정의 접근 모형은

들로 하여금 우리 민주제도의 존엄과 인간존중

단일성과 다양성의 축과 자기중심과 타자중심의

의 미국생활을 깨닫게 해야 한다(김종석, 1984:

축을 근간으로 네 가지 유형의 다문화 교육과정

38 재인용).”

을 이룬다. 여기에서 가로 축은 국가적 이념의

한국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에서 아이슬란드

반영 정도를 나타내고 세로 축은 개인적 이해의

와 함께 단일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독특한 국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의 역사 사회 문화 교육

전자의 경우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 이념을

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특별한 맥락에서 형성되

얼마나 고수할 것인가 또는 다양한 인종 국가의

어 왔다. 우리는 이제까지 단일문화 국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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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이해 교육과정

을 긍지로 삼아왔고 우리 문화전통의 계승 발전
을 주요한 교육목표로 설정하였고, 또 교육과정

국제이해교육의 의미는 시기에 따라 또 논의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일치된 문화 정신을 학생

방식이나 강조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

들에게 주입시켜 왔다.

되고 있다(김현덕, 2003). 그렇지만 <표 Ⅲ-1> 다

이와 같은 독특한 우리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문화 교육과정의 접근 모형에서 지칭하는 국제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민자와 가정을 꾸리는 세

이해 교육과정은 자신이나 자국의 입장에서 소

대가 급작스럽게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정서

수민족 또는 다른 나라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와 의식이 갑작스럽게 다문화 모드로 바뀌기에

구성하고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말한다.

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서구의 경우, 결혼 이민

1953년 유네스코가 발족한 이래 강조해 온 국제

자는 문화적 병합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

이해교육의 맥락과 유사하다. 결혼이민자 자녀,

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동화주의 교육과정이

또는 소수민족이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취학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고 있지 않은 학교나 학급에서는 이 유형의

2007년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2007

접근 방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에서 설

미국의 경우 Hilda Taba(1962)가 국제이해 교

정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의 목표는 “언어

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1960년대 당시의 교육

문화 장벽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사회적

과정에 나타난 문화 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

귀속감 증대”이고, 구체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다. 그녀는 당시 미국의 교육과정이 자기종족중

문화에 대한 조기 습득을 통해 학교교육 및 사

심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위험성

회생활에서의 소외감과 이질감 극복”, “한국사회

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자아정체감(identity)
문화의 분석을 통해 볼 때, 특정 문화의 사
회화과정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자기종족중심
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문화로서
는 자기종족중심성을 극복할만한 기제를 그 자
체 내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 광범한 세계의 상호의존적 이질문화에서 함
께 살아갈 인간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타국문화
와 관련을 맺거나 한 국가내의 하위문화와 관련
을 맺는 문화적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학교
의 과제가 된다(이경섭 외 역, 1976: 90-91).

확립”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의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정부가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도 동화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이 분명하
다 할 것이다.
동화주의는 다문화 교육과정으로서는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동화주의 교육과
정 운영 행태의 일방적 내용 전달식과 몰입중심
의 언어 교육은 내용 습득과 언어 구사 능력 증
진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학생의 흥미와

“민족 연구와 그 내용을 넓게 민족 집단에

자발성을 저해하여 수동적 인간을 형성한다는

관한 연구로 개념화하면, 교육과정개발들이 상

단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한 민족 집단 유형에 대한 내용을 선택하여

나라의 독특한 사정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제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비교․대조하게 함으로써

적 대우나 관례를 고려해 본다면, 비록 우리 사

사회내의 민족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개념과 일

회가 다문화 시대에 돌입했다하더라도 조만간

반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최병모 외 역, 앞의

동화주의 교육과정을 폐기하거나 간과해버리기

책: 200).” 다시 말하면, 세계는 불가분으로 서로

는 어렵다 할 것이다.

관계를 맺고 있기에 자기종족중심의 문화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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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교육내용을 통해서는 학습자가 세상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가기에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기여적 접근과 부가적 접근은 기존의 교육과

하다. 또 한 국가 내에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정을 개편하지 않고서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살아가려면 다른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지

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다수자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

의 처지에서 내용을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기

른 국가 또는 다른 종족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때문에 주류 문화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내용

교육과정을 만들고 가르쳐야 한다.

이나 행사를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다수자

국제이해 교육과정 유형은 뱅크스의 기여적 접

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현상유지를 위한 활동을

근(contribution approach)과 부가적 접근(addictive

교육과정 경험으로 선정할 개연성이 높다. 국수

approach)을 통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여적 접

적 입장이 강조될 경우 편향적 애국주의를 노정

근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주로 사용된다(모경환

시킬 위험마저 있다.

외 역, 앞의 책: 69). 학생들은 특정한 문화주간,
다. 다문화주의 교육과정

공휴일과 기념일 등 행사활동을 통하여 다른 나
라나 타종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을 수

다문화주의 교육과정은 여러 소수민족의 문화를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계

인정하고 타자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

기교육”을 활용하면, 타국의 문화와 다른 종족

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유형이다. 자신이나 자

의 문화를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

국의 처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족의 문화도 동

을 것이다.

등하게 가치롭다는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

부가적 접근은 교육과정의 기본적 구조나 목
적, 특징을 변화시키지 않고 문화와 관련된 내

정하고 개별적 존재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은 포
스트모더니즘적 사고와 통한다.

용, 개념 및 주제를 교육과정에 첨가하는 방식

『다양성의 증언: 다문화 교육의 사회정치적

이다. 부가적 접근법은 학교 또는 학급에 다른

맥락』의 저자인 니에토(Sonia Nieto)와 같은 다

종족의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재량

문화 교육 옹호자들은 소수인종 자녀들이 학교

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학교 수업

에서 실패하는 것은 교육체계의 결함때문이지

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에 외

그들 자신의 어떤 선천적인 약점에 기인한 것이

국의 전통 놀이, 의상, 그림, 음악, 춤, 연극 등

아니라고 말한다. 니에토는 주류 공립학교제도

을 통하여 국제이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

가 거의 모든 면1)에서 소수인종 아동들을 불리

1) 니에토가 제시한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박탈하고 소외시키는 거대한 몰개인적인 관료주의
․ 음침하고, 크며, 일반적으로 낙후된 교도소나 요새같은 학교 건물들
․ 표준화 검사의 점수 또는 주관적인 평가로 소수인종 아동들을 학습지진아로 분류하고 이 아동들을 학교의
관례대로 보정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가 되게 하고 기계적 암기를 강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하
류계층을 구성할 후보자를 양산하는 “판서와 설명식” 교수법
․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니거나 모국어이더라도 가정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유형의 영어인 수업 언어 및 시험
언어
․ 남성 백인 문화에 맞는 개인적이고 경쟁적인 학습․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차별적 행동을 하는 백인 교
사, 예를 들어, 소수인종 학생들보다 백인 학생들을 더 자주 보고 호명하는 백인교사,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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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에 따르면, 학교는 소수인종의 아동들이 사회에

뱅크스의 개혁적 접근법과 사회적 행동 접근

잘 참여하여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완

법은 다문화주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좋은 방

전히 재조직되고 재설계되어야 한다. 또 학교는

법이 될 것이다. 개혁적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소수민족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이

기준, 패러다임,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다

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

른 관점에서 개념, 쟁점사안, 주제를 검토하게

의 목적은 다원사회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

하며, 사회적 행동 접근법은 개혁적 교육과정을

고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확장하여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학습한

있다(교육이론실천연구회 역, 2007: 91-93).

개념 문제 주제들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시민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대다수의 경우 다양성
으로 해석되어 1960년대 이후 교육과정 개발 담

적 행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한다(모경환 외
역, 앞의 책: 70-72).

론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과정 문헌 핸

이러한 접근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입장

드북에 실린 다문화 교육과정의 이슈들을 제시

을 용인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타자의 관점에서

하면 다음과 같다(Janesick, 2003: 157-158).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개발하게 할

• 이중 언어교육 • 제2 언어로서 영어(ESL)
• 위탁 특수교육 • 문해 교육 • 관용 교육
• 문화 이해 • 빈곤과 소수인종 문제
• 사회 계층 •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 소수인종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교사와 행정
가의 신념과 행동
• 백인에 대한 소수인종 학생의 태도, 학업태
도, 중도 탈락율
•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빈곤의 근원적 해결보
다 단기간의 땜질식 지원책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가 표방
하는 다양성의 인정과 수용은 소수인종의 빈곤,
학력저하 또는 정체성 결핍 등과 같은 현재의
상황을 당연시하거나 운명론적 결정론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피터 우
드가 다양성의 은폐적 의미를 지적한 다음 글귀
는 다문화주의 교육과정을 논의하면서 곱씹어
볼 종요한 대목이다.

이상에서 다문화 교육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
는 문제를 개관할 때, 우리의 경우에도 조만간
이중언어2) 교육과 제2 언어로서 한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 교육, 소수인종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선입견 해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소수민에 대한 장기적인 각종 지원책

다양성은 이념이다.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중
립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이념들처럼 사고와
경험의 폐쇄된 고리를 제공한다. 일단 이 고리
안에 들어와 다양성의 주요 전제를 받아들이면,
고리의 바깥을 내다보기는 어렵다. 다른 이념들
과 마찬가지로, 다양성은 단지 설명만을 던져주
고, 부적절한 사실을 애써 설명하지 않는다. 다
양성은 감정이 섞인 약속을 받아들이고, 대개
비평가의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비평가를 공격하

낮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백인 교사, 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은 과학과 수학에서 재능이 떨어진다고 가정
하는 백인교사․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 또는 히스패닉 문화에 관해 한두 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미국의 백인 문화와 죽은 백인 남성들이 남긴 업적, 글, 어록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2) 현재까지 알려진 이중언어 사용과 이중언어 교육의 장점은 광범한 의사소통, 다양한 문화적 체험, 인종차별
주의의 감소, 창의적 사고력과 민감성 증대, 자부심과 안정된 정체성 확립, 교육과정 성취도의 증가, 제3언
어 학습의 용이, 취업의 잇점 등이 있다(정부연 역, 20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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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쓰인다. 다양성은 세상을 새롭게 탐구하
고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운명이 이미 결정되
었다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
다. 다양성은 깊숙이 가라앉아 정적이고 안정되
어 있으며 무관심한 척 스스로의 우월성을 확신
하고 있다(김진석 역, 2005: 461).

안 더 나은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구촌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은 태어나서 죽
을 때까지 함양하며 갖고 살아야 할 덕성이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 의식은 ‘깨달음’이 전제되지

라. 세계주의 교육과정

않은 한, 교육과정 내용을 바꾸고 많은 활동을

글로벌 또는 세계주의 교육과정은 세계 촌민

한다고 형성되기가 어렵다.

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하며, 자기와
타인의 구분을 떠나 원융(圓融)한 삶을 사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단
하나뿐인 지구에 살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 인
간과 자연은 모두 커다란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
되어 있다는 자각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이다. 다

정황상 세계주의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삶 살
이 나누기’는 『주역』의 손괘(損卦)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손(損)은 내 것을 덜어서 남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손괘의 형국은 한쪽이 비게
되면 다른 쪽은 채워진다. 손해를 보는 곳이 있
어야 이득을 취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시 말해서, 세계주의 교육과정은 ‘상생과 조화’
에 근간을 둔 지구촌민으로서의 덕성 함양과
‘성장의 한계와 허상’을 감안한 ‘삶 살이 나누기’
가 주요한 교육활동이 된다.3)

생들이 ‘지식의 생성-기부자’로 양성될 수 있도
록 짜야 할 것이다. 토플러(유재천 역, 1984)가
신조어를 만들어 유행시킨 “프로슈머(prosumer

글로벌 의식은 어릴 적부터 그리고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UN이 개발한 『세계의 핵심 교육과정(A
World Core Curriculum)』에서도 나타나 있다.
Muller(1989: 284)가 보고한 내용의 일부를 옮기
면 다음과 같다(Pinar, et al., 1995: 801 재인용).
세계의 핵심 교육과정 목표는 어린이들에게
1) 태어난 집에 대한 좋은 인상 2) 태어난 가정
에 대한 올바른 인상, 즉 매우 다양한 자연적,
문화적 일반 특성들이 있는 인간적인 가정 3)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한 시간의 흐름에 대
한 정확한 인상 4) 이러한 놀라운 창조 안에서
살아간다는 개인적이고, 기적적이며 중요한 삶
의 의식,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특
성을 지닌 어린이들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동

세계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틀은 학

= producer + consumer)”와 비견한다면, 지식의
‘생성-기부자’는 ‘프로트리뷰터’(protributor = producer
+ contributor)4)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토플러가 말한 ‘프로슈머’의 뜻이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자신이 소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인간
이라고 한다면, 지식의 ‘프로트리뷰터’는 자기가
만든 지식을 자기가 소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
라, 자기가 생성한 지식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글로벌 학습자’라 할 것이다. ‘프로슈머’는 생산
의 목적이 자기 소비에 있다고 한다면, ‘프로트
리뷰터’의 지식 생성의 목적은 분배, 나눔, 공유
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자기가

3)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학회와 한국초등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8 KSCS
KSSEE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and School Curriculum」 “글로벌
시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구성”을 참고하기 바람.
4) “글로벌 시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프로트리뷰터(protributer = producer + distributer)로 표
기하였다. 그러나 ‘생성-기부자’가 ‘생성-분배자’보다 어감상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같이 수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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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나눔의 체험을 많이

주류 문화 속에 소수민족을 합치시켜가는 교육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봉사활동

과정 유형이고, 두 번째 국제이해 교육과정은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러한 활동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필요시 소수 문화와 관련

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야 한다. 또 글로벌 시대

된 내용과 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운영

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크게 비우는 법도 익혀야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다문화주의 교육과정은

한다. 죽음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구극적 죽음에

주류 문화이건 소수문화이건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할 때, 자기 삶의 가치를

동등한 측면에서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고 운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영하는 것이고, 네 번째 세계주의 교육과정은 자

지구촌 교육과정 실현은 차별적 생각5)을 모
두 없애버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길일지 모른

타의 구별이 없이 보편적 이상을 추구하는 교육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다. 일반 사회에서는 물론 교육계마저 무한경쟁

그런데 대체적 견지에서 다문화 교육과정 연

을 교육활동의 슬로건으로 내거는 시대에서 상

구의 진전 상황과 역사적 발달의 경로는 [그림

생과 조화를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교육과정은

Ⅲ-1]처럼 동화주의에서 국제이해 교육과정으로

낭만적 논의라 할지 모른다. 깨달음을 전제로

다시 다문화주의에서 세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

한 교육과정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것이라 비판

어진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다문화 시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 도래가 급격하고, 지역에 따라 다문화 사회
의 양상이 다른 경우, 이러한 변화 과정이 압축

이제껏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초등학교 교육

적 양태로 분출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이나 학

과정과 관련된 논의를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다

교와 학급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음 [그림 Ⅲ-1]과 같다.

있을 것이다.

[그림 Ⅲ-1]에서 첫 번째 동화주의 교육과정은

<동화주의 교육과정>

<국제이해 교육과정>

<다문화주의 교육과정>

<세계주의 교육과정>

[그림 Ⅲ-1] 다문화 교육과정의 유형과 변화 과정

5) 『금강경』「대승정종분 제3」에는 “만약 보살에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이는 보살이
아니다.” 라는 구절이 있다. 보살에 대한 간명한 정의로 널리 알려진 말이다. 보살이나 부처는 나와 타인 그
리고 뭇 살아있는 것과 살아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차별적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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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장을 최대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IV. 다문화 시대의 결단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개별적 능력을 길러주고,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가 이렇게 급진전을 이

성품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일 수 있다.

룰 것이라 예견한 이는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

그렇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도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과정이 삭제된 최근의 맥락에 비추어 다문

증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내용을

화 가정 자녀의 교육 상황도 점검해 볼 필요가

검토해야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수업

있을 것이다. 학생을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도 거의 없

별로 나누어 가르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수의 학회와 서울교육

학력을 신장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또

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다문화 시대

다른 한 편에서는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고 특히

의 논의를 시작하여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다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각도로 모색하고 있기에 적절한 해결책이 조만

형성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문화

간 찾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가정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학력신장이 아니

여기에서는 다문화 시대와 초등학교 교육과
정의 유형과 그 변화 과정을 논의하였다. 그런

라 그들의 정체성과 자아개념을 제대로 기르는
일일 경우가 더 많다.

데 이 논의의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 문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우리와 함께 살아 갈

는 특정 유형의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그 유형에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초등학교 교실에서부터

맞추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면 해결할

함께 어울리고 같이 학습하는 학습을 하는 편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문화 교육과

더 나을 것이다. 다양한 학생들이 같은 학급에

정은 각 유형마다 기본적인 가정과 철학을 가지

서 함께 살며 다문화 시대의 문제를 각자 실감

고 있으며 제각기 장점과 문제점을 지니며, 그

하고, 다같이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

리고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달리 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시대의 학생과 우리

그래서 각 지역이나 학교 또는 학급에 따라 각

모두는 새로운 삶을 구성하며 살아가야 한다.

기 다른 다문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문화 교

조금 더 나아가, 다문화 사회의 출현이 우리

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의 정도

나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

나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다문화 교

라는 점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의

육과정 유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문제를 지구촌으로 옮겨 놓으면 다문화 사회는

전개할 수도 있다.

개인적 또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다문화

이처럼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할 경우, 다양

사회를 지구촌 문제로 승화시키면 그 문제는 상

성이라는 명목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

대적 가치체제보다는 보편적 가치나 이념체제로

하여 각기 다른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모던적 상대적 가

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신

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구촌의 보편

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결

적 이념을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상 중대한 결단

핍된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고 손상된 정체감

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그 결단은 단일민족국가

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에서 다문화 사회를 넘어 지구촌 시대를 열고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른다. 교육이

글로벌 문화의 초석을 놓는 결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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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4th ed.). NY: Lo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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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of Multicultrual Curriculum for the Elementary School

Lee, Won Hee (Professor,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paper traces four historical types of

adoption of a specific curriculum would depend

multicultural curriculum from assimilation model

upon the particulars of a given school. It may

t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multiculturalism,

not be, however, too much to say that a

and globalism. Each curriculum differs from

multicultural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s

each other in terms of socio-historical background,

may have to be based upon the global mind

basic assumptions/philosophy, and strengths and

the planet earth is direly in need of these

shortcomings. A unitary curriculum could thus

days.

not be forced upon all the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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