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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다문화와 

련된 내용을 반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학교 장에서 실행되는 다문화교육에 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다

문화교육의 실행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원인을 악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학교 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교과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등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는지 총체 인 이해를 

얻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

육 내용을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비 으로 고찰하 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수립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은 어떠한가?

  셋째, 등학교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 내재된 한계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는 다문화 인식, 다문

화 련 쟁 , 다문화에 한 태도 등의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각의 역에는 그에 해당하는 몇 개의 하  내용이 존재했다. 다문화 인식의 

역에는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의 비교’의 하  내용이 포함되

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에 한 인식과 련한 내용은 주로 국가 간 문화

의 다양성에 을 두었으며, 다문화의 역으로 언 되는 것은 의식주, 종교, 

운동, 술 등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련 쟁 의 역에는 ‘사회  소수자’와 

‘문화  편견과 차별’의 하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과서에서 문화  편견과 차

별의 상이 되고 사회  소수자로서 언 되는 이들에 해서는 교과별로 차이

가 있었으며,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쟁 을 해결하기 한 안으로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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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해와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다문화에 한 태도의 역에는 ‘다양한 문화에 한 존 과 

용’, ‘인권 존 ’의 하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과서에서는 다문화사회에 필요

한 태도와 련하여 주로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존 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 

  둘째,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의 수 은 다원  수 , 비

 수 , 실천  수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수 에는 그

에 해당하는 몇 개의 하  내용이 존재했다. 우선 다문화교육의 세 가지 수  

 다원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제시하고 여러 문화 

집단들에 한 수용과 용의 태도를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비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에서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발생과 소수 문화 집단의 에서 

본 편견과 차별의 문제에 을 두고 있었다.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

은 다문화와 련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나타나 있었다. 등학교 교과서에서 소수집단의 학생들을 주류문화에 동

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는 보수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다원  수 , 비  수 ,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그 비 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 한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

어서 3, 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에서는 세 가지 수 이 모두 다

루어지지만 5, 6학년 교과서에서는 다원  수 만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몇 가지 한계 을 가진 것으로 

밝 졌다. 우선 다문화교육의 내용에서 다문화, 문화의 다양성이 한정된 범 에

서 다루어짐으로써 다문화 련 논의가 소한 맥락에서 그치고 있었다. 다양한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가 간 문화의 다양성에만 을 두는 것은 국가 내

의 다양한 이질 집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국가를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 국가

를 기 으로 하는 정체된 문화  특성을 다룰 것이 아니라 문화 집단을 구분 짓

는 다양한 기 들에 한 이해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다문화에 한 태도와 련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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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존 을 강조할 뿐 평등과 인권 존 에 한 것

은 다루지 않고 있었다. 평등은 다문화교육이 바탕으로 두어야 하는 교육 원리

로서 문화  소수 집단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려야 할 가치이며, 인권 존

은 다문화라는 변하고 격정 인 상황 속에서 문화  배경에 계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한 노력이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토 로 평등의 실 과 인간에 한 존

이라는 역까지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등학교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 부분이 다원  수 으로 

나타나고 비  수 과 실천  수 의 내용은 미약하게 다루어진다는 에서 

다문화에 한 다차원  근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부분이 다원  수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

리나라에서 실행되는 다문화교육이 소수집단에 한 오개념을 양산할 수 있으며 

재의 다문화 상황에 내재된 여러 갈등과 모순을 가리는 것으로 지 될 수 있

다. 따라서 교과서에 비  수 과 실천  수 의 비 이 확 되고 세 가지 수

의 단계  심화가 진행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를 둘러싼 권력 구조의 형성과 

유지 배경을 악하고, 다문화와 련한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사회  행동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여러 교

과별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등학교에서 다루어

지는 교과 반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에 한 총체 인 이해

를 드러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 연구 방법에 있어 귀납 인 내용 분석 

방식을 취함으로써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있는 그 로 드러내고

자 한 것도 본 연구가 갖는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의한 본 연구의 분석 결

과는 추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함의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본 연구는 모든 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것은 아니며, 학교 장에서 다

문화교육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는지 알아보기 해 주된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를 분석 상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실제 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실행되는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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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장에서의 다문화교육 실행 모습에 한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문화교

육과 련한 좀 더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 하는 바이다. 

* 주 제 어 : 다 문화 교 육 ,  다 문화 교 육  내 용 ,  다 문화 교 육 의  내 용  요 소 ,  다 문화

교 육  내 용 의  수 ,  교 과 서  분 석  

* 학   번: 2 0 13 -2 3 3 5 5



- v -

차   례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목 ·············································································· 1

   2. 연구 문제 ······································································································ 5

Ⅱ.  이 론  배 경 ····································································································· 6

   1.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개 과정 ······························································ 6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의 개념 ······················································· 6

     2) 다문화교육의 개 과정 ······································································· 9

   2.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와 수 ····························································· 11

     1)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 11

     2)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 16

   3.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련 내용 ························· 20

     1) 총론 ·········································································································· 21

     2) 교과별 교육과정 ···················································································· 23

 

Ⅲ.  연 구  방 법 ······································································································· 3 0

   1. 분석 상 ····································································································· 30

   2. 분석 방법 ····································································································· 33

    



- vi -

Ⅳ.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 3 7

   1. 다문화 인식 ································································································· 38

   2. 다문화 련 쟁 ······················································································· 42

   3. 다문화에 한 태도 ··················································································· 45

   4. 내용 요소의 특징 ······················································································· 48

Ⅴ.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 5 2

   1. 다원  수 ································································································· 52

   2. 비  수 ································································································· 57

   3. 실천  수 ································································································· 59

   4. 내용 수 의 특징 ······················································································· 60

Ⅵ.  교 과 서 의  다 문화 교 육  내 용 에  한  논 의 ··············································· 6 3

   1. 다양성 맥락의 소함 ··············································································· 63

   2. 평등과 인권 존 의 내용 결여 ······························································· 65

   3. 다문화에 한 다차원  근의 부족 ··················································· 68

Ⅶ.  요 약   결 론 ································································································· 7 2

   1. 요약 ··············································································································· 72

   2. 결론 ··············································································································· 75

참  고  문 헌 ··········································································································· 7 9

Abstract ················································································································ 8 5



- vii -

표    목    차

<표 Ⅱ-1> 학자별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 14

<표 Ⅱ-2> 다문화교육의 핵심 역과 하  요소 ········································ 15

<표 Ⅱ-3> 다문화교육 내용의 네 가지 수 ················································ 20

<표 Ⅱ-4>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련 내용 ····················· 22

<표 Ⅱ-5> 2009 개정 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 24

<표 Ⅱ-6> 2009 개정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 25

<표 Ⅱ-7> 2009 개정 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 27

<표 Ⅱ-8> 2009 개정 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 28

<표 Ⅲ-1> 분석 교과서 개요 ············································································ 32

<표 Ⅲ-2>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과 교과서에 구 된 단원 ····························· 35

<표 Ⅲ-3>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분석 과정 시 ······················ 36

<표 Ⅳ-1>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련한 교과서 내용 ·················· 39

<표 Ⅳ-2> ‘다양한 문화의 비교’와 련한 교과서 내용 ···························· 41

<표 Ⅳ-3> ‘사회  소수자’와 련한 교과서 내용 ······································ 43

<표 Ⅳ-4> ‘문화  편견과 차별’과 련한 교과서 내용 ···························· 44

<표 Ⅳ-5> ‘다양한 문화에 한 존 과 용’과 련한 교과서 내용 ························ 47

<표 Ⅳ-6> ‘인권 존 ’과 련한 교과서 내용 ·············································· 48

<표 Ⅳ-7>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분석 결과 ······························· 49

<표 Ⅴ-1> 다원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 ·················································· 53

<표 Ⅴ-2> 비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 ·················································· 58

<표 Ⅴ-3>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 ·················································· 60

<표 Ⅴ-4>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분석 결과 ······························· 61





- 1 -

Ⅰ. 서론

1.  연 구 의  필 요 성   목

  오늘날 세계화는 국가와 민족, 지역을 심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  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국가나 민족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다

양한 인종과 물자가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해야 되는 상황에 

놓 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외일 수 없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다양

한 인종 , 민족 , 문화  배경을 지닌 이들이 유입되는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면

서 다양한 역에서 다문화에 한 담론과 실천이 폭발 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 주도에 의한 정책  역은 물론이고 학문 ,  담론의 핵심화두로 

등장하면서 다문화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교육  

노력이 바로 다문화교육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민족국가에서 시작된 다

문화교육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족 간의 차별이나 편견에 한 비 에서 출발

하 으나 최근의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족뿐만 아니라 그동안 편견과 차별의 

상이 되어왔던 보다 범 한 집단 간의 공존과 상호이해, 평등의 확보를 목표

로 하는 교육운동으로서 개되고 있다(박남수, 2008). 즉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

족, 사회  지 ,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

며 다른 문화에 한 편견을 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한 지식, 태도, 

가치를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 , 2012). 

  다문화사회에 한 교육  응으로서 다문화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정책 , 

학문 , 실천  역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교육부는 2006년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책’(교육인 자원부, 2006)을 발표하여 다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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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본격 으로 도입·실천하 고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과 련된 뚜

렷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 민족’ 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표 이 삭제되고 ‘다문화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된 것은 교육

과정에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다문화와 련된 내용을 반 하고자 하는 시도

다(교육인 자원부, 2007). 재 모든 학교 에 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

정과 최근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별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교육과 련한 내용을 극 으로 다루기를 명시하고 있다(교육

부, 2013; 교육부, 2015).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학교 장에서 실행되는 다문화교육에 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민경(2008)은 학교 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

이 주로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에 치우쳐 있다고 지

하며, 실천  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지나치게 소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

다. 박재의와 강 석(2009)은 연구학교의 다문화교육 사례 분석을 통해 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이해교육과의 

계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 다. 마찬가지로, 조 달 외(2010)는 

정책연구학교의 다문화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 학교 장이 다문화교육의 

목표  개념 혼란, 일부 다문화교육 개념의 변형과 왜곡 등과 같은 문제에 직

면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해 황규호와 양 자(2008)는 다문화교육에 포함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성격이나 목  는 그 범  등에 하여 합의된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 하 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논의는 학교 장

에서 다문화교육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와 혼란을 경험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교육의 실행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악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학교 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교과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자료로서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질에 인 향력

을 행사한다(박남수, 2008).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과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서(양정혜 외, 2012), 교과서의 역할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되는 다문화교육과 련한 내용들은 학교 장에서 실행되는 다문화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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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 직 인 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

게 이해되고 실행되는지 악하고, 보다 타당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을 실시

하기 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

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교과서 분석이 여러 차례 이루

어졌다. 조 달 외(2009)는 여러 문헌들을 바탕으로 “다문화  내용 요소 분석

틀”과 “다문화교육  기술 특성 분석틀”을 고안하여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정

체성, 다양성, 사회 정의 등의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들이 얼마만큼 다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 으며, 정선주(2014)는 조 달 외(2009)가 개발한 분석틀을 활용

하여 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를 분석하 다. 이

와 유사하게, 김연권과 박 (2010), 양정혜 외(2012), 김지 (2015) 등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교과서에서 각각의 내용 

요소가 어느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 을 분석하 다. 이 밖에도 설규주

(2012)는 · ·고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련 내용의 기술  근 방식

과 성취 기  구  정도를 분석하 다. 한 박한아(2013)는 Banks가 제시한 다

문화교육의 네 가지 근법을 바탕으로 학교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

육의 내용이 어떤 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 으며, 김혜미(2013) 역시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요소와 그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Banks의 네 

가지 근법을 활용하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

육 내용이 주로 어떤 요소를 다루고 있는지, 어떤 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것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에 집 하 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실시한 다문화교육 련한 교과서 분석은 두 가지 한

계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

용을 연역 으로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 한 반 인 이해

를 여실히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기존의 학자들이 고안한 

분석틀에 비추어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특정 역이나 요소  을 다

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비 이 어떠한지 단하고자 하 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과 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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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있는 그 로 드러낼 수 없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분석의 거로 삼

는 Banks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우리나라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

이 어떠한지를 담아낼 수 있는 틀로서 합한지에 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

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출발과 개는 다문화교육이 오래 부터 논의되어 왔던 

서구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구 사회를 배경으로 한 다

문화교육에 정통한 학자들의 논의가 우리나라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을 그 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타당한 틀인가에 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문화교육 련한 교과서 분석 연구에서 나타나는 한계 들을 극복하기 해

서는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소한 분석틀을 통해 인식하기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과 련한 어떤 내용 요소가 제시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

떤 수 으로 나타나 있는지에 해 총체 이고 귀납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에 의거한 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어

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반 인 황을 드러내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다문화 상황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 되어 나타나는지에 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가능  할 것이다. 한 이에 의한 분석 결과는 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

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는 오해와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

리나라 다문화교육에 내재된 한계가 무엇인지 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와 그것의 수

을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 해 비 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연구 상을 등학교 교과서로 한정하고 등학교의 여러 교과별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의 수 이 어떠한지 

탐색함으로써, 다문화에 한 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학교 단계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총체 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한계는 향후 교육과정

과 교과서 개발에 한 함의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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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문제

  본 연구는 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는지 알아보기 

해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을 비 으

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에 따라 설정한 세 가지의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등학교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구

체 인 요소로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해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유사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것끼리 범주화하여 제시하

다.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를 추출한 결과는 학교 장

에서 다문화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구체 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반

인 이해를 가능  한다. 

  둘 째 ,  등 학 교  교 과 서 에  제 시 된  다 문화 교 육  내 용 의  수 은  어 떠 한 가 ?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어떤 수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해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본문, 학습활동, 화 등을 분석하여 학습내용을 비슷한 수 으로 다루고 

있는 것끼리 정리하고 그것을 범주화하 다.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

교육 내용의 수 에 한 분석을 통해 학교 장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어느 정

도로 심화되어 나타나는지 악할 수 있다. 

  셋 째 ,  등 학 교  교 과 서 의  다 문화 교 육  내 용 에  내 재 된  한 계 는  무 엇 인 가 ?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요소와 수 에 한 분석은 학

교 장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교육 내용에 한 총체 인 이해와 함께 그것의 

한계가 무엇인지 악하도록 해 다.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통

해 드러난 등학교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 해 비 으로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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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다 문화 교 육 의  개 념 과  개  과 정

  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의 개념

  최근 사회에서 여러 문화집단에 한 다양성의 수용과 조화의 실 은 

요한 쟁 이자 과제로 두되고 있다. 물리  시·공간의 벽을 허물은 정보통신

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한 노동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하게 개되면서 

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문화 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고속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구를 하나의 으로 변모시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오늘날의 사회가 단일한 문화 속에서 속되

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사회의 양상이 다문화로 차 옮겨가고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시 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 까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국가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에 들어 외국인 노동

자나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로 인한 낯선 문화의 유입으로 다문화에 한 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서1), 말 그 로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사회에 공존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이정렬, 2010) 

  그러나 사실 다문화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상으로 볼 수는 없다. 인간사

회는 그 다양성의 정도가 달랐을 뿐 언제나 다양화되어 있었다. 민족, 문화, 성, 

계층, 직업 등과 련하여 모든 역에서 다양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양성이란 

곧 삶의 동의어이다(Martiniello, 1997). 조용환(2011)은 다문화가 오래 부터 이

1)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50000075. 네이버 국어사 .  2016년 6월 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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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어왔던 상이라고 하 으며 김선미(2011)는 다문화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어느 사회, 어느 시 나 존재해왔던 것이라고 하 다. 다만, 최근 다문화가 

주목받게 된 것은 우리가 사회를 보는 인식의 틀이 기존에 존재했던 시선과는 

달리 다문화  으로 변화하게 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경구, 

2008; 김선미, 2011). 우리 사회는 비록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지언정 내부에 이

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최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상

호교류가 격히 활발해지면서 다문화에 한 인식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

다. 

  다문화의 확산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 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 단 기 의 정

신세계가 다양하고 상이하기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은순 

외, 2007). 오은순 외(2007)에 따르면, 문화는 사회 으로 공유한 진, 선, 미의 가

치 기 에 의해 공통의 단 규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한 사회의 정신  경향

성이자 모든 행 의 의식을 규정하는 보편  가치 기 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

라서 동일한 행 에 해 가치 단이 다르면 구성원간의 의식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컨  민족, 성, 종교 등에 있어서 지배 인 문화를 구성하는 주

류와 상이한 입장에 있는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  소수자 집단으로 취

되고 사회의 주류로부터 정치 , 사회 , 문화  불평등을 겪을 수 있다. 즉 상

이한 가치 단의 정신세계는 차이로 인한 문화  갈등의 골을 깊게 하여 사회  

계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그들이 사회

통합을 이루기 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모색하기 해 나타난 개념 

의 하나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다. Martiniello(1997)은 다문화주의에 

해 언 하면서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라는 Petit Robert 

사 의 정의를 사용하 고, Kymlicka(2010)는 다문화주의를 소수집단 고유의 정

체성과 행을 유지하고 표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공 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았으며, Vertovec(1996)은 다문화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공존하며 고유의 개별성을 그 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다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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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휘원(2006)은 다

문화주의란 지배 문화의 억압으로 인해 실 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  차이에 

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이 목 을 달성하기 한 일련의 략과 행 라고 정의하 고, 교육인 자원

부(2006)는 ‘민족 심주의의 반  개념으로,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으로 다문화주의를 정의하

다. 즉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성격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실을 있는 그 로 기

술하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다양성이 존 되어야 한다는 표 이기도 하

고, 다양성의 존 에서 있어서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하게 조정하고 화해하며 

공존을 모색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다(김미윤, 2004).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를 심으로 이를 교육  차원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에 해서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규정이 존재

한다. 컨 , Banks(2008)와 Sleeter(1989) 등은 한 국가 내의 다양성을 존 하

고, 인종, 민족, 사회계층, 성별 등 모든 문화집단에 한 이해와 수용을 진함

으로써 각 문화집단에 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문화  선택을 제공하는 교육  근으로 정의한다. Bennett(2007)

는 민주주의  가치 과 신념에 기 하여 문화  다원주의를 기르는 것으로 정

의하며, Nieto(1992)는 모든 차별에 도 하고 사회 정의를 한 민주주의  원칙

을 함양하도록 하는 근본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인

실(2008)은 평등 교육을 추구하는 철학 인 개념으로 교육과정 개 을 통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문화  능력을 획득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실천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조 달(2013)은 다양한 문화  차이를 지닌 학생들이 

평등한 성취 기회를 갖도록 교육의 구조를 바꾸려는 생각과 개 운동  그 과

정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표 은 조 씩 다를지라도 다문화교육에 해 다음과 같은 

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의 범 는 단순히 인종간의 화

합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하 문화, 즉 종교·민

족·인종·성별·사회·계층·이념·직업 등에 따른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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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은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 속한 비주류 학생에 을 두는 교육이 아

닌 비주류·주류 학생들을 모두 교육  상으로 포 하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

교육은 사회  공평과 평등의 발달을 진시키는 사회 정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을 민족이나 인종, 성, 

사회  지  등 모든 문화집단들의 고유한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강

조하고, 소수집단  주류 집단의 학습자를 모두 교육 상으로 포 하며, 사회

문화  차별  편견을 지양하고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나. 다문화교육의 개 과정

  다문화교육은 1960년 에 미국, 국, 캐나다, 호주 등 다민족 국가에서 극

으로 개되어 왔다. 1970년  이후 다문화교육은 세계 으로 확산되었으며, 

각국의 문화  특질에 따라 그 개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인 다문

화사회인 미국의 경우 1960년  아 리카계 미국인들의 시민권 운동에 의해 다

문화교육이 성장하 다. 이들은 공공좌석, 주거, 고용,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철

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 다. 특히 교육과 련하여 자신들의 경험, 역사, 

문화, 을 반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을 개 할 것을 요구하 으며, 

그들의 자녀들이 보다 성공 인 역할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유색인 

교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박철희, 2007).

  한편 비슷한 시기에 고용, 수입, 교육에 있어서 여성에 한 차별을 폐지하기 

한 여성인권운동이 개되었다. 여권운동은 동일 노동에 동일 임 의 지 , 여

성을 차별하는 법의 폐지, 지도자  지 에 더 많은 여성의 고용, 가사와 양육에 

남성 참여의 확  등을 주요 목표로 하 다. 한 여권운동에 나선 이들은 교육

제도와 련해서 유색인종들이 제기한 것들과 유사한 문제들을 제기하 다(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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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07).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남성 심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여성과 련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와 세계의 발 에서 여성의 

요한 역할에 하여 좀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교과서의 개정에 압력을 

가하 다. 이러한 인권운동에 고무된 장애인, 노인, 동성애자 인권 옹호자들도 

자신의 인권을 한 운동을 개하 으며, 여기에는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차별을 폐지하기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등장은 아 리카계 집단의 교육  요구에 한 응답

에서 비롯하 다. 그러나 유색인종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노인, 동성애자 등

과 같은 다양한 소수집단이 이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의 범 가 넓어지고, 교육과

정 개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차별을 폐지하고 교육  평등을 지향하는 운동

으로 진행되었다(박철희, 2007).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의미는 사회  소수자 

집단 는 소외집단의 교육  평등을 증진시키기 해 설계된 모든 학교 개 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다문화교육의 요성이 속하게 부각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오랫동안 단일민족 사회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인종  다문화에 

한 역사  경험이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의 부각은 1990년  

후로 외국인의 유입이 속하게 개되며 시작하 다(오은순 외, 2007). 그 이

유는 정보통신의 속한 발달로 인한 단일 지구  형성, 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부족,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로 인한 3D 직종 기피, 농어  총각의 

국제결혼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 다. 이주민들  부분은 노동과 결혼을 목

으로 유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이들 다문화가정 학생2)을 

한 지원 방안과 련되어 논의되어 왔다(류방란 외, 2012). 교육부에서 2006년부

터 발표한 통계 자료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 ·고등학교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은 꾸 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숫자는 2010년에 3만 명을 

넘었으며 2014년에는 6만 명을 훌쩍 넘었다(교육부, 2014).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소외를 방지하고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

2)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내출생  도입국한 국제결혼가정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을 의미

한다(교육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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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목 으로 2006년 교육인 자원부는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

원 책’을 발표하여 다문화교육을 본격 으로 도입·실천하 다(교육인 자원부, 

2006). 이후 매 해 발표된 다문화교육 련 정책  방안은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지원, 교사 교육  연수 등 학교 교육 반에 걸쳐 다양

하게 실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다문화교육과 련된 

변화를 뚜렷이 가져왔다. 교육부는 ‘한 민족’ 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표 을 

삭제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다문화와 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 하도

록 했다. 이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

로 선정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극 으

로 개별 교과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비  있게 반 하고 있다. 

2 .  다 문화 교 육 의  내 용  요 소 와  수

  가.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교육 내용’이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라는 교육과정의 기본 질문이면

서 동시에 일정한 교육 목표와 기 에 따르는 타당성을 지녀야 하는 부분이다. 

다문화교육을 실 하기 해서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조직·선정되

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학자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조 씩 다르다.

  Bennett(2007)은 다문화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네 가지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

다. 첫째, 문화  다양성에 한 수용과 인정으로 이것은 나 는 내가 속한 

집단과 타자 는 타자 집단의 공통 과 차이 을 인식하고 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  인권에 한 존 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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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존 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공동체에 한 책임감

이다. 이것은 세계를 하나의 장으로 인식하여 서로 향을 주고받는 공간임을 

제로 하여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

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한 존

이다. 이것은 환경을 심으로 하는 여러 문제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

든 노력을 포함한다. Bennett(2007)은 이상의 네 가지가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있

어서 가장 기 가 되는 핵심 가치라고 하 다.

  조 달 외(2009)는 ‘ · 등 교육과정  교과서의 다문화  요소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에서 국내의 다문화교육과 련한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하

고, 다문화교육 목표  내용선정 기 과 련된 미사회과교육 회(NCSS) 가

이드라인, 미다문화 교육 회(NAME)와 Banks의 다문화교육 련 가이드라인, 

다문화교육 을 활용한 도서 선정 기 , 다문화교육  도서 평가 기  등을 

참고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설정했다. 그들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크게 정체성, 문화다양성, 사회 정의의 세 가지 핵심 역을 분류할 수 있고, 각 

역에는 3∼5개의 하  요소  세부 내용이 존재한다. 조 달 외(2009)는 이와 

같은 내용이 교육과정  교과서가 다문화교육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 포함해

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용성과 최화숙(2009)은 설규주(2009)가 제시한 다문화교육 내용과 범주  

하  요소를 재구성하여 제시했다. 민용성과 최화숙(2009)에 따르면, 다문화교육

을 한 학교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 세 가지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다. 지식 측면은 문화 일반 이해, 다양한 문화 상 이해, 한국의 문

화 ·사회  이해 등으로 범주를 나 어 하  요소들을 구성할 수 있다. 한 

기능 측면은 의사소통, 다문화 상 조사  해석, 인  집단 기능으로, 가치·

태도 측면은 정체성 확립  상호 존 , 다름에 한 인정과 존 , 민주  공동

체 지향 등으로 각각 나 어 하  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

  백옥련과 최충옥(2012)은 다문화교육 내용으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을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문화창조성으로 구분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한 인식도 설문을 실시하 다. 그들에 따르면 정체성,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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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정의, 시민성, 문화창조성 등 각 항목에는 지식, 기능, 태도에 해당하는 구

체 인 내용이 존재한다. 정체성은 문화  존재로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

과 련되며 다양성은 타문화와 다문화사회에 한 이해에 한 것이다. 그리고 

평등/정의는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정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시민성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창조성은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 할 수 있는 창의력과 련된다. 

  주재홍과 김 천(2014)은 효과 인 다문화교육의 실천을 한 학교 다문화교

육과정 개발 모형을 탐구한 연구를 통해,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규명하 다. 그들은 학교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정체성, 문화다양성, 차별과 편견 감소, 인권  평등, 공존으로 제시하

다. 정체성 역은 자신과 타인의 문화  정체성을 정하고 존 하는 것과 

련되며, 문화다양성 역은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 하는 것과 련된다. 

차별과 편견 감소 역은 차별과 편견의 의미와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응하고

자 하는 것이며, 인권  평등 역은 보편  인권과 평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의 평등과 정의 실 을 해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공존 

역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상호 공존하기 해 노력하는 것과 련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학자별로 나타내면 <표 Ⅱ-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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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학자별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학자들에 의해 공통 으로 언 된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그 외에 연구자의 

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교육의 핵심 역과 각각에 포함될 수 있는 하 요소를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학자(연도) 다문화교육의 내용

Bennett(2007)

 문화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  인권에 한 존

 세계공동체에 한 책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한 존

조 달 외(2009)

 정체성

 다양성

 사회 정의

민용성, 최화숙(2009)

 문화 다양성

 다문화 상황 인식

 상호 존

 타문화에 한 인정  용

 정체성 형성

 민주  공동체 지향

 의사소통

 공동체 의식

백옥련, 최충옥(2012)

 정체성

 다양성

 평등/정의

 시민성

 문화창조성

주재홍, 김 천(2014)

 정체성

 문화다양성

 차별과 편견 감소

 인권  평등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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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다문화교육의 핵심 역과 하  요소

다문화교육 핵심 역은 문화 다양성, 차별과 편견, 타문화에 한 이해, 인권 

존   평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화 다양성은 다문화사회가 등장하게 된 여

러 배경을 이해하며 어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그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악

하는 것과 련된다. 차별과 편견은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의 상이함으로 인해 어

려움을 겪는 소수자들에 해 알아보고 그들을 둘러싼 오해와 그릇된 시선이 무

엇인지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타문화에 한 이해는 자신과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의 특성을 존 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가치에 한 용 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인권 존   평등은 문화의 구분 없이 모든 이들의 보편  인권을 보

장함으로써 평등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핵심 역 하  요소

문화 다양성
 다문화의 상황

 다양한 문화

차별과 편견

 사회  소수자

 문화  차별과 편견

 차별과 편견의 해소

타문화에 한 이해
 상호 존

 다른 문화에 한 수용과 용

인권 존   평등
 모든 사람들을 한 보편  인권

 평등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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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학교 장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교육이 실행될 때 그 수 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이 교육과정에 통합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과 그 특징에 해 논의했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논의는 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실행될 때 그것의 내용이 어떤 수 으로 다루어질 수 있

는지에 한 함의를 다,

  표 인 다문화교육 학자인 Banks(2008)는 교육과정에 다문화와 련한 내용

을 통합시킬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 수 으로 제시하 다. Banks가 

제시한 네 가지 수 은 제 1수  기여  근(the contributions approach), 제 2

수  부가  근(the additive approach), 제 3수  변  근(the 

transformation approach), 제 4수  사회  행동 근(the social action 

approach)이다. 각 수 에 해당하는 근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제 1수  기여  근은 주류 교육과정의 구조, 목 , 두드러진 특성 등

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소수집단의 문화가 주류 교육과정에 삽입되는 형

태로 나타난다. 이 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집단의 다양성에 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일부 포함함으로써 사회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고 수업을 보다 재미

있게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나장함, 2010). 이 근에 기반을 두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은 소수종족 집단과 련된 웅, 문화  요소, 휴일, 여타 구체  

요소들을 다루게 된다. 

  제 2수  부가  근은 주류집단 심으로 설정된 체 인 교육과정 기본 

틀을 변형하지 않고 다문화와 련한 내용을 다루는 방법이다. 이 근은 기여

 근과 같이 주류 사회의 에서 다문화  교육내용, 개념, 주제,  등

을 교과서에서 다루게 된다. 그러나 다문화와 련된 내용이 특정 일 는 특정 

주에만 다루어지는 기여  근에 비해, 부가  근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 시간과 양이 다소 증가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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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 3수  변  근은 교육과정의 기본 목표, 구조, 본질을 변화시켜서 학생

들이 개념, 이슈, 주제, 문제들을 몇몇 소수집단의 과 가치 에서 볼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변  근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한 장황한 리스트를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사회와 문화 형성에 참여한 

복합 인 방식들을 이해하는 을 심어주고자 한다. 따라서 변  근에 따

른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이 소수집단의 문화와 이 반 된 교육 내용

을 학습하도록 하며 사회와 문화의 발 과 본질에 한 균형 인 을 형성하

도록 돕는다. 

  제 4수  사회  행동 근은 학생들이 다문화와 련한 요한 사회문제와 

쟁 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쟁 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성찰  행동

을 수행하는 근이다. 이 근은 학생들이 사회  문제, 개념, 이슈 등의 해결

과 연 된 의사결정과 실천 방안에 보다 극 ·체계 으로 탐색하도록 지원한

다. 따라서 사회  행동 근이 반 된 다문화교육 내용은 사회  불평등과 차

별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가에 한 실천방안에 을 둔다. 

  제 1수  기여  근에서 제 4수  사회  행동 근으로 갈수록 내용이 더

욱 심층 이고 깊이가 있는 것을 다루게 된다. 변  근과 사회  행동 근

과 같은 높은 수 의 근은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서 올바른 정체성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 다. 그러나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네 가지 수 이 혼

합된 방식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Banks, 2005). 컨 , 기여  근은 변  

근, 사회  행동 근과 같이 좀 더 높은 수 에 도달하기 한 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이와 같은 수 의 이동은 진 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각각

의 수 은 차 이거나 계 인 계가 아니며 상호작용하는 계로 보아야 

한다(박한아, 2013). 

Sleeter와 Grant(2008)는 다문화교육의 유형으로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비평했

다. 이들이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유형은 그 심화 수 이 각기 다르며,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시사한다. 첫째, ‘ 외 ·문화 으로 다른 학생 가르치기(teach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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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al and the culturally different)’에서는 소수집단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

취는 문화  결핍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다문화교육 내용으로 주류사회의 지

식, 가치, 기술, 언어를 다룸으로써 소수집단 학생들이 기존 사회에 빨리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을 둔다. 둘째, ‘인간 계(human relations)’에서는 다문

화교육의 내용으로 다양한 문화의 여러 특징과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내 

다양한 학생들 간의 친교, 상호존 , 수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

(multicultural education)’에서는 평등과 다원성을 증진하기 하여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주류사회 내 다양한 소수집단의 과 지식을 반 하고자 한다. 넷째, 

‘단일집단 연구(single-group studies)’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특정 집단에 

한 학습을 다룸으로써 이들이 처한 사회  불평등을 인식하고, 궁극 으로 소수

집단의 사회  지 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다섯째, ‘다문화  사회 

정의 교육(multicultural social justice education)’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통

해 정치 ·경제  억압과 차별, 불평등의 원인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개선책 마련에 필요한 지식과 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Sleeter와 Grant(2008)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유형은 ‘단일집단 연구’를 제외하고, ‘ 외 ·문화 으로 다

른 학생 가르치기’에서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으로 갈수록 다루어지는 다문화

교육 내용의 수 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나장함, 2010).

  Jenks와 Lee와 Kanpol(2001)은 다문화교육을 보수 (conservative), 자유주의

(liberal), 비 (critical) 다문화교육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설명하기 

해 Sleeter와 Grant(2008)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유형을 인용하 다. 

그들은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세 가지 구분이 Banks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네 

가지 수 과도 연 된다고 하 다. 첫째, 보수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족 등 다

양한 소수집단의 문화가 주류문화의 형성에 “기여”(Banks, 2008)한 측면이 있지

만, 평등한 사회구조를 마련하기 해서는 학교에서 주류문화를 교육해야 한다

고 본다. 보수  다문화교육의 에서 교육과정은 문화  동질성에 기반을 두

어야 하며, 소수집단의 특정한 문화는 교육  고려 상이 아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소수집단 학생들을 주류문화와 그에 해당하는 가치, 습, 규 에 동화시

키는 것이며 교육 내용 역시 주류집단의 여러 가지 문화가 주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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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유주의  다문화교육에서는 다양성의 가치를 시하고 문화의 다양성에

서 발생하는 차이에 한 수용과 존 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다문화교육은 

Sleeter와 Grant(2008)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유형인 ‘인간 계(human 

relations)’와 유사하게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다양한 집단이 갖는 여러 문화  

특징과 요소들을 다루게 된다. 셋째, 비  다문화교육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이 권력 밖에 존재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무시하고 주류문화의 가치에 헌

신함으로써 사회의 권력 계, 계층 구조를 강화시켜 온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기존 교육에 한 비  반성을 통해 변 인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

며, 소수집단의 역사와 내러티 가 교육 내용의 일부로 포함됨으로써 학교 교육

이 좀 더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Jenks와 Lee

와 Kanpol(2001)이 제시한 세 가지의 다문화교육  비  다문화교육에서 다

루어지는 내용의 수 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문화교육의 여러 유형, 근에 따라 학

교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수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수  수 으로서 주류문화가 소수집단에게 

학습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주류집단의 가치, 규  등을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삽입하게 된다. 두 번째는 다원  수 으로서 다문화교육 내용에서 소수집단과 

련된 웅, 공휴일, 음악, 문화유산 등의 개별  문화  요소들을 제시하고 다

른 문화에 한 수용과 용을 강조하게 된다. 세 번째는 비  수 으로서 다

양한 문화집단의   가치 에서 다문화와 련한 개념, 이슈, 주제, 문제들

을 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실천  수 으

로서 학생들이 학습한 개념, 문제, 주제들과 련한 개인 , 사회 , 시민  행동

을 할 수 있는 로젝트와 활동이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된다. 네 가지 수

  보수  수 에서 실천  수 으로 갈수록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심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 수 에서 다루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3>과 같다.



- 20 -

<표 Ⅱ-3> 다문화교육 내용의 네 가지 수

 

3 .  우 리 나 라  교 육 과 정 에  나 타 난  다 문화 교 육  련  내 용

  다문화교육의 표 인 학자인 Banks(2008)는 다문화교육이 일종의 교육철학

이며 교육개  운동이라고 주장하 으며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교육기 의 구조

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 다. Banks가 언 한 교육기 의 구조 변화는 교육

과 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식, 기존의 제도 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

은 교육과정의 개 을 통해 수반될 수 있다. Nieto(1992)와 Grant(1993) 역시 다

문화교육을 종합 인 학교 개  과정으로 정의하며, 다문화교육에 있어 교육과

정의 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논의는 다문화교육이 모든 학생을 

상으로 행해져야 하며, 교육과정 개 을 통한 학교 개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한 고

민이 필요하다.  

  다문화에 히 응할만한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큰 맥락에서 볼 때, 

학교교육의 반 인 설계도로서 갖는 교육과정의 기능을 구 하기 해서는 다

수 다문화교육 내용

보수  수  주류 사회의 지식, 가치, 언어 등을 포함하는 주류 문화

다원  수
소수집단과 련된 웅, 공휴일, 음악, 문화유산 등의 개별  

문화  요소. 다른 문화에 한 수용과 용

비  수
다양한 문화 집단의   가치 에서 악된 다문화와 

련한 개념, 이슈, 주제, 문제

실천  수
학습한 개념, 문제, 주제들과 련하여 개인 , 사회 , 시민  

행동을 할 수 있는 로젝트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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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회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이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반 해야 한다는 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단일민족의 가치를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화, 다문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한 여러 가지 교육  시

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So et al, 2014). 

  이에 본 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다문화교육과 련한 내용이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별 교육과정이 고시된 상태이지만, 본 연구의 

분석 상인 등학교 교과서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용되고 있으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별 교육과정에 해 논의할 것이다.

가. 총론

  사회가 다문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국가수 의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의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

정(교육부 고시 제2013-7호)3)에서는 비교  폭넓게 구체 으로 다문화교육에 

해 명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자

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3). 이 에서 다문화

교육과 련 있는 인간상은 문화인이다. 문화인은 문화  소양과 다원  가치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교육은 이 

에서 다원  가치에 을 둔다. 재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

는 것을 고려하 을 때 다양한 문화의 세계를 경험하며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문화

3)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논

의할 국가수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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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용 인 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타문화에 한 열린 자세와 편견의 

극복을 요구한다(교육부, 2014). 

  학교 별 공통 사항에는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가

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

을 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토 로 단  학교에서는 수 별 수업의 특별 보

충 수업을 운 할 수 있으며 만약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을 한 특수한 과정

을 설치, 운 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를 지구별 단 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문화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하여 다문화가 교과와 창의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반에 걸쳐 통합 으로 다루어지도록 기 되고 있다. 이

와 같이 교육과정 총론에 다문화교육과 련한 내용을 명시한 것은 다문화의 상

황에 한 우리 사회의 교육  요구를 반 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에 한 내용

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Ⅱ-4>과 같다.

<표 Ⅱ-4>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련 내용

추구하는 

인간상

가. 인  성장의 기반 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  능력의 바탕 에 새로운 발상과 도 으로 창의성을 발휘

하는 사람

다. 문화  소양과 다원  가치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

에 참여하는 사람

학교 별 

공통사항

(20) 다문화 학생을 한 특별 학 을 설치‧운 하는 경우 다문화 학

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 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필요에 따

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 할 수 있다. 

(21)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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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별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다

양한 교과에서 범 하게 다문화교육을 다루는 것을 시도하 다. 그러나 다문

화에 해 부각하고 있는 몇 개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다루

고 있는 것이 실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등학교 교과별 교육과정(교육

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4)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교육 내용이 교과 교육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기 에서 직 으로 언 된 교과는 도덕, 사회, 

음악, 미술 교과에 해당하 다.

  우선 도덕과 교육과정은 3-4학년군 성취기 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제시하

고 있다. ‘친구 간의 우정과 ’에 한 성취기 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입양

아, 북한이탈 친구 등과 같은 다문화친구에 한 편견 극복과 존 의 태도를 기

르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삶’ 성취기 은 다문화사회에서 

4) 본 연구에서 논의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등학교 교과별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 지 교육, 근

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

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

능 발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 ·

재해 비 교육, 출산·고령 사회 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

보훈 교육, 효도·경로· 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

화 교육, 문화 술 교육, 농업·농  이해 교육, 지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

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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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해 바르게 인식하고 타문화에 한 편견과 차별을 바로 잡아 다문화사

회에 한 행동을 익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Ⅱ-5>와 같다.

<표 Ⅱ-5> 2009 개정 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사회과 교육과정은 3-4학년군과 5-6학년군 성취기  모두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나타난다. 3-4학년군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 성취기 에서는 여러 나라

의 생활 모습을 이해  비교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 하며 차별과 편견의 문제

를 악하고자 한다. 한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성취기 에서는 소수자의 인

권을 존 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화 집단이 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

3-4학년군

㈏ 친구 간의 우정과  

친구 간의 우정과 믿음의 요성을 알고, 친구 간에 서로 믿고 아껴 주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해 다양한 친구와의 계를 

되돌아보고 사이좋게 지내기 해 지켜야 할 일들을 찾아보며 다툼과 갈

등의 방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① 친구 간의 진정한 우정과 지켜야 할 

② 친구 간의 다툼과 갈등에 한 올바른 해결 방법 

③ 다문화 친구에 한 편견 극복과 존 (다문화가정 자녀, 입양아, 북한

이탈 친구 등)  

㈑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삶

문화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

의 인권을 존 하며 용과 배려의 자세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

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로부터 정  

결과를 살펴보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 를 차별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찾아본다.

① 다문화 사회에 한 인식  다른 문화에 한 이해와 존

② 다른 문화에 한 우리의 편견과 차별 극복

③ 다문화 사회에서의 올바른 행동 방식(인권 존 , 용, 배려 등)과 바

람직한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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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5-6학년군의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 ’ 성취기 은 민족의 분단

으로 인한 문제를 알아보고 다문화 사회에 합한 태도를 기르고자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성취기 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

을 이해하고 문화  차이를 존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

취기 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Ⅱ-6>과 같다.

<표 Ⅱ-6> 2009 개정 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3-4학년군

(9) 다양한 삶의 모습들

이 단원은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  특성이 있으며, 우리 문화에 한 정

체성을 갖고 다른 문화에 한 상호 존 의 마음을 갖기 해 설정하

다. 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 모습을 찾고,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악

한다. 문화 형성 배경을 여러 요인과 련지어 설명한다. 옛날과 오늘날의 

의례를 비교하여 변화한 과 변화되지 않은 을 악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문화의 유사 과 차이 을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

다. 문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문제 을 악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지닌다.

㈎ 우리나라 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춤, 노래, 축제 등)을 찾

아보고, 각각의 특징에 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환경  특성과 련하여 문화 형성의 배경을 이해하고, 각기 다른 문

화를 존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도 지속되기도 한다는 것을 사례

를 들어 이해할 수 있다. 

㈑ 문화  차별과 편견이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이것이 가진 문

제 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해결하기 한 실천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1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변화 모습과 그 향을 이해하고, 각 변화에 능

동 으로 응하는 자세를 갖도록 설정하 다.  사회 가족 구성의 특

성과 바람직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한다. 성역할에 한 고정 념을 깨고, 

양성 평등 의식을 제고한다.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 변화가 미

치는 향과 그 해결 방법을 탐구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여 소수자 인권을 존 하는 태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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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할아버지),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로 이어지는 세  간의 가

족 수, 가족 구성 등을 조사해 보고, 옛날과 오늘날의 가족 형태의 차

이에 해 이해할 수 있다. 

㈏ 사례를 들어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양성 평등 사회의 

실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갖는다. 

㈐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와 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상을 찾아

보고, 그것의 문제 에 해 이해한다. 

㈑ 사회  소수자에 한 편견  차별 사례를 찾아보고, 그 원인을 조사

하여 소수자 인권 보호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5-6학년군

(6)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

이 단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합리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

르고, 우리의 통문화와  문화의 조화를 통해 창조 인 문화 발 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기르기 해 설정하 다. 경제 성장에

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분단 

국가로서 통일을 비하는 자세와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

를 갖는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비

 사고를 갖는다.

㈎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자

원 고갈 등)를 확인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참여와 민

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 용, 화, 타 , 차 수 등)를 갖는다. 

㈐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 , 문화 이질화, 새터민 문제 

등)들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다.

㈑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활용과 통문화

를 계승하고 창조 인 문화 발 을 통해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태도를 

갖는다.

(7)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이 단원은 우리나라와의 계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을 이해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해 설

정하 다. 이를 해 세계 여러 나라의 치와 역을 지도나 인터넷,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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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3-4학년군과 5-6학년군 성취기  모두에서 다문화교

육의 내용이 나타난다.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동요나 민요 부르기와 련한 

성취기 에서는 여러 나라의 동요나 민요를 부르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으

며, 5-6학년군의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과 련한 성취기 에서는 경극, 가부키,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그 특징을 살피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Ⅱ-7>와 같다.

<표 Ⅱ-7> 2009 개정 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구본 등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갖고 있는 자연 · 인문

 특성과 생활 모습의 차이와의 련성에 해 이해한다. 한 세계 여

러 나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계 맺고 있는 이유를 악하고, 우리나라

와 여러 나라와의 다양한 계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지도  지구본을 활용하여 세계 각 나라의 치와 역에 해 말할 

수 있다.  

㈏ 세계 각 국가의 크기와 토 모양을 찾아보고, 각 나라의 특징에 해 

말할 수 있다.  

㈐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지리  에서 이해하고, 문화  

차이를 존 하는 자세를 가진다.

㈑ 사례를 통해 다양한 지리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을 악하

고, 우리나라와 어떤 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역 내용체계 성취기

3-4학년군 표

1-2. 악곡의 특

징을 살려 표

하기

(4) 동요나 민요를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학습활동의 >

- 여러 나라의 동요나 민요를 듣고 따라 부

른다.

- 여러 나라의 동요나 민요의 악보를 보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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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과 교육과정 역시 3-4학년군과 5-6학년군 성취기  모두에서 다문화교육

의 내용이 나타난다. 감상 역  미술의 시 , 지역  배경과 특징과 련한 

성취기 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미술 작품을 통해 그 작품을 둘러싼 문화에 

해 알아보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미술과 교

육과정의 성취기 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Ⅱ-8>와 같

다.

<표 Ⅱ-8> 2009 개정 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5-6학년군

표

1-2. 악곡의 특

징을 살려 표

하기

(4) 동요나 민요, 시조의 장을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학습활동의 >

- 여러 나라의 동요나 민요를 듣고 따라 부

른다.

- 여러 나라의 동요나 민요의 악보를 보고 

부른다.

감상

2-2. 악곡의 특

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1)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

에 해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활동의 >

- 경극, 가부키,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해 이야기한다.

역 성취기

3-4학년군 감상

① 미술사

미술의 시 , 지역  배경에 흥미와 심을 가진다. 

㉮ 미술 작품의 배경에 하여 알아보기

∙ 미술 작품과 미술가에 한 구체 인 사례를 통해서 미술 작

품의 시 , 지역  배경에 심을 가진다.

<활동의 >

- 심 있는 미술 작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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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작품의 작가, 시 , 지역, 제작 목  등 작품의 배경을 

알아본다.

5-6학년군 감상

① 미술사

미술의 시 , 지역  특징을 알아보고 문화  통을 이해한다.

㉮ 다양한 시 와 지역의 미술이 지닌 특징을 알아보기

∙ 다양한 시 와 지역의 미술 작품을 비교하여 특징을 이해한다.

<활동의 >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 작품을 찾아서 특징을 비교해 

본다.

- 미술 작품의 시 , 지역  배경을 조사하고 미술 작품의 

주제와 형식에서 이러한 환경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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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히 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

록 학교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한다. 교육과정이 

몇 차례 개정되며 ‘다문화’라는 용어가 국가수 의 교육과정에 본격 으로 등장

하게 되었지만, 다수의 연구들은 학교 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 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학교 장에서 표

으로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인 교과서에 한 분석을 통해 행 교과서에서 다

문화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한 총체 인 이해를 얻고자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교과들의 교과서 내용을 체계 으로 분석하기 한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구체 인 분석 상  분석 방법을 정리한 바

는 아래와 같다.

1.  분 석  상

  본 연구는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해되고 용되는지 악하는 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며 활용하는 

교육 자료로서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질에 인 향력을 행사한다. 그 기 

때문에 교과서는 교육활동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에 한 각 

교과서에서의 표 은 교육에 미치는 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김연권과 박

(2010)은 교육과정에 다문화 인 내용과 기술이 자연스럽게 반 되어야 하

며 이를 해서는 학생  교사에게 근성이 가장 뛰어난 교과서 속에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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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는 2007년 이후 다문화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운 에 반 되도록 범

교과 학습주제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침은 교과서 개발이나 검정기

으로 포함되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기 해 우

선 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 다. 우리나라의 국가수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서는 이

를 바탕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별 교육과정의 성취기 은 각 교과목

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

한 것으로(박순경 외, 2013), 교과서의 개발은 성취기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즉 재 각 학교 에서 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

으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성취기 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다문

화교육과 련한 키워드를 심으로 교과별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교과

서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들이 다루어지는지 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자는 교과별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서 다문화교육 내용으로 해당되는 

것을 분류하기 해 다문화교육과 련한 키워드를 활용하 다. 키워드는 여러 

학자들이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해 논의한 것 에서 자주 언 되는 것으로 도

출하 는데, ‘다문화’, ‘다양한 문화’, ‘다문화사회’, ‘여러 나라의 문화’ 등이 그것

이다(Banks, 2008; Bennett, 2007; 장인실, 2008; 조 달, 2013). 교과별 교육과정

의 성취기 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키워드가 언 된 교과는 도덕, 사회, 음

악, 미술 교과에 해당하 다. 도덕, 사회, 음악, 미술 교과 에서 다문화교육과 

련한 성취기 이 학습내용으로 반 된 학년  학기의 교과서를 분류해내기 

해 각각의 교과서와 지도서를 살펴보았다. 이  도덕과 사회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에 해당하고 음악과 미술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에 해당하는데, 검정교과

서의 경우 모든 출 사의 교과서를 다 살펴보는 것이 실 으로 어렵기 때문에 

등학교 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출 사의 교과서를 한 권씩 선정하 다. 음악 

교과의 경우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 발행된 6종 교과서 에서 미래엔 출

사의 교과서를, 그리고 미술 교과의 경우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 발행된 3종 

교과서 에서 성출 사의 교과서를 선정하 다. 선정된 교과와 출 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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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교과서  지도서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단

되어 분석 상으로 선정된 것은 도덕 교과서 2권, 사회 교과서 4권, 음악 교과

서 2권, 미술 교과서 2권이다. 분석 상으로 선정된 교과서의 개요를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교과서 분석은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의 목

표  학습 내용, 제재  주요 학습활동, 사진, 화, 삽화, 악곡 등을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로 활용하 다.  

<표 Ⅲ-1> 분석 교과서 개요

5) 도덕 교과서는 학년별로 한 권의 교과서가 존재한다. ‘3-4학년군 도덕① 도덕3’는 도덕 3

학년 교과서를, ‘3-4학년군 도덕② 도덕4’는 도덕 4학년 교과서를 가리킨다. 사회 교과서는 

학년별로 1학기, 2학기의 두 권의 교과서가 존재한다. 컨  ‘3-4학년군 사회② 3-2’는 사

회 3학년 2학기 교과서를 가리킨다. 음악과 미술 교과서는 학년군마다 한 권의 교과서가 

존재한다. 컨  ‘음악 3-4’는 음악 3-4학년군 교과서를 가리킨다. 

교과 도서명5) 권수 출 연도 발행처

도덕

3-4학년군 도덕① 도덕3 1

2015
교육부

-국정교과서3-4학년군 도덕② 도덕4 1

사회

3-4학년군 사회② 3-2 1

2015
교육부

-국정교과서

3-4학년군 사회④ 4-2 1

5-6학년군 사회① 5-1 1

5-6학년군 사회④ 6-2 1

음악

음악 3-4 1

2015
㈜미래엔

-검정교과서음악 5-6 1

미술

미술 3-4 1
2015 ㈜ 성

-검정교과서미술 5-6 1

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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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분 석  방 법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하기 해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활용하 다. 내용분석은 자료에 한 반복가능하고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한 연구 방법으로서(Krippendorff, 2004), 모든 종류의 문서

들에 한 분석이 가능하며 텍스트의 내용  는 맥락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 

을 둔다(Hsieh and Shannon, 2005). 내용분석의 목 은 상에 한 압축

이고 범 한 이해를 얻기 함이고, 분석의 결과는 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나 

범주로서 나타난다(Elo and Kyngäs,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은 교

과서로부터 다문화교육과 련한 의미 있는 추론을 이끌어내는 데 한 방법

론이 될 것으로 단되었다. 

  문서화된 자료들 속에서 연구자가 심 있는 것들을 유추해내는 과정은 양  

방법과 질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인 내용분석을 활용하는 학

자들의 이다. 양  내용분석은 연구 에 선정된 범주 는 가치들의 빈도

를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며, 질  내용분석은 원자료들을 연구자

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축소하면서 이치에 맞도록 구조화하는 방법으로서 자료

에 있는 덜 명료하거나 숨겨진 내용들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교과서 내에서 사용된 특정 단어들의 빈도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

과서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련하여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  문장들

을 찾아내어 범주화하고 교과서 내의 의미체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

문에 질  내용분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lo and Kyngäs(2008)에 의하면 질  내용분석은 귀납  방식과 연역  방식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귀납  방식은 구체 인 것에서 일반 인 것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자료에서 찰되는 구체 인 시들이 좀 더 포 이거나 일반

인 형태로 통합된다. 연역  방식은 선행 이론이나 모델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일반 인 것에서 구체 인 것으로 옮겨간다. 본 연구에서는 귀납  방식의 내용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구체  사례들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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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다문화교육 내용의 요소와 그것이 다루어지는 수 을 몇 가지 범주로 발

견해내고자 하 다. 

  귀납  방식의 내용분석은 개방코딩, 범주 생성, 추상화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

다(Elo and Kyngäs, 2008). 개방코딩은 질  자료에서 요한 개념을 확인하고 

그러한 개념들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하기 하여 실행하는 코딩단계로서, 커다

란 덩어리로 수집된 자료를 작은 의미의 단 로 분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안찬

우, 김재운, 2015). 개방코딩 단계에서 연구자는 텍스트를 읽으며 그와 련한 핵

심 단어와 주제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복 으로 검토한 뒤 범주를 자유롭게 

형성한다. 범주 생성 단계에서는 개방코딩에서 형성된 범주들의 목록을 상  수

의 주제로 묶는다. 이 단계에서는 유사한 범주들을 상  수 의 범주로 묶음

으로써 범주의 수를 여나가고자 한다(Burnard, 1991). 마지막으로 추상화 단계

에서는 범주 형성을 통해 연구 주제에 한 일반  기술을 생성하는 것으로, 각 

범주는 해당 내용의 성격을 드러내는 단어들로 명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질  내용분석을 연구의 출발 으로 하여 자료의 분석을 귀납

인 방식으로 진행하 다. 구체 인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앞에서 분

석 상과 련하여 언 했듯이, 연구목 에 비추어 필요한 내용과 불필요한 내

용을 구분하는 분류 작업을 진행하기 해 교과별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서 다

문화교육과 련한 키워드가 나타나있는 항목을 선별했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

서를 참고로 하여 다문화교육과 련한 성취기 이 교과서에 구 된 차시나 제

재 는 소단원을 도출하 다. 컨 , <표 Ⅲ-2>에서와 같이 도덕과 교육과정

의 3-4학년군 성취기 에 다문화교육과 련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4학년 도덕 교과서의 ‘다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이라는 단원에서 4차시의 내

용으로 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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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과 교과서에 구 된 단원

다음으로,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서 반복 으로 등장하는 단어 는 문장

을 정리하는 개방코딩을 진행하 고, 개방코딩 결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문장을 분류하여 하  범주를 생성하 다. 그리고 하  범주들  유사한 맥락

을 가진 것끼리 묶어 주 범주를 형성하 고, 형성된 주 범주를 심으로 연구 

결과를 기술하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때 지도교수와 교육과정 공생들

과 함께 범주화 결과를 검토하고 연구자가 이를 반복 으로 샘  자료에 용해

으로써 각 범주의 명료성을 높이고자 하 다. <표 Ⅲ-3>은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을 시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교과서

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와 련한 주제를 자유롭게 메모하는 

개방코딩을 실시하 고, 개방코딩의 결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묶어 

하  범주를 구성하 다. 그리고 하  범주 에서도 유사한 것들을 묶고 그것

들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명명하는 추상화 과정을 진행하 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3-4학년군 성취기 도덕 교과서에 구 된 단원  차시

㈑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삶

문화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을 존 하며 

용과 배려의 자세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해 다양한 문

화가 공존하는 사례로부터 정  결과를 살펴

보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 를 차별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찾아본다.

① 다문화 사회에 한 인식  다른 문화에 

한 이해와 존

② 다른 문화에 한 우리의 편견과 차별 극복

③ 다문화 사회에서의 올바른 행동 방식(인권 

존 , 용, 배려 등)과 바람직한 정체성 

3-4학년군 도덕② 도덕 4  

8단원 ‘다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

 1차시: 다양한 문화를 존 해요

 2차시: 편견과 차별은 안 돼요

 3차시: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키워요

 4차시: 함께해서 아름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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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분석 과정 시

개방코딩(주제) 범주 형성(하  범주) 추상화(주 범주)

 다문화사회에 한 인식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

다문화 인식

다양한 문화 이해  교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

다원  가치에 한 이해

비슷한 문화, 다른 문화

다양한 문화의 비교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문화의 유사 ·차이

생활 모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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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등학교 교과서에 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는 다문화 인식, 다문화 련 쟁 , 다문화에 한 태도 등의 세 가지 역

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역은 몇 개의 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

다. 본 장에서는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가 

무엇인지 역별로 살펴본다.  

1.  다 문화  인 식

  다문화 인식이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기 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 사람들 간에 존재하

는 문화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다. 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의 비교’라는 내용을 통해 다문화 인식을 다루고 있었다.

  가.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련한 다문화교육 내용은 사회, 음악, 미술 등 여

러 교과서의 다수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사회의 경우 3학년 2학기 교과서

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 단원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다른 문화 알아보기’ 주제

에서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만든 환경 등 환경  특성에 따른 문화 형성의 배경

을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자연환경에 따라 다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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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차시에서는 자연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난

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해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따라 설날에 먹는 음

식, 집을 짓는 재료 등이 다르며 기후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옷차림

이 다양하다는 것에 한 삽화를 제시하 다. 한 ‘종교와 사회 변화에 따라 다

른 문화’에 한 차시에서는 종교, 사회 변화에 따라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다루고 있다. 즉 자연환경과 더불어 종교, 사상과 같은 인문 환경이 사람

들의 생활 모습에 향을 끼치며, 이밖에도 사회의 모습이 변화하면서 생활 모

습이 변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내용으로 교과서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삽화와 사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유교의 가르침과 

효 사상이 우리 문화에 끼친 향을 생각해보도록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악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단원

의 ‘세계의 다양한 문화’ 주제에서는 조사 활동을 통해 유럽과 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문화에 해 알아보는 활동을 다루고 있다.  

  음악 교과서의 경우 다문화교육과 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악곡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  특징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4학년

군의 음악 교과서에서는 다문화 단원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아시아, 아메리카, 

아 리카 등 여러 지역의 노래를 익히고 그에 어울리는 신체 표 이나 악기 연

주를 하며 다양한 문화  특징을 체험하도록 하 다. 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국

가를 감상하며 악곡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6학년군 교

과서에서는 두 개의 단원에 걸쳐서 다문화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러 륙

에 속한 국가들의 동요나 민요 등을 부르고 음악  특징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

해 여러 나라에 하여 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술 교과서에서는 3-4학년군과 5-6학년군 모두 다문화교육 내용을 다루는 

단원이 별도로 존재했다. 3-4학년군 교과서에서는 다른 나라 문화의 특징을 삽

화와 사진을 통해 알아보고 여러 나라의 가면, 인형 등 공 품을 만들고 감상하

는 활동을 구성하 다. 5-6학년군 교과서에서는 여러 나라의 통 의상과 장신

구의 특징을 삽화와 사진으로 살펴 으로써 지역  특징과 문화  특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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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의상과 장신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련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표

로 정리하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련한 교과서 내용

교과 학년  학기 단원
6)차시·주제·

제재· 단원명

7)차시·제재·소단원별 

학습내용(교과서 쪽수)

사회

3학년 2학기
3. 다양한 삶의 

모습들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다른 

문화 알아보기

자연환경에 따라 다른 

문화 알아보기(128-131쪽)

종교와 사회 변화에 따라 

다른 문화 

알아보기(132-135쪽)

6학년 2학기

3.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세계의 다양한 

문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알아보기(132-139쪽)

음악

3-4학년군

6. 노래로 

떠나는 세계　

여행

떠나요 

아시아로

아시아 지역의 노래를 

익히고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 을 하거나 

악기로 연주하기(82-85쪽)

떠나요 

아메리카로

아메리카 지역의 노래를 

익히고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 과 

놀이하기(88-89쪽)

떠나요 

아 리카로

아 리카 지역의 노래를 

익히고 문화  특징을 

체험하기(90-91쪽)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를 

듣고 악곡의 특징을 

이야기하기(92쪽)

5-6학년군 2. 마음을 담아
아시아 음악 

여행

아시아 동요를 따라 

부르고 문화에 하여 

알아보기(3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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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양한 문화의 비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여러 문화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은 사회, 음악, 

미술 등의 교과에 걸쳐서 나타났다. 사회 교과의 3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다

양한 문화를 비교하여 공통 과 차이 을 찾는 학습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씨름과 몽골의 부호, 일본의 스모 사진을 비교하여 규칙이 약간 다

르지만 매우 비슷한 운동이라고 설명하며 가까이 있는 나라나 지역끼리는 문화

가 해지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세계 여러 나라에는 비슷한 문화도 

있지만 다른 문화도 있음을 설명하기 해 우리나라와 인도, 랑스의 식사 도

6) 도덕 교과서는 한 단원이 4차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 교과서는 한 단원이 3-4

개의 주제와 각각에 해당하는 2-4차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 교과서는 한 단원

이 7-10개의 제재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제재는 1-3차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 

교과서는 한 개의 단원이 2-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은 기 와 심화의 

소단원으로 나뉜다.

7) 도덕과 사회 교과는 차시별 학습내용을, 음악 교과는 제재별 학습내용을, 미술 교과는 소단원별 

학습내용을 제시하 다. 

유럽 음악 

여행

유럽의 문화  특징을 

알고 민요를 

부르기(40-43쪽)

6. 세계를 

향하여

아메리카 음악 

여행

노래의 특징에 맞는 

활동을 하며 아메리카 

노래를 불러 

보기(106-107쪽)

아 리카 음악 

여행

아 리카 민요를 노래 

부르고 문화를 체험해 

보기(108-109쪽)

미술

3-4학년군
5. 통 문화와 

다문화
만드는 즐거움

다양한 문화 

만나기(100-103쪽)

5-6학년군
5. 통 문화와 

다문화
다문화와 공

여러 나라의 통 의상과 

장신구 살펴보기(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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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비교하는 삽화를 제시하고 있다. 

  음악 교과의 3-4학년군 교과서에서는 유럽 지역의 노래를 익히고 그것을 우리

나라의 노래와 비교하는 제재가 제시되어 있다. 컨 , 독일의 노래인 ‘런던 다

리’를 우리나라 노래인 ‘문지기 놀이’와 비교하며 불러보는 활동과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겨울밤’ 노래를 그것의 원곡인 독일의 ‘모두 즐겁게’ 노래와 비교하여 불

러보는 활동이 있다. 한 5-6학년군 교과서에는 여러 나라의 음악극을 감상하

고 특징을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소리와 창극, 일본의 가부키, 국의 경극, 서양의 오페라와 뮤지컬을 비교하여 

정리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미술 교과의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비교하는 다문화교육 내용이 제시되

어 있다. 5-6학년군 교과서의 ‘미술사와 미술 비평’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미술과 

서양 미술을 감상하고 시 별로 미술이 변천해 온 과정을 이해하며 우리나라와 

서양 미술의 공통 과 차이 을 알아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문화의 비교’와 련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표로 정

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2>와 같다. 

<표 Ⅳ-2> ‘다양한 문화의 비교’와 련한 교과서 내용

교과 학년  학기 단원
차시·주제·제재

· 단원명

차시·제재·소단원별 

학습내용(교과서 쪽수)

사회 3학년 2학기
3. 다양한 삶의 

모습들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 알아보기

비슷한 문화, 다른 문화 

찾아보기(124-127쪽)

음악

3-4학년군

6. 노래로 

떠나는 세계　

여행

떠나요 

유럽으로

유럽 지역의 노래를 

익히고 문화 간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하기(86-87쪽)

5-6학년군
8. 희망을 

꿈꾸며
음악극 속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극 

알아보기(156-157쪽)

미술 5-6학년군
4. 미술사와 

미술 비평

다양한 시 와 

지역의 미술 

탐험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비교하기(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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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 문화  련  쟁

  다문화 련 쟁 이란 한 지역이나 국가에 다양한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

황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의미한다. 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사회  소수자’와 

‘문화  편견과 차별’이라는 내용을 통해 다문화 련 쟁 을 다루고 있었다.

  가. 사회  소수자

  소수자는 인종 , 문화 , 종교  배경에 한 편견이나 차별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로서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는 인간이라면 구나 당연히 려야 하는 인

권마 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 4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존 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내

용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단원의 ‘소수자의 권리 보호’ 주제

에서는 사회  편견  차별에 의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자

들의 인권을 존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주제의 첫 번째 차시는 

소수자에 해 알아보는 것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우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수자의 개념을 알도록 구성되었다. 교과서에서

는 신체 조건, 종교, 성별, 재산 정도, 피부색, 출신지, 장애 등에 의해 차별을 받

는 사람들의 삽화를 제시하며, 다수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사회에서 부당한 우를 받는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차

시에서는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해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한 내용을 다

루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한 노력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사진과 삽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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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해서는 그들이 

지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사회  소수자’와 련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

여 나타내면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사회  소수자’와 련한 교과서 내용

교과 학년  학기 단원
차시·주제·제재

· 단원명

차시·제재·소단원별 

학습내용(교과서 쪽수)

사회 4학년 2학기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소수자의 권리 

보호

소수자 

알아보기(94-95쪽)

소수자가 차별받는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 

알아보기(96-103쪽)

  나. 문화  편견과 차별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으로서 표

인 것이 문화  편견과 차별이다. 문화  편견과 차별에 한 내용은 도덕, 사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 도덕 교과의 3학년 교과서에서는 우정과 련한 단원

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정으로 하나가 되어요’ 차시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상 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역할놀이로 다루고 다른 

모습이나 생활 모습을 가진 다문화가정에 한 편견 없는 배려와 존 을 함양하

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역할놀이는 외모, 능력,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 친구의 입장이 되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시와 련한 화에서

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를 둔 학생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와 같은 

학생들이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거나 지나치게 심 받지 않도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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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학년 교과서의 ‘편견과 차별은 안 돼요’ 차시

에서는 우리 사회 속의 편견과 차별에 해 알아보고 차별 극복을 해 배려와 

용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차시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가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화를 다룸으로써 그들의 아픔에 해 공감하고 

그들에 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 3학년 2학기 교과서의 ‘서로 배우고 존 하는 문화’ 주제에서는 문화  

편견과 차별로 발생한 문제 을 악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주제에서는 문화  편견과 차

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례들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우선 ‘문화  편견과 차별의 모습’에 한 차시에서는 축구를 하는 데

에 남녀의 구분을 짓고, 다른 나라의 식사 도구와 식사 문화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

화  편견과 차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 하고 있다. ‘문화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한 차시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보다 다른 나라의 문화

를 좋은 것으로 여기는 편견을 삽화로 나타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

법을 체험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 해야 함을 깨닫도록 하고 있

다. 이밖에도 이 차시에서는 인종, 언어, 식사 문화, 인사  등에서 자신이 가

진 편견과 차별을 스스로 검할 수 있는 삽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차시를 마무

리하는 차원에서 성 , 성별, 외모, 우리나라의 문화, 인종에 한 차별 상황에 

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삽화를 제공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  편견과 차별’와 련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표로 정

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4>과 같다.

<표 Ⅳ-4> ‘문화  편견과 차별’과 련한 교과서 내용

교과 학년  학기 단원
차시·주제·제재

· 단원명

차시·제재·소단원별 

학습내용(교과서 쪽수)

도덕 3학년
2. 희가 있어 

행복해

우정으로 

하나가 되어요

다문화사회에서 편견과 

차별 극복을 한 

배려와 존 (4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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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 문화 에  한  태 도

  다문화에 한 태도란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해 필요한 자세를 의미한다. 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한 존 과 

용’과 ‘인권 존 ’이라는 내용을 통해 다문화에 한 태도를 다루고 있었다.

  가. 다양한 문화에 한 존 과 용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 소수자와 련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한 존 과 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도덕 4

학년 교과서에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 해야 하는 

이유에 해 학습하고, 다문화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 태도를 알고 실천하는 내

용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다양한 문화를 존 해요’ 차시는 세상에 다양한 문화

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 문화의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

와 존 의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4학년

8. 다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

편견과 차별은 

안 돼요

편견과 차별에 한 

올바른 태도(196-199쪽)

사회 3학년 2학기
3. 다양한 삶의 

모습들

서로 배우고 

존 하는 문화

문화  편견과 차별의 

모습 

알아보기(150-153쪽)

문화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찾아보기(154-159쪽)



- 46 -

생활 습 , 인사법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각 문화에는 고유하고 독특한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존 되어야 함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문화

를 살펴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 다. ‘함

께 살아가는 마음을 키워요’ 차시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꿈을 이

루기 해 노력하는 모습을 알고, 올바른 다문화 태도가 무엇인지 학습한다. 교

과서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공연을 한다는 내용의 삽화와 외교 이 되고자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화를 제시하며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한 ‘다문화 태도 

체크 리스트’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다문화 태도를 스스로 검할 수 있

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회 5학년 1학기 교과서에는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

고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는 학습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 ’ 단원의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 주제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하여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하여 가장 요한 것

이 그들에 한 존 과 배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사회에 잘 응하

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례를 몇 가지 삽화로 제

시하 다. 6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단원의 ‘세

계의 다양한 문화’ 주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하는 바람직

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해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서에서는 이슬람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서로 달라 오해하는 상황과 나라에 따라 제스처와 같은 몸짓

이  다른 뜻으로 쓰이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같은 

행동이라도 무례한 행동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 문화를 비교하여 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소 하듯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도 소 히 여기며 존 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문화에 한 존 과 용’과 련한 다문화교육의 내



- 47 -

용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Ⅳ-5>과 같다. 

<표 Ⅳ-5> ‘다양한 문화에 한 존 과 용’과 련한 교과서 내용

교과 학년  학기 단원
차시·주제·제재

· 단원명

차시·제재·소단원별 

학습내용(교과서 쪽수)

도덕 4학년

8. 다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

다양한 문화를 

존 해요

문화  차이의 인식  

다름의 인정(192-195쪽)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키워요

다양한 문화를 하는 

올바른 태도(200-203쪽)

사회

5학년 1학기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

북한 이탈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하여 

필요한 노력 

알아보기(180-183쪽)

6학년 2학기

3.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세계의 다양한 

문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하기(140-143쪽)

 나. 인권 존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해서는 모든 인

간에 한 존 , 즉 인권 존 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도덕 4학년 교과서의 ‘다

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 단원의 ‘함께해서 아름다워요’ 차시에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소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해

야 한다는 것과 그들의 인권을 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룬다. 이 차시의 

도입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이모를 둔 학생, 뉴질랜드 손님과 코 인사를 하

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삽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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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이 차시의 주요 활동

은 ‘하나 되는 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공익 고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서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존 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기 한 마

음을 다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단원을 마무리하며 ‘ 구나 같은 인권을 타

고났어요’라는 삽화와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제시하며 문화 다양성을 인권

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인권 존 ’와 련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나

타내면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인권 존 ’과 련한 교과서 내용

교과 학년  학기 단원
차시·주제·제재

· 단원명

차시·제재·소단원별 

학습내용(교과서 쪽수)

도덕 4학년

8. 다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

함께해서 

아름다워요

다문화 소양 증진을 

한 실천(206-209쪽)

4 .  내 용  요 소 의  특 징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는 다문화 인식, 다문화 

련 쟁 , 다문화에 한 태도 등의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역에는 그에 해당하는 몇 개의 하  내용이 존재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표

로 제시하면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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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분석 결과

역 하  내용

다문화 인식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

 다양한 문화의 비교 

다문화 련 쟁
 사회  소수자

 문화  편견과 차별

다문화에 한 태도
 다양한 문화에 한 존 과 용

 인권 존

  다문화 인식의 역에는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의 비교’의 

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양한 문화에 해서 알아보고 서로 다른 문화들 속

에서 공통 과 차이 을 찾는 활동은 사회, 음악, 미술 등 여러 교과서의 다수 

단원에 제시되어 있었다. 인식에 한 내용은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가장 

비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문화 련 쟁

에 한 내용은 6개, 다문화에 한 태도와 련한 내용은 5개의 학습내용에 다

루어지고 있으나, 인식과 련한 내용은 무려 17개의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문화 인식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에 한 인식과 련한 내용은 주로 국가 간 문화

의 다양성에 을 두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데 있어서 국가를 경계로 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의 표 인 문화를 제시하 다. 

컨  사회 3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비교하여 비슷한 과 다

른 을 찾는 학습내용에서 한국, 일본, 국의 젓가락 사용 모습을 삽화로 제시

하고 있다. 사회, 음악, 미술 교과서에서 다문화에 한 인식을 다루고 있는 17개

의 학습내용  14개의 학습내용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제시하거나 몇몇 

국가 간의 문화를 비교하고 있다. 그 외의 3개의 학습내용은 우리나라 내에서 지

역에 따라 문화가 다르다는 내용을 다루거나 우리나라와 서양의 문화를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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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났다. 즉 교과서에서 언 되는 다양한 문화의 시들은 부분 국가별

로 정리되어 있어 국가마다 각기 다른 문화  특징을 가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에 한 인식과 련한 내용에서 다문화의 역

으로 언 되는 것은 의식주, 종교, 운동, 술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 3학년 2학

기 교과서에서는 문화의 의미를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지고 해지

는 생활 방식’으로서 정의하며, 이와 비슷하게 도덕 4학년 교과서에서는 ‘지역, 

통, 인종, 언어, 종교 등에 따라 생활 방식이 각각 다른 것’을 문화라고 정의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다문화교육과 련한 교과서의 내용에서는 문

화의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 변인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 다. 사회 교과서

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해 설명하며 의식주, 종교, 운동을 시로 들었고 음악 

교과서에서는 민요, 동요, 국가, 음악극을 다루었으며 미술 교과서의 경우 통

의상, 장신구, 공 품을 시로 제시했다. 즉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해 인식시키기 해 여러 나라의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방식을 

언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문화 련 쟁 의 범주에는 ‘사회  소수자’와 ‘문화  편견과 차별’의 하  

범주가 포함되었다. 도덕, 사회 교과서에서는 6개 학습내용에 걸쳐 다문화사회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쟁 들에 해 설명하 다.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하여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문화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해서는 자신과 문화 으로 다르거나 소수집단의 사람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에서 문화  편견과 차별의 상이 되고 사회  소수자로서 언 되는 

이들에 해서는 교과별로 차이가 있다. 도덕 교과서에서 문화  편견과 차별과 

련하여 제시된 2개의 학습내용은 모두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쟁 을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을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

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련한 삽화와 화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 교과서의 

경우 편견과 차별과 련한 학습내용에서 신체 조건, 성별, 종교, 피부색, 출신

지, 장애 정도 등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는 여러 사람들을 제시하 고 

사회  소수자에 한 설명에서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을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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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도록 하 다. 

  교과서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쟁 을 해결하기 한 안으로서 소

수 문화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해와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

고 설명하 다. 도덕 교과서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차별을 극복하기 

해 배려와 용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 으며, 사회 교과서에서는 장애인이나 

북한 이탈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하여 그들에 한 존 과 배려의 자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 다. 즉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을 이해하고 최소화하기 해 그들에 한 이해, 배려가 우선시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에 한 태도의 범주에는 ‘다양한 문화에 한 존 과 용’, ‘인권 존

’의 하  범주가 포함되었다. 다문화사회에서의 태도와 련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도덕, 사회 교과서에 나타나 있다. 도덕 교과서에서는 3개의 학습내용에

서, 사회 교과서에서는 2개의 학습내용에서 이와 련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태도와 련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인식, 쟁 과 같은 다른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의 성격에 비해 비 이 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태도와 련하여 주로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존 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 도덕 교과서의 경우 문화  차이의 인식과 

다름의 인정을 기반으로 여러 문화를 존 하는 태도를 강조하 으며, 사회 교과

서에서는 다양한 문화 집단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한 노력으로서 그들

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 다른 문화에 해 이해하고 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컨  도덕 4학년 교과서에서는 여러 나라의 

인사법에 한 삽화를 보여주며 나라마다 문화나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의 인사법을 존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사회 6학년 2학기 교과서의 경우 문

화에 따라 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 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외에도 등학교 교

과서에는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태도로서 인권 존 의 내용도 존재한다. 도덕 4

학년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해 인권 존

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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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앞서 등학교 교과서에 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에는 다문화 인식, 다문화 련 쟁 , 다문화에 한 태도 등의 세 가

지 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

들이 어느 정도로 심화되어 제시되어 있는가에 한 분석 결과를 다원  수 , 

비  수 , 실천  수 의 세 가지 수 으로 정리하 으며, 각각의 수  내에 

몇 개의 하  내용을 구성하 다.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이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 원  수

  다원  수 이란 다문화교육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양성의 가치를 시

하여 다양한 문화의 여러 특징과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상호존 , 수용의 태도

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일부 내용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의 특징을 이해하며 다른 문화에 한 수용과 용의 태도를 지지

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에서 ‘다원 ’ 수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도덕, 사회, 음악, 미술의 모든 교과에서 다원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 에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덕 4학년 교과서의 ‘다양한 문화를 존 해요’ 차시에서는 세계 여러 나

라의 인사법, 식습  등을 제시하며 각 문화의 고유하고 독특한 정신이 존 되

어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 사회의 경우 3학년 2학기 교과서 ‘비슷한 문화, 다

른 문화 찾아보기’ 차시에서는 여러 나라의 식사 도구, 운동을 제시하 고,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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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따라 다른 문화 알아보기’와 ‘종교와 사회 변화에 따라 다른 문화 알아보

기’ 차시에서는 자연환경, 종교, 사회 변화에 따라 집의 모습, 옷차림 등이 다양

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 다. 한 ‘문화  편견으로 생기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찾아보기’ 차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 을 배우고 문

화  차이를 인정하고 존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사회 5학

년 1학기와 6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도 여러 나라의 유물, 통 의상, 축제, 스포

츠 등 다양한 개별 문화를 소개하 고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개방 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 다. 

  음악 교과는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모든 교과서에서 아시아, 유럽, 아메리

카, 아 리카의 동요나 민요를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통 악기, 인

사법 등의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3-4학년군 교과서에서는 여

러 나라의 국가, 5-6학년군 교과서에서는 여러 나라의 음악극을 감상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미술의 경우 3-4학년군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  

특징을 살펴보고 민속공 품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내용이 제시되

어 있으며, 5-6학년군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을 비교하고 여러 

나라의 통 의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다원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Ⅴ-1>과 같다.  

 <표 Ⅴ-1> 다원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

교과
학년  

학기

학습내용

(교과서 쪽수)
본문·학습활동· 화·악곡·사진·삽화

도덕 4학년

문화  차이의 인식  

다름의 

인정(192-195쪽)

-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

요? 가보고 싶은 나라 세 군데를 정해서 

친구와 함께 그 나라의 인사법을 연습해 

시다.”

-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방식에는 어

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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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를 하는 

올바른 

태도(200-203쪽)

- 다문화가정 학생이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 화)

- “우리와 생김새가 달라도 바테라(다문화

가정 학생)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본받을 을 

생각해 시다.”

사회

3학년 

2학기

비슷한 문화, 

다른 문화 

찾아보기(124-127쪽)

- “세 나라(우리나라, 일본, 국) 사람들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비슷한 

과 다른 은 무엇일까요?”

- “우리나라의 씨름과 몽골의 부흐, 일본의 

스모는 규칙이 약간 다르지만 매우 비슷

한 운동입니다.”

-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

구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다른 방법

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

을 때 어떤 이 다를까요?”

자연환경에 따라 

다른 문화 

알아보기(128-131쪽)

-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집

의 모습(사진)

-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옷차림은 다

릅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종교와 사회 변화에 

따라 다른 문화 

알아보기(132-135쪽)

- 종교에 따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

(사진)

- 옛날과 오늘날 학교의 모습(사진)

문화  편견으로 

생기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찾아보기(154-159쪽)

- “친구들과 함께 나라마다 다른 인사 

을 배워 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는 서로 다릅니

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

려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 해야 

합니다.”

5학년 

1학기

북한 이탈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하여 필요한 노력 

알아보기(180-183쪽)

- “무엇보다 요한 것은 그들에 한 존

과 배려이다.”

-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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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2학기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기(132-139쪽)

- 유럽 각국의 문화  특징이 나타난 그림

지도(삽화)

- 유럽의 다양한 문화(사진)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럽 음식에

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 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140-143쪽)

-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 문화(삽화)

-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존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음악
3-4

학년군

아시아 지역의 노래를 

익히고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 을 

하거나 악기로 

연주하기(82-85쪽)

- 태국 동요, 몽골 동요, 필리핀 민요(악곡)

-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인사를 동

작으로 익  시다.” 

-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민요를 찾

아 감상해 시다.”

유럽 지역의 노래를 

익히고 문화 간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하기(86-87쪽)

- 랑스 민요, 국 민요, 독일 민요(악곡)

- “( 국 민요를) 우리나라의 ‘문지기 놀이’

와 비교하여 보고, 놀이를 하며 노래 불

러 시다.”

- “원곡(독일 민요)의 가사와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겨울밤’을 비교하며 노래 불러 

시다.”

아메리카 지역의 

노래를 익히고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 과 

놀이하기(88-89쪽)

- 미국 민요, 멕시코 민요, 캐나다 민요, 

라질 민요(악곡)

아 리카 지역의 

노래를 익히고 문화  

특징을 

체험하기(90-91쪽)

- 나이지리아 민요, 아 리카 민요(악곡)

- “아 리카 지도를 보고 아는 나라를 표

시해 시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를 듣고 악곡의 

특징을 

이야기하기(92쪽)

- 국 국가, 독일 국가, 미국 국가(악곡)

- “각 나라 국가의 가사를 알아보고, 그 특

징을 이해하며 감상해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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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학년군

아시아 동요를 따라 

부르고 문화에 하여 

알아보기(36-39쪽)

- 만 동요, 베트남 동요(악곡)

- “다른 아시아 지역의 문화에 하여 알

아 시다.”

- “아시아 지역의 통 악기에 하여 알

아 시다.”

유럽의 문화  특징을 

알고 민요를 

부르기(40-43쪽)

- 이탈리아 민요, 네덜란드 민요, 러시아 

민요(악곡)

- “유럽 지역의 통 악기에 하여 알아

시다.”

- “유럽 지도를 보고 심 있는 나라에 표

시한 후 그 나라의 문화  특징에 하

여 조사해 시다.”

노래의 특징에 맞는 

활동을 하며 아메리카 

노래를 불러 

보기(106-107쪽)

- 푸에르토리코 민요, 자메이카 민요(악곡)

- “아메리카의 통 악기에 하여 알아

시다.”

아 리카 민요를 노래 

부르고 문화를 체험해 

보기(108-109쪽)

- 남아 리카 공화국 민요, 냐 민요(악

곡)

- “아 리카의 통 악기에 하여 알아

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극 

알아보기(156-157쪽)

-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극(사진)

-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극을 감상하고, 

특징을 비교하여 이야기해 시다.”

미술

3-4

학년군

다양한 문화 

만나기(100-103쪽)

- “생활 환경에 따른 문화의 차이를 붙임 

딱지를 통하여 알아 시다.”

- “다른 나라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보

고서로 만들어 시다.”

- “다양한 나라의 특징을 살린 가면을 만

들어 시다.”

- “여러 나라의 민속 공 품을 감상하여 

시다.”

- 여러 나라의 민속 공 품(사진)

5-6

학년군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비교(78-79쪽)

- “우리나라와 서양 미술의 공통 과 차이

을 이야기해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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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비  수

  비  수 이란 다문화교육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 불평

등의 원인을 밝히고 소수집단의 문화와 이 반 된 교육 내용을 학습함으로

써 다문화에 한 균형 인 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일부 내용은 소수집단의 에서 다문화와 련한 주제, 개념 등을 조망한다는 

에서 ‘비 ’ 수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  수 의 다문

화교육 내용은 도덕과 사회 교과서에 일부 나타나 있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도덕 교과에서 비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3학년 교과서의 ‘우정으로 

하나가 되어요’ 차시와 4학년 교과서의 ‘편견과 차별은 안 돼요’와 ‘함께 살아가

는 마음을 키워요’ 차시에 제시되어 있다. ‘우정으로 하나가 되어요’ 차시와 ‘편

견과 차별은 안 돼요’ 차시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화를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학생의 시각을 통해 자신이 가진 편견과 차별  

태도를 인식하고 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키워요’ 차시에서는 ‘뜨거운 의자’ 체험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이 직  되어 

보는 기회를 갖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활동이 안내되어 있다. 

  사회 교과의 경우 3학년 2학기와 4학년 2학기 교과서에 비  수 의 다문화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3학년 2학기 교과서의 ‘문화  편견과 차별의 모습 

알아보기’차시에서는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상에 

한 문제를 제기하며 나와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하여 치우치게 생각하는 

여러 나라의 통 

의상과 장신구 

살펴보기(111쪽)

- “여러 나라 통 의상의 특징을 이야기

해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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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에 한 경계를 드러내었다. 한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한 식탁에서 식

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삽화를 통해 다른 이의 식사 모습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는 문화  편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4학년 2학기 교과서의 

‘소수자 알아보기’와 ‘소수자가 차별받는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 알아

보기’ 차시에서는 다수의 사람들과 행동이나 모습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우를 받는 소수자들이 가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은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일지 악하고 그것을 이기 해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지 탐색해보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비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Ⅴ-2>과 같다. 

<표 Ⅴ-2> 비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

교과
학년  

학기
학습내용(교과서 쪽수) 본문·학습활동· 화·악곡·사진·삽화

도덕

3학년

다문화사회에서 편견과 

차별 극복을 한 

배려와 존 (42-45쪽)

-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불편함( 화)

-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고 

 지나치게 심을 받을 때 정 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4학년

편견과 차별에 한 

올바른 

태도(196-199쪽)

-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 화)

- ‘내가 만약 진희(다문화가정 학생)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 “나와 생김새가 다르거나 한국말이 서툴

다는 이유로 친구를 힘들게 한 은 없

었는지 생각해 시다.”

사회
3학년 

2학기

문화  편견과 차별의 

모습 

알아보기(150-153쪽)

- 축구를 할 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함으로

써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삽화)

-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서로 다른 식사 모습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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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 천  수

  실천  수 이란 다문화교육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문화와 련한 의사

결정과 실천 방안에 보다 극 ·체계 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

과서에 제시된 일부 내용은 다문화와 련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습·실천하는 내

용을 제시한다는 에서 ‘실천 ’ 수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학년 

2학기

소수자 

알아보기(94-95쪽)

- “우리 주변에는 생긴 모습과 행동, 생각, 

교육 수 , 재산 정도 등이 다수와 다르

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우

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소수

자들(삽화)

소수자가 차별받는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 

알아보기(96-103쪽)

- “장애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의 권

리를 제 로 리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삽화)

- “다문화가정은 문화 인 차이와 의사소

통의 불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모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삽화)

-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

유로 사회  편견, 가족에 한 그리움, 

문화  갈등 부족한 경제력과 같은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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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도덕 4학년 교과서의 ‘함께해서 아름다워요’ 

차시에 제시되어 있다. 이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하나 되는 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하는 공익 고 만들기 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 인권에 

한 고를 스스로 만들고 이와 련한 캠페인에 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Ⅴ-3>과 같다. 

<표 Ⅴ-3>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

4 .  내 용  수 의  특 징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의 수 은 다원  수 , 비  

수 , 실천  수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수 에는 그에 해

당하는 몇 개의 하  내용이 존재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표 

Ⅴ-4>와 같다. 

교과
학년  

학기
학습내용(교과서 쪽수) 본문·학습활동· 화·악곡·사진·삽화

도덕 4학년
다문화 소양 증진을 

한 실천(206-209쪽)

- “‘공익 고 만들기 회’에 참가하여 다

양한 문화를 존 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기 한 마음을 다져 시

다.”

- “모둠이 만든 공익 고를 활용하여 ’하

나 되는 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을 열어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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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분석 결과

다원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에서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제시하고 여러 문

화 집단들에 한 수용과 용의 태도를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학년의 도덕, 사회, 음악, 미술 등 모든 교과의 교과서에 

걸쳐 22개의 학습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에서

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발생과 소수 문화 집단의 에서 본 편견과 차별의 문

제에 을 두고 있다. 비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3, 4학년의 도덕, 사

회 교과서  5개의 학습내용에서 제시되어 있다.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 내

용은 다문화와 련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

는 것이 나타나 있다. 실천  수 의 내용은 도덕 4학년 교과서의 1개 차시에서 

유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수집단의 학생들을 주류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는 보수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교육

의 유형에 해 논의한 몇몇 학자들은 학교에서 주류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소수

집단의 학생들이 기존 사회에 빨리 응할 수 있도록 돕는 보수  수 의 다문

화교육에 해 논의했다(Sleeter and Grant, 2008; Jenks, Lee & Kanpol,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등학교 수 에서 기본 으로 우리

나라 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음악, 미술 등 문화  특징들을 학습

수 하  내용

다원  수
 다양한 집단의 개별  문화 요소

 다양한 문화에 한 수용과 용

비  수
 다양한 소수집단의 발생

 소수 문화 집단의 에서 본 편견과 차별

실천  수  다문화에 한 인식을 개선하기 한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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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이외에 다문화교육의 차원에서 주류 집단의 지식, 가치, 언어를 가르치

고자 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다문화교육 내용의 다원  수 , 비  수 , 실천  수 의 세 가지 

수 이 그 비 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다문화교육의 세 가지 수   다원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체 학습내용의 부분을 차지하 으며, 다원  

수 에 비하여 비  수 과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의 비 은 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내용의 비  수 이 5개, 실천  수 이 1개의 학

습내용에서 나타난 반면, 다원  수 은 22개의 학습내용에서 나타나 있다. 특히 

음악과 미술의 경우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체가 다원  수 에 해

당함으로써 체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에서 다원  수 의 비율

이 큰 폭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은 학년별로 비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3, 4학년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다원  수 , 비  수 , 실천

 수 의 세 가지 수 에 걸쳐 나타난 반면 5, 6학년의 경우 다문화교육 내용

이 모두 다원  수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학년의 다문화교육 학습

내용  다원  수 으로 다루어진 것은 12개, 비  수 과 실천  수 은 각

각 5개와 1개이다. 그러나 5, 6학년은 10개의 학습내용 체가 다원  수 으로 

다루어졌다. 즉 3, 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에서는 세 가지 수

이 모두 다루어지지만 5, 6학년 교과서에서는 다원  수 만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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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 한 논의

  본 연구에서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와 수 을 분

석한 결과는 교과서 반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에 

내재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해 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에 해 비

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다 양 성  맥 락 의  소 함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요소

들은 주로 국가 간 문화 다양성에 한 것이었으며, 다루어지는 문화의 역은 

의식주, 종교, 운동, 술 등으로 나타났다. 한 다문화의 상황에서 편견과 차별

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집단을 언 할 때는 그 상으로서 주로 다문

화가정이 논의가 되었다. 다문화교육 내용 요소의 이러한 특징은 교과서에서 다

문화, 문화의 다양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맥락이 소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서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의 

특수성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들어서게 되고 

다문화교육에 심을 두게 된 배경은 서구의 경우와 같이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

랫동안 순 주의와 단일민족에 한 염원을 강조하다가 사회 ·경제  여건으로 

인해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국 의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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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외국

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

와 련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주로 국가를 경계로 한 문화의 다양성을 다루는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특히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모습이 다문화교육 내용의 주요 

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가 간 문화의 다양성에만 을 

두는 것은 국가 내의 다양한 이질 집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국가를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의 추세는 국가 간 다양성

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다양성 한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가 내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동질 인 문화만을 공유하지 않는다. 한건수(2008)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에 해 논의하면서, 다문화 상의 원인을 이주민의 증가라는 외부  요인

으로만 근하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실제 격한 사회변동을 겪

으며 우리나라 사회 내부에서도 문화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 다. 

문화, 삶의 양식, 취향 면에서 문화  소수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그 동

안 억 려 왔던 우리나라 사회의 수많은 사회 ·문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삶

의 양식을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건수, 2008). 

성  소수자나 장애우 등 다양한 소수자의 문제제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수

자의 삶을 다양성 존 이라는 맥락에서 보장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 국가를 기 으로 하는 정

체된 문화  특성을 다룰 것이 아니라 문화 집단을 구분 짓는 다양한 기 들에 

한 이해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인실과 유 식(2010)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원들은 성, 지역, 이념, 세 , 경제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계

열화되어 있다고 하 다. 단지 출신 국가, 인종, 민족에 근거하여 타인이나 다른 

집단에 해 고정 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사고방식 등 다양한 요인

들이 개입되어서 편견이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은 결혼 이주 여성, 북한 이탈 주민, 조선족 등 

같은 아시아 인종에 속한 이들에 한 인식이 다양한 문화 요소와 결부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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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컨 , 김선미(2011)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

에 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시선과 편견을 인종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계

층 갈등의 문제이고 경제  차별의 문제라고 하 다. 즉,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경제  배경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온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에게는 그들을 비

하하는 차별  시선을 보내고, 서구지역에서 온 외국인은 선진 문물을 향유하는 

부러움의 상 는 학습의 상으로 우러러보는 등 외국인의 계층과 경제  요

건에 따라 그들에 한 ‘이  잣 ’의 시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는 다문화교육의 역을 국가, 인종, 민족에만 국한한다면 실의 다문화 상

황을 충분히 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다.  

  따라서 등학교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서는 성, 계층, 종교, 언어, 인종, 

장애인, 사회  소수자와 같은 다양한 기 들을 용하여 ‘학생들이 층 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김선미, 2011)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

로 다문화교육이 실행될 때 학생들은 문화 집단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사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집단 간의 분리와 차이보다는 복합 이고 다차원

인 집단 간의 계에 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  평 등 과  인 권  존 의  내 용  결 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다문화에 한 태도

와 련한 내용은 주로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존 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

분 으로 인권 존 에 한 것도 나타난다. 그러나 다문화에 한 태도와 련

한 내용의 부분이 이해와 존 의 선에서 그치는 것은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

문화와 련한 요한 내용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다문화에 한 태도와 련하여 평등, 인권 존 의 내

용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론  배경에서 살펴봤듯이, 다수의 학

자들이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평등, 인권 존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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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최충옥 외, 2009; 조 달 외 2009; 김 천, 주재홍, 2014). 그러나 교과서

의 다문화교육 내용에서 평등과 련한 것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권 존

의 경우 도덕 교과서의 1개 주제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인권과 련한 직

인 내용이 본문이나 삽화로 제시된 것은 아니며 이와 련한 내용은 단원을 

정리하는 부분에 ‘세계 인권 선언’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그 기 때문에 평등과 

인권 존 의 내용이 교과서에서 좀 더 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평등은 다문화교육이 바탕으로 두어야 하는 교육 원리로서 문화  소수집단뿐

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려야 할 가치이다. 다문화교육의 형성 배경과 개 

과정을 보면 인종, 민족, 종교 등에 의한 억압과 차별이 평등한 우에 한 갈

증을 낳았고 그것이 다문화교육의 도입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평등은 다문화

교육의 실천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표 인 학자인 

Banks(2008)는 다문화교육은 문화  배경에 상 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교육

의 기회를 갖고 서로에 한 이해를 넓히고 깊게 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과 사회

를 모색하는 공존상생의 과정이라고 말하 다. 즉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문화에 따른 구분 없이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다문화교육이 피상 인 근에서 벗어나기 해서는 인종, 문화, 언어, 

성  지향과 같은 다양한 문화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에 한 존 과 보편  

인권과 련된 교육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인간 존  교

육으로서 인간을 존 하기 해 다양한 이들의 삶과 문화를 알고 이해하고자 하

는 것이다(이정렬, 2010). 다문화라는 변하고 격정 인 상황 속에서 문화  배

경에 계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해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인권 

존 의 목소리가 커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맥락에서 평등과 인권 존 의 내용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형성 배경과 련이 있다. 앞

서 언 하 듯이 서구 국가들의 다문화교육은 소수 민족이나 사회  약자에 

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한 시민운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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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갑작스러운 이주민들의 유입과 미래 

사회에 한 비책의 일환으로 앙 정부 주도 방식으로 개되어 왔다(김선

미, 2011; 변종헌, 2016). 따라서 서구에서는 평등과 인권 존 의 내용이 다문화

교육의 기반으로 작동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낯설음’, ‘새로움’에 응하

고 수용하는 것과 련된 내용이 다문화교육의 주된 흐름을 장식해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서 평등과 인권 존 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 사회

의 경우 인종·민족  소수집단이 독자 인 세력을 형성하며 주류 집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표 인 소수집단인 외국 이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사회  약자의 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제철(2013)은 우리나라의 

소수 문화 집단이 서구의 경우와 같이 독자 인 사회를 구축하고 고유한 문화를 

추종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사회  약자

의 상황에 있다는 에서 인권 존 의 내용이 다문화교육에 결부되어야 한다고 

하 다. 즉 인권 존 의 차원과 평등의 에서 다문화교육이 실행되는 한편 

소수집단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한 국가 ·사회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집단에 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

해야 한다는 제 하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조용환(2008)은 

다문화교육이 이질 인 문화들 간의 상호이해와 상호존  속에서 더 높은 인간

 이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 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다

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토 로 인간에 한 존 과 

평등의 실 이라는 역까지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

문화교육의 본래  의미와 목표를 이해하며 다문화에 한 높은 차원의 이상을 

가지고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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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 문화 에  한  다 차 원  근 의  부 족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에서 다

원  수 , 비  수 , 실천  수 은 각각 22개, 5개, 1개의 학습내용에서 나

타나 있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 부분이 다원  수 이었으며 비  수 과 

실천  수 의 내용은 미약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부분의 교과

서에서 다루어지는 다원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다양한 문화를 열거하고 

그것의 특징을 드러내며 타문화에 한 수용과 존 을 강조하 다. 그러나 교과

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다원  수 에서만 다루는 것은 학생들이 다문화를 다

차원 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다문화교육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문화  요소들

을 열거하고 학생들로 하여  그것에 한 용의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는 방식

이 여러 한계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언 하 다. 다문화교육 내용의 다원  수

을 학자들의 논의와 련시켜 본다면 Banks(2008)의 ‘제 1수  기여  근’, 

‘제 2수  부가  근’에 해당하며, Sleeter와 Grant(2008)가 제시한 다문화교육

의 유형  ‘인간 계’, 그리고 Jenks와 Lee와 Kanpol(2001)이 제시한 ‘자유주의

 다문화교육’의 유형과 그 특징을 공유한다. 

  Banks(2008)의 ‘제 1수  기여  근’과 ‘제 2수  부가  근’은 교사들이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러

한 수 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서는 학습내용에 소수집단의 표 인 문

화 요소를 반 함으로써 그들에게 소속감, 정당성  사회  평등의 느낌을 주

도록 도울 수 있다(박한아, 2013).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소수집단의 문화

는 색다르고 이국 인 특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들에 한 고정 념과 왜곡을 강

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며, 이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내용은 소수집단을 소외

되게 만드는 제도  구조를 외면하고 생활방식에만 을 둔다는 문제가 있다

(Banks & Banks, 2009). Jenks와 Lee와 Kanpol(2001)은 Banks의 네 가지 수

에 해 언 하면서 제 1수  기여  근이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인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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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을 가졌다고 하 으며, 제 2수  부가  근은 가르치는 교사에 따라 

보수 이거나 자유주의 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하 다.  

  Sleeter와 Grant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유형  ‘인간 계’ 유형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도록 도우며, 

그들이 인종, 계층, 성별 는 장애와 계없이 서로가 존 하는 것을 배운다면 

더 많은 사회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인간 계 유형의 목표는 일

체감, 용, 그리고 사람들 간에 수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는 괜찮아. 그리

고 도 괜찮아.”(Banks & Banks, 2009)라는 정신을 배우도록 한다. 이 유형에

서 다루어지는 다문화교육 내용은 다문화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편견과 차별을 

비롯한 여러 갈등들을 드러내는 것을 기피하고 실의 문제들을 단순히 무마하

려는 수 에 그치게 된다. 

  Jenks와 Lee와 Kanpol(2001)의 ‘자유주의  다문화교육’ 역시 문화  다양성의 

필요와 문화 간 차이의 수용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다문화교육에서 다루는 학

습내용은 인간 이고 진보 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 내재

된 갈등과 모순을 가린다. 자유주의  다문화교육을 실행하는 이들은 다문화사

회에서 평등이 수용, 용, 이해를 통해 성취된다고 믿으며 이러한 이상에 헌신

하는 교육과정이 사회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Jenks, Lee & 

Kanpol, 2001)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믿음에 기반을 두는 자유주의  다문화교육

에서 다루는 학습내용은 지배  문화와 그것의 헤게모니  권력을 지지하는 양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문화교육이 다원  수 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한 비 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서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Banks(2008)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이 제 1수

인 기여  근과 제 2수 인 부가  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 하며 그 이상의 

수 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언 했다. 우리나라 역시 등학교 교과서에 제

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부분이 다원  수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수

집단에 한 오개념을 양산할 수 있으며 재의 다문화 상황에 내재된 여러 갈

등과 모순을 가리는 것으로 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 70 -

 주소는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교육 내용이 다원  수 보다 더 심

화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수의 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의 실행이 비  수 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한다(Mclaren, 2000; Sleeter & Grant. 2008, 김선 , 2013). 비  수 의 다문

화교육은 다양한 문화 집단의 입장을 교육 내용에 반 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주류 이 아닌 새로운 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비  수 의 다문화교육

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다문화사회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것만으로는 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에서는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거나 격려하는 수 이 아니라 불의를 지 하고 그것에 극 응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 한다(오은순 외, 2008). 따라서 교과서에 비

 수 의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다루어짐으로써 문화를 둘러싼 권력 구조의 형

성과 유지 배경을 악하고, 소수집단의 에서 주류 집단의 문화를 논의함으

로써 그들의 내러티 가 교과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서 실천  수 의 비 이 확 될 필

요가 있다.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학습한 사회  문제, 개념, 이

슈 등의 해결과 연 된 의사결정과 실천 방안을 보다 극 이고 체계 으로 탐

색하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다문화 련 내용들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것을 토 로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사회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다문화교육의 목 은 다양한 문화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다문화사

회를 살아가기 한 기본 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이민경, 

2008). 다문화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조화롭고 균형 인 삶을 이룩하기 

해서는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서 이를 한 실질 이고 구체 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의 다원  수  이외에도 비  수 과 실천

 수 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다문화에 해 다차원 인 을 경험

하도록 하기 해서는 교과서 내용에서 다원  수 에서 시작해 비  수 , 

실천  수 으로 이어지는 단계 인 심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Banks(2005)

는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통합시키기 한 네 가지 수 을 설명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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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내용의 수 이 진 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 다. 즉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화의 다양성에 한 이해와 수용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비  에서 고찰하도록 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룩하기 한 실

천  행 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 교과서에서는 다문화교육 내용의 단계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종 으로 봤을 때 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학습하는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에 있어서 단계 인 심화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다원  수 의 내용은  학년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 있지만 실

천  수 과 비  수 은 고학년보다는 학년 교과서를 심으로 나타나 있

다. 한 횡 으로 봤을 때 동일한 학년 내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도 부분이 단계 인 심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도덕 4학년 교

과서의 경우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한 단원 내에 다원  수 , 비  수

, 실천  수 의 내용이 4차시에 걸쳐서 진 으로 심화되는 모습으로 나타

나 있다. 그러나 이 외 다른 학년과 교과의 경우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다원  

수 에만 머물러 있거나 다원  수 에서 비  수 으로의 심화만이 나타나 

있다. 

  다문화교육이 단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문화에 한 다

양한 을 반 하기 해서는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 비  수 과 실천  수

으로의 단계  심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다문화교육 내용은 학년 교과서에

서는 주로 다원  수 으로 다루어지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비  수 , 실천  

수 으로 차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 

동일한 학년 내에서도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처음 제시될 때에는 다원  

수 으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차시를 계속 학습해나감에 따라 비  수 , 실

천  수 의 내용이 차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이 진 으로 심화된다면 학생들은 단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을 지나 그것을 다양한 에서 비 으로 고찰하고 태도와 행

동에 있어서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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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결론

1.  요 약

  본 연구는 등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는지 총체

인 이해를 얻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등학교 교과서에 제

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비 으로 고찰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를 살펴보

았으며,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

의 수 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등학교 교

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 내재된 한계가 무엇인지 비 으로 논의하 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는 다문화 인식, 다문화 련 쟁 , 다문화에 한 태도 등의 세 가지 역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역에는 그에 해당하는 몇 개의 하  내용이 존

재했다. 다문화 인식의 역에는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의 비

교’의 하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에 한 인식과 련한 

내용은 주로 국가 간 문화의 다양성에 을 두었으며, 다문화의 역으로 언

되는 것은 의식주, 종교, 운동, 술 등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련 쟁 의 

역에는 ‘사회  소수자’와 ‘문화  편견과 차별’의 하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과

서에서 문화  편견과 차별의 상이 되고 사회  소수자로서 언 되는 이들에 

해서는 교과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쟁 을 해결하기 

한 안으로서 소수 문화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해와 배려

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다문화에 한 태도의 역에는 ‘다양한 

문화에 한 존 과 용’, ‘인권 존 ’의 하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과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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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 필요한 태도와 련하여 주로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존 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의 

수 은 다원  수 , 비  수 , 실천  수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각각의 수 에는 그에 해당하는 몇 개의 하  내용이 존재했다. 우선 다문화

교육의 세 가지 수   다원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다양한 문화 요소들

을 제시하고 여러 문화 집단들에 한 수용과 용의 태도를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비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에서는 다양한 소수집단의 발생과 소

수 문화 집단의 에서 본 편견과 차별의 문제에 을 두고 있었다.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 내용은 다문화와 련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나타나 있었다. 등학교 교과서에서 소수집단의 

학생들을 주류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는 보수  수 의 다문화교

육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원  수 , 비  수 , 실천  수 의 다문화

교육 내용은 그 비 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 한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어서 3, 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에서는 

세 가지 수 이 모두 다루어지지만 5, 6학년 교과서에서는 다원  수 만이 다

루어지고 있었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몇 가지 

한계 을 가진 것으로 밝 졌다. 우선 다문화교육의 내용에서 다문화, 문화의 다

양성이 한정된 범 에서 다루어짐으로써 다문화 련 논의가 소한 맥락에서 

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이 주로 국가를 경계로 

한 문화의 다양성을 다루며 특히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모습을 주요 

역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의 특수성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가 간 문화의 다양성에만 을 두

는 것은 국가 내의 다양한 이질 집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국가를 하나의 동

질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 국가를 기 으로 하는 정체된 문화  특성을 다룰 것이 아니라 문화 

집단을 구분 짓는 다양한 기 들에 한 이해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4 -

  한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다문화에 한 태도와 련한 내용은 

주로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존 을 강조할 뿐 평등과 인권 존 에 한 것

은 다루지 않고 있다. 평등은 다문화교육이 바탕으로 두어야 하는 교육 원리로

서 문화  소수집단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려야 할 가치이다. 그리고 다

문화교육이 피상 인 근에서 벗어나기 해서는 인종, 문화, 언어, 성  지향

과 같은 다양한 문화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에 한 존 과 보편  인권과 

련된 교육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맥락에서 평등과 인권 존 의 내용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형성 배경과 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표 인 소수집단인 외국 

이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회  약자의 치에 놓여 있다는 을 고려할 

때, 다문화교육이 인권 존 과 평등의 에서 실행됨으로써 그들에 한 국가

·사회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학교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 부분이 다원  수 으로 

나타나고 비  수 과 실천  수 의 내용은 미약하게 다루어진다는 에서 

다문화에 한 다차원  근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부분이 다원  수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

리나라에서 실행되는 다문화교육이 소수집단에 한 오개념을 양산할 수 있으며 

재의 다문화 상황에 내재된 여러 갈등과 모순을 가리는 것으로 지 될 수 있

다. 따라서 교과서에 비  수 의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다루어짐으로써 학생

들이 문화를 둘러싼 권력 구조의 형성과 유지 배경을 악하도록 하고 소수집단

의 에서 주류 집단의 문화를 논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실천  수

의 다문화교육이 다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이 다문화 련 내용들을 인지하는 것뿐

만 아니라 그것을 토 로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사회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이 단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을 

지나 그것을 다양한 에서 비 으로 고찰하고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에 있

어서 변화를 일구어내기 해서는 교육 내용에 있어서 비  수 과 실천  수

으로의 단계  심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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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결 론

  이 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여러 교과별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분석함으

로써 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교과 반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총체 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

들 부분은 하나의 개별 교과에 을 두고 해당 교과에서 다문화교육 내용으

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개별 교과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이 학교 장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

행되고 있는지에 한 반 인 이해를 얻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러 교과별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한 것은 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의 종합 인 황을 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 방법에 있어 귀납 인 내용 분석 방식을 취함으로써 교

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있는 그 로 드러내고자 하 다. 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기존의 학자들이 고안한 분석틀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연역 으로 탐색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성립된 이론이 교

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유용하지만, 한

편으로 일정한 에 근거하여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분석 상에 

한 이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데는 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귀납 인 방식을 활용한 것은 학교 장

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에 합하며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추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함의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 내용의 문제는 

향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서 개선되어야 할 들이 무엇인지 시사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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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다양한 범 와 역의 문화 요소들을 다문화교육의 내

용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평등과 인권 존 의 가치가 다문화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될 때 다문화에 

한 다양한 근의 내용을 반 함으로써 다문화교육 내용의 수 이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혹은 동일한 학년 내에서 그 수 이 차 

심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 몇 가지를 지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교과서를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

육과정의 성취기 에 다문화교육과 련한 키워드가 제시된 도덕, 사회, 음악, 

미술 교과의 교과서를 분석 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취기 에 

다문화교육과 련한 사항이 직 으로 언 되지 않더라도 교과서에 그와 

련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다. 컨 , 국어 교과의 경우 성취기 에 다문화교

육과 련한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과서의 삽화나 지문에서 이와 

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교과별 교과서 에서 본 연구

에서 분석하지 않은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본 연

구에서 음악, 미술과 같이 검정 교과서에 해당하는 교과의 경우 모든 출 사의 

교과서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학교 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교과서 1권씩이 

선정되었다는 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미술에 해당

하는 모든 검정 교과서들을 분석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고 단되어 분

석 교과서를 교과 당 1개 출 사의 것으로 제한하 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는지 

알아보기 해 주된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를 분석 상으로 설정한 것이기

에, 실제 학교 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실행되는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심으로 다문화교육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업의 양태로 나타나는 것은 교사, 학생, 지역 등 여러 변인

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띨 것이다. 특히 이 에서 다문화교육의 실행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은 바로 교사 변인이다.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로서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가장 직 으로 매개하고 조정한다. 교사가 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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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이해와 역량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냐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실행 모

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곧 그것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본 교과서 분석 연구가 한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장에서 다루어지는 다문

화교육에 한 이해를 얻기 해 실제 인 다문화교육의 실행 모습에 한 분

석이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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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s national curriculum has attempted to reflect the introduc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contents of multiple cultures since ‘2007 Revised 

Curricululm’. However many scholars have suggested voices of concern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field. It is needed to pay 

attention to textbooks that is usually used in school to understand the cause 

of problems of practicing multicultural education. Therefore, this analysis 

has performed to get overall understanding how multicultural education is 

understood and practiced in elementary school field. For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xtbooks and explored 

the results critically. To achieve this goal, the research questions were 

construct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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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hat is the content elem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Second, how is the contents level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Third, what is the limitation of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In brief,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tent elem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xtbooks fall into three 

areas of multicultural awareness, issue and attitude. And each area has some 

subordinate contents. The area of multicultural awareness includes subordinate 

contents of ‘understanding about diverse culture’ and ‘comparison of diverse 

culture’. The contents related with multicultural awareness usually focus on 

cross-border diverse culture and the domain of multiple cultures are food, 

clothing, shelter, religion, sports and art. The area of multicultural issue 

includes subordinate contents of ‘social minority’ and ‘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e minority group that is target of 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s different according to subjects and the alternative of solving 

issue occurred in multicultural society is an effort to protect the right of 

minority group and an attitude of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The area 

of multicultural attitude includes ‘respect and tolerance about diverse culture’ 

and ‘respect of human right’. The attitude that is needed in multicultural 

society is understanding and respect about diverse culture. 

Secondly, contents level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xtbooks fall into 

three areas of plural level, critical level and practical level. And each area has 

some subordinate contents. The multicultural contents of plural level present 

diverse cultural elements and emphasize an attitude of acceptance and 

tolerance to diverse cultural group. The multicultural contents of criti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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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an arise of diverse minority group and problem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at are recogni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minority cultural 

group. The multicultural contents of practical level deals with activities that 

improve understanding of people about multiple cultures. In textbook, there 

are not multicultural contents of conservative level that assimilate minority 

group students and multicultural contents of three levels have considerable 

gap in ratio. Also, the level of multicultural contents has a gap according to 

grade. The multicultural contents of third and forth grade textbooks deal with 

all three levels, but fifth and sixth grade textbooks deal with only plural level 

of multicultural contents.

Thirdly, the multicultural contents of textbooks have some restrictions. 

Multiple cultures are argued in limited area. The multicultural contents that 

only focus on cross-border diverse culture can’t consider diverse groups 

inside the country and regard country as a homogeneous group. In teaching 

multicultural contents, it is needed to deal with the understanding of diverse 

standards that divide cultural groups, not the stagnant cultural feature of one 

country. 

And, the contents of the attitude to multiple cultures in textbooks usually 

emphasize understanding and respect to diverse culture, but they don't deal 

with equality and respect of human. Equality is educational principle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is based on and value that every people has to enjoy. 

Respect of human is effort to assure dignity of human regardless of cultural 

background in explosive multicultural society. The multicultural contents of 

textbooks have to deal with not only understanding and respect of diverse 

culture but also realization of equality and respect of human.

Lastly, the multicultural contents of textbooks are short of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because almost contents are presented as plural 

level and critical and practical level are presented weakly. The fac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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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 multicultural contents of textbooks are plural level bring about 

misunderstood about minority group and hide some conflicts and contradic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it is need that contents of critical and 

practical level are expanded and the gradational deepen of level performed, so 

that students can explore background of power structure and participate in 

process of decision making and social action. 

Meanwhile, this study has some significancies and limitations as well. The 

researcher try to show overall understanding of how multicultural contents 

are dealt with in subjects by analysing textbooks of diverse subjects. And, 

this study is analyzed by inductive method, so it can show multicultural 

contents of textbooks as it i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give some 

implication to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textbook later. However, the 

researcher didn’t analyse all textbooks and couldn’t seize on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ield because it focuses on 

textbook. Thus, further studies need to be analyzed about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ield. 

*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ontent elem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ontents level of multicultural education, textbook analysis  

              

* Student number: 2013-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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