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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패러다임에 한 종합 분석 : 

패러다임과 Banks 근법과의 계성을 심으로*

**

1)

다문화 교육은 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연구 분야 의 하나이다. 다문화 교육에 한 사회  심 확산에 

따라 최근 들어 학계에서도 다문화 교육 련 연구물들이 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연구에서 우리나라

의 다문화 교육은 아직 연구 기 단계이며, 특히 이론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 본 연구

는 다문화 교육에 한 사회 ‧학문  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론  토 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에

서 비롯되었다. 이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재 우리의 다문화 교육과 련된 다양한 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론 ‧철학  패러다임 틀을 구성하고자 하 다. 아울러, 본 연구서는 다문화 교육에 한 다양한 

방법론  략들이 5가지의 이론 ‧철학  패러다임과 련하여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를 

Banks(1988)의 근법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이론 ‧철학  패러다임 틀은 지

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러한 개념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실행양상과 그 가능성과 한계를 미리 망해 보게 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론 ‧철학  

패러다임과의 연 성속에서 살펴본 Banks의 근법의 구체  실행양상 유형 등은 우리의 불분명한 다문화 교육 

개념을 섬세하게 이론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망된다.

주요어 : 다문화 교육, 보수  다문화주의, 개방  다문화주의, 다원  다문화주의, 비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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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오늘날 가장 많이 주목 받고 있는 연구 분야 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사에서는 2007년 2월 28일자로 고시된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이

라는 용어가 최 로 등장하 다. 이는 정부차원에서도 ‘다문화 교육’에 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작 어떠한 유형의 다문화 

교육을 말하고 있는가에 해서는 부연 설명 없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의 하나로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만을 추가하 다. 근자에 들어 다문화 교육 

련 연구물도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실천

할 것인가에 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은 매우 고무 이라 하겠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아직 연구 기 단계이며, 특히 이론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

로 지 되고 있다(박제의·강 석, 2009; 장인실, 2006; 문미숙·박창언, 2009).

다문화 교육 련 연구는 2000년 이 에는 매우 드물었으나, 최근 2~3년간 목할만하게 증가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다문화 교육과정 설계 모형, 장 실태 조사,  다문화 교육의 방

향, 교사 교육 교육과정 구성, 교사 교육의 방향과 시시사 , 로그램 효과 분석 등을 논의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에 한 황, 장 정보,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에 한 실질 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

한다는 정 인 측면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반 으로 선행연구  다문화 교육에 한 이론

 고찰을 종합‧체계 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물(모경환, 2009; 하윤수, 2009)은 극히 드물며, 이

론  고찰을 다루더라도 몇몇 학자들의 모형과 근법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특정 학자의 근법에 한 소개 부분은 지나치게 간결하게 근법의 제목과 두세  

정도의 요약으로 기술되거나, 연구자의 치 못한 자의  해석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해당 

근법의 본연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한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상이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개별연구들 간에 공통 으

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다. 먼 , 부분의 연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 인 한 요소는 다문화 교

육 필요성 논의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이주민, 해외 

노동인구, 탈북인 등의 유입으로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특성을 더해 가고 

있고, 다문화는 세계화에서도 요구되는 개념이므로, 이들에게 합한 교육방법을 탐색하지 못한

다면, 우리사회에 문제와 손실을 래할 것이라는 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이다(이주민 증가, 세계화 요구, 교육  이득 증진 등의 3가지 이유에 주목하여 정당

화). 



필자도 이러한 주장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완 히 부정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의 

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한 이러한 견해는 다문화 교육과 련된 특정 이론 ‧철학  패러다임

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견해와 문제 인식하에서 실천되는 다문화 교육

이 과연 그러한 견해와 부합되는 다문화 교육 패러다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간다. 한 이주 인구 증가에만 주목하며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왜·무

엇 때문에 진정 우리 사회가 다문화 교육이라는 세를 따라가는가, 다문화 교육의 궁극 인 지

향 과 과제는 무엇인가 등에 한 근원 인 인식을 제한한다. 실로, 다문화 가정 자녀수가 속

히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체 학생들 의 아주 은 일부에 불과하다( 등 

0.39%, 등 0.12%, 고등 0.037%-07년 교과부 통계 기 .  등 0.62%, 등 0.16%, 고등 

0.063%-09년 교과부 통계 기 ). 이러한 상황은 백인 산층이 집한 미국 교외 지역 학교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다문화 교육에 한 역사가 우리 보다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근과 이론들이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산층 집 지역 교사들의 부분은 다문화 교

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Jenks, Lee, & Kanpol, 2001).

두 번째 공통 은 다문화 교육의 정의와 개념에 한 의 이며 모호한 진술이다. 이는 연구

자의 을 직  드러내는 형태 는 다문화 교육은 어떠한 교육으로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지

고 있다고 진술하여 연구자의 을 직  드러내지 않고 우회 으로 표 되기도 한다. 즉, 다문

화 교육을 ‘이주자를 상으로 하는 교육의 통칭’, ‘타자에 한 이해’, ‘다수 상자의 소수자 

이해 교육(소수자에 한 편견과 차별 극복)’ 심지어는 연구자 본인이 개념화 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밝히지 않고, 단지 상호이해 증진, 편견 감소, 차별 철폐 등을 

한 교육으로 우리사회가 의미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진술되기도 한다. 다문화 교육에 한 이러

한 개념화는 우리가 주장하는 다문화 교육이 미국 사회에서 1970년 에 제기되었던 다원  다

문화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한 사회 ‧학문  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론  토 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재 우리의 다문화 교

육과 련된 다양한 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론 ‧철학  패러다임 틀을 구성하고자 하

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한 이론 ‧철학  패러다임을 종합 으로 분석하

여,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련 선행연구에서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진술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

을 구분하고 개념화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이론 ‧철

학 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외 련 연구물을 수합하여 다문화 교육에 한 철학, 가정, 목 , 의

도, 방법론에 따라 분류하여 5가지의 이론 ‧철학  패러다임을 구성하고자 하 다. 

아울러, 본 연구서는 다문화 교육에 한 다양한 방법론  략들이 5가지의 이론 ‧철학  

패러다임과 련하여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를 Banks(1988)의 근법을 심으로 살



펴보고자 하 다. 이러한 분석은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이론 ‧철학

 패러다임을 성찰하게 하고, 동일한 근법이 각기 다른 이론 ‧철학  패러다임의 토 에 

운 될 때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역동 인 실행양상을 진단해 보는데 도움을  것으

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다문화 교육 

과 실행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다문화주의에 한 종합 인 패러다임을 분석틀을 구성한

다. 둘째, 각 이론 철학  패러다임과 Banks의 근법과의 계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이론 ‧철학  패러다임 틀은 지 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러한 개념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실행양상과 그 

가능성과 한계를 미리 망해 보게 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론 ‧철학  패러다임

과의 연 성속에서 살펴본 Banks의 근법의 구체  실행양상 유형 등은 우리의 불분명한 다문

화 교육 개념을 섬세하게 이론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망된다.

II. 5 ·

McLaren(1994)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사회  평등과 정의 성취라는 본연의 이상

으로부터 분리된 다양한 형태로 되고 있다고 지 하 다. 본 장에서는 복잡‧다양한 다문화 

교육 논의를 구분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다문

화 교육을 이론 ‧철학 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외 련 연구물(모경환, 2009; 하윤수, 2009; 

Gibson, 1976; Jenks, Lee, & Kanpol, 2001; Kincheloe & Steinberg, King, 2001; Ladson-Billings,; 

2003; McLaren, 1994; Sleeter & Grant, 2003; Travares, 2007; Webster, 1997)을 수합하 다. 수합

된 연구물을 다문화 교육에 한 철학, 가정, 목 , 의도, 방법론에 따라 분석‧분류하여 5가지의 

이론 ‧철학  패러다임을 구성하 다. 즉, 다문화주의 는 다문화 교육은 이론 ·철학  패러

다임에 따라 보수 (conservative), 개방 (liberal), 다원 (pluralist), 좌 본질 (left-essentialist), 

비 (critical) 다문화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Kincheloe & Steinberg, 1997; McLaren, 1994; 

Webster, 1997). 보수  에서 비  으로 나아갈수록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실행 양상

이 심화된다(좌 본질  다문화주의 제외). 좌 본질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심화 양상과는 계없

이 소수‧다문화 집단에 의한 다문화주의 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

의 연구물에서 다루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 한 다양한 과 근법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합한 모형으로는, 5가지로 유형화하여 정리한 Kincheloe과 Steinberg의 분류

(보수, 개방, 다원, 좌 본질, 비 ), 그리고 역시 5가지로 유형화한 Sleeter와 Grant의 분류( 외



·문화 으로 다른 학생 가르치기, 인간 계, 다문화 교육, 단일집단 연구, 다문화주의 이며 

사회재건주의 인 교육)를 병합한 것이 가장 이상 이라고 단되었다. 를 들어, 고  연구

라 할 수 있는 Gibson (1976)의 5단계 분류(자선  다문화 주의, 문화  이해를 한 교육, 문화

다원주의를 한 교육, 이 문화 교육, 평범한 인간경험으로서의 다문화 교육)는 오늘날의 다문

화 교육의 심화된 실행양상을 담아내기에 부 하고, Jenks와 Lee와 Kanpol(2001)의 분류(보수, 

개방 , 비 )는 간편하기는 하지만, 다원  다문화주의와 좌 본질  다문화주의를 잘 드러내

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류화는 각 이론 ‧철학  패러다임  근의 특성과 실천양상에 한 이해

를 용이하게 도와 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분류 모형에는 서로 구분되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다소 넘나드는 각 이론 ‧철학  패러다임  근의 역동성을 축소시키는 문제 이 내재한다는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형화는 고정 · 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

다는, 오늘날 학교 장과 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 한 일련의 사고들을 규명하

고 탐구하는데 유용한 도구란 에 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다문화·소수집단을 미국화(Americanize)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문

화·소수집단을 시장경제 체제에 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문화·소수집단을 주류

문화에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등이 미국사회에서 보수  다문화주의들이 주로 던지는 질문

들이다(Gorski, 2009; Jenks, Lee, & Kanpol, 2001). 보수  다문화주의는 주류·지배집단 주의 

단일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상이성과 다양성의 인정과 확 는 사회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는데 

인 요소로 악한다. 보수  다문화주의 지지자는 다문화·소수집단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주

변부에 고착하게 하는 불균등한 권력 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문제시하지 않는다(Kincheloe & 

Steinberg, 1997; Ladson-Billings, 2003; McLaren, 1994). 권력 계, 문화, 사회  행동 거 등의 

기 은 주류·지배 집단에 내재하는(주류·지배집단이 규정하는) 것이다. 보수  다문화주의자들도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내용을 선별·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문화  교육

내용에 한 보수  다문화주의자들의 진술 방식은 매우 보수 이다. 즉, 선별된 다문화  교육

내용은 다문화·소수집단이 경험한 역사 ·사회  실제를 왜곡·변형하는 방식으로 진술된다. 

King(2004)은 그러한 보수  다문화주의자들의 교육과정 변형을 지식의 주변화(marginalizing 

knowledge)라고 지 하 다. 

  보수  다문화주의자들은 다문화‧소수집단이 주류사회와 시장경제체제에서 요구되는 지식

과 기술을 습득하게 될 때 평등과 계층 이동이 성취될 수 있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을 정당화 



한다(Gorski, 2009; Jenks, Lee, & Kanpol, 2001; Kincheloe & Steinberg, 1997; Ladson-Billings, 

2003; McLaren, 1994). 즉, 주류사회의 지식, 가치, 기술, 언어 등을 소수집단에게 제공하여 그들

이 빠르게 주류사회에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수집단의 권익을 한 최선의 조치라

고 주장한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주류사회의 실제  지식(know-how)에 기 한 처방  로

그램을 소수집단에게 제공하여 주류사회와 소수집단 간의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다(Jenks, Lee, 

& Kanpol, 2001). 이러한 에서 보수  다문화주의 근은 식민통치의 형이라 할 수 있는 

동화(assimilation) 정책과 유사하며, 결국 소수집단의 다양성과 그들에게 고유한 상이성은 통합

과 교정의 상으로 락하게 된다.

  정리하여 보면, 보수  다문화자들의 교육과정 구성은 (자신들의 에서) 문화 으로 결핍

된 다문화·소수 집단의 학생들에게 주류집단(백인· 산층·남성)을 기 으로 설정된 지식, 기능, 

가치 등을 공 하여 그들을 주류사회에 동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

서 보수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교육 근들은 다문화·소수집단 학생들이  사회 체제 

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  지 와 역할에 순응을 의도하고 있으며, 주류사회가 제시하는 

문화 규정으로의 효과 인 동화를 추구한다. 

개방  다문화주의는 인본주의  과 로벌 시장경제 체제와 연 하여 보수  다문화주

의를 변형시킨 이 첩되고 있는 근이다(Sleeter & Grant, 2003; Jenks, Lee, & Kanpol, 

2001; Ladson-Billings, 2003; McLaren, 1994)). 즉, 상이성과 다양성에 한 립 인 태도와 모든 

인간과 집단 간에 존재하는 차이  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편견과 인종 ·문화  차이

을 하게 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근이다. 동질성을 강조하는 개방  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은 모든 인간은 동질 인 것이며, 

단지 피부색만이 다를 뿐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피부색에 한 색맹(color 

blindness))은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Elton- Chalcraft, 2008; Jones, 

1999). 즉, 이 근에서 다루어지는 유색인종의 모습은 그들 자신에게 고유한 인종·문화·역사  

특성이 인간의 동질성과 보편  가치에 함몰된 상태로 묘사된다(Sims, 1982). 

  개방  다문화주의는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다문화·소수집단의 속화된 지식(subjugated 

knowledge)을 교육과정에 (일부)포함함으로써 보다 조화로운 사회와 문화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추가된 다문화  교육내용(사건, 개념, 이슈, 문제 등)은 여 히 피상 이며, 

주류사회(백인)의 에서 진술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Banks, 1988; Jenks, Lee, & Kanpol, 

2001; Jones, 1999; Ladson-Billings, 2003; Nieto, 2004). 한, 개방  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은 다양



한 다문화·소수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다문화·소수집단과 주류집단(백인 산층) 간

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불평등한 사회구조, 갈등, 모순 등에 

하여 단순하게 근함). 개방  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은 주류사회·문화로의 동화를 표면 으로 

의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방  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이 주류집단과 다문화·소수집단 간의 불

평등한 계성에 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체제에 정면으로 도 하지 않으며, 한 

우연히도 궁극 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동질성(모든 인간과 집단들 간의 동질성)의 상당부분은 

주류집단(백인, 서방사회)의 것을 기 로 두고 있다(Kincheloe & Steinberg, 1997; 

Ladson-Billings, 2003; Sleeter & Grant, 2003; Vickers, 2008). 이러한 에서 볼 때, 개방  다문

화주의자가 주장하는 모든 인간에 존재하는 동질성이란 여 히 주류집단(백인)이 심이 되는 

개념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조화는 결국 주류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

의 다양성을 첨가한 융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정리하여 보면, 비록 개방  다문화주의는 인본주

의  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문화와 정체성에 한 단순화된 개념에 기반을 두어 “서로에 

해 좀 더 잘 알아보자”고 하는 것은 인종차별과 불평등의 근원 인 원인 규명을 회피하는 근

이 될 수 있다(Jenks, Lee, & Kanpol, 2001).

다원  다문화주의( 는 문화 다원주의)는 1970~1980년  다문화 교육에 한 가장 주류  

에서의 설명에 해당하며, 오늘날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실천 양상과도 한 연 성을 갖고 

있다(Ramsey et al, 2003). 다원  다문화주의는 개방  다문화주의와 유사한 이 많으나, 다원

 다문화주의는 동질성(개방  다문화주의에서 주장하는 모든 인간과 집단 간에 존재하는 동질

성) 보다는 차이 에 을 두고 있다(Jenks, Lee, & Kanpol, 2001; Kincheloe & Steinberg, 

1997). 이 근은 다양성을 본질 으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 다양성은 자유시

장 경제와 세계화 강화에 따라 더욱 요구되는 개념으로 악한다(Travares, 2007). 다원  다문화

주의는 문화 간의 동등성, 사회  불평등을 인정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고자 한다. 한 문

화  다양성의 보장은 소수 집단의 생존에 필수 임을 인정하고,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 로그램

을 강화하여 문화  다양성과 소수집단의 권익 신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다원  다문화의는 평등

과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하여 교육의  과정과 학교의 양상을 다문화 인 모습으로 재

구성하고자 한다. 다원  다문화주의에서 교육과정 내용은 주류사회(미국) 내 다양한 다문화‧소

수집단의 과 지식을 반 하여 재조직 된다. 한 이 은 학교의 양상을 다문화 인 모습

으로 재구성하기 하여, 학교의 모든 교직원 구성은 다양한 다문화‧소수집단을 포함하여 균등

하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leeter & Grant 1993, 2003). 즉, 모든 학생들이 거의 모든 교



과에 반 된 다양한 다문화·소수집단의 문화  유산과 역사  웅, 여성 작가의 작품 등을 배움

으로써 주류사회 학생들의 다문화·소수집단에 한 이해를 넓히고, 다문화·소수집단의 학생들의 

자 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같이 다문화·소수집단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  통과 유산에 자 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  처방만으로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억압과 불평등에 한 근본 인 치유

가 될 수 없다고 지  된다(Kincheloe & Steinberg, 1997). 한 다원  다문화주의도 백인 는 

유럽인 심으로 설정된 사회  기 , 거, 계 등이 다문화·소수집단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

가에 한 면 한 분석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다문화·소수집단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상이성이  사회·권력체제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한 비 인 분석

을 수반하지 않고, 다양성 그 자체를 한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머물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Jenks, Lee, & Kanpol, 2001; Kincheloe & Steinberg, 1997; Travares, 2007).  

일반 으로 다원  다문화주의가 무슨 의미인지에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이것

이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합의된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용이하지 않다(Gibson, 1976). 이

는 바로 다원  다문화주의에 한 의미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원  다문화

주의에 해당하는 근들은 상이성에 주목하고 동화와 융합을 거부한다는 공통 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1970년 의 다원  다문화주의는 자문화(다문화·소수집단 문화)와 주류문화의 공존과 상

호이해에 을 두고 있으나, 시기를 거쳐 감에 따라 다양성의 범주와 권력의 역동성에 한 

심 정도가  확 되는 변화를 보인다(Ramsey et al, 2003). 다원  다문화주의를 최 한 

범 하게 정의한다면, 다원  다문화주에 해당하는 근으로는 동질성 보다는 차이 에 주목했

지만 그 근 방식에서는 개방  다문화주의와 매우 유사했던 1970년 반의 근 유형에서부터 

계층, 인종, 성별을 통하는 권력 계와 사회·정치·경제  문제들을 인식하기 시작하 으나, 이

에 한 심리학  해결책(학습스타일을 고려한 교육과정 용, 개인  편견 감소 추구)을 추구하

던 1980년  후반의 근 유형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Kincheloe & Steinberg, 1997; Popkewitz, 

1988; Ramsey et al, 2003). 

좌 본질  다문화주의는 좌 개방  다문화주의(left-liberal muticulturalism)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좌 본질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이성을 매우 이국 인(exoticism) 수 으로 강조한다

(Kincheloe & Steinberg, 1997; Ladson-Billings, 2003; McLaren, 1994). 이들은 인종 간 동등성에 

한 강조는 인종 간의 서로 다른 문화  차이 (행 , 가치, 태도, 인지양식, 사회  실행 등에 

있어 다른 인종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 )의 원인이 되는 문화  상이성의 근원에 한 인식을 



해한다고 주장한다(McLaren, 1994). 즉, 주류사회의 다문화주의 처리방식은 인종, 계층, 성별 

등과 련된 특성과 상이성의 본질에 한 근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들은 지 한다.

좌 본질  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체성은 고정된 일련의 속성(본질)로 구성

되어지는 것이 된다. 이들은 집단속에는 집단 구성원들 정체성 생성의 기반이 되는 고정된 본질

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하고, 상이성을 집단 정체성의 핵심 요소들이 설정된 먼 과거 시기의 

문화  고유성과 연결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McLaren (1994)은, 좌 본질  다문화주의자들은 타

성·상이성을 선천 인 상태로 되돌리는 방식(다름의 차이를 문화  고유성에 한 원 ·원시  

차이에서 찾고자 함)으로 그 본질을 악하고자 한다고 지 하 다. 

상이성을 원시 문화  고유성의 차이에 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단일문

화주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즉, 하나의 정체성을 한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특권화하고

(집단 내 차이를 획일화) 정체성들 간의 복잡성·교차성을 간과하며, “.. 주류문화는 나쁜 것, 주변

화된[다문화·소수집단] 문화는 좋은 것”(Kincheloe & Steinberg, 1997: 21)으로 규정한다. 좌 본질

 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정체성의 본질 탐색은 집단 내 통합과 집단 간 경계유지에 

매우 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유지는 특정 인종·민족 집단의 이익을 증 하기 한 

다문화주의 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문화 ·인종 ·민족  경계들을 통하고자하는 다문화 

교육 근들과는 구분된다(Gibson, 1976). 정체성 정치학(identity politics)에 기반을 둔 학의 인

종연구, 성별, 성정체성, 장애 등에 한 부분의 로그램들은 정체성을 본질화된 것으로 간주

하는 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Ladson-Billings, 2003). 서로 다른 정체성의 카테고리들이 한 

개인에게 있어 경쟁하지 않고 포함된 상태( : 흑인 회교도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를 다루는데 

주목하거나 각 정체성 간의 통을 시도하는 로그램은 매우 드물다.

정리하여 보면, 인종, 계층, 성별, 역사 등은 한 개인의 정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매우 요하

다. 그러나 좌 본질  다문화주의는 정체성 형성 과정의 역동성과 유동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역

사 ·문화 으로 상이성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는지, 상이성과 권력 소재· 용과의 계성을 

경시한다(Vickers, 2008). 좌 본질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 조직은 통 인 스테 오타

입을 자신들만이 옳다는 진실 청구(truth claim)로 체하고자 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다문화·소

수집단의 속화된 지식은 종종 지당한·순 한 진리 표명으로서 낭만 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

다(Kincheloe & Steinberg, 1997).

지 까지 살펴본 다문화 교육에 한 다양한 패러다임들은 상이성을 인정하고 포함하는 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산하자는 소박한 목표



는 불평등의 구조 ·물질  근원을 경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특정 집단(백인) 심성과 

그들의 권력·특권을 면 히 분석하고 탐색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한 방식의 다문화 교육은 

재 상황의 실제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재의 불평등을 잘 드러나지 않도록 보다 깊숙이 

장하는데 기여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Ladson-Billings, 2003; Travares, 2007). 이

러한 문제의식에서 비  다문화주의는 지 까지 논의된 다문화 교육에 한 다양한 들(

통 인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할 뿐만 아니라, 상이성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  계성

에 한 이해와 분석을 제공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비  다문화주의와 통 인 다문화 교육 들 간의 차이 을 이해하기 해서는 그들이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 인 들은 ‘다문화주의’에서의 

‘문화’를 한 사회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써 주로 한 개인·인간의 인종·민족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거나, ‘문화’를 심미  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  다문화주의자

는 Foucault(1991)의 담론(discourse) 개념과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수용하여 문화의 정

의와 을 확 ·변화하 다. 담론 개념은 문화가 집단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공유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의·활용되며, 개인  집단 간의 불평등한 계

성에 기반을 둔 문화 규정이 어떠한 차별 인 향을 래하는가에 주목하게 한다(Dirks et al, 

1994). 통치성 개념은 문화는 사회 리 과정에서 창출되었으며, 문화는 통치의 상이고 동시에 

통치의 도구라는 에 주목하게 한다(Bennett, 1992). 이러한 문화 개념 재정의로 비  다문화

주의자들은 개인이 복수 인 문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과 문화와 정체성 간의 복잡성과 

교차성에 주의하고, 그들의 문화 범주는 인종·성별, 성정체성, 계층, 장애 등을 포함하게 된다.

비  다문화주의자들은 인종, 계층, 성별, 그리고 모든 억압 유형들의 "표상(representation) 

은 기호와 의미에 한 사회  투쟁의 결과(McLaren, 1995: 42)"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한 로, Ebert(1991)는 의미화 실천(signifying practices)을 언어와 비유에 한 역사  작용·작동

으로 간주하는 소쉬르학  기호학(의미화 실천을 인류 공통의 내부 구조에 따름이라 지 하여 

언어 주체와 기호 밖의 세계와의 계성 탐구를 포함하지 않은)을 거부하고, “의미화 실천을 경

제 ·정치  계와 여하는 물리  작용의 총제로 간주하 다(Ebert, 1991: 117; McLaren, 

1994: 45에서 재인용)”. 

이 게 하여 " 항의 한 형태로서 단순히 텍스트  역할과 비유  재배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좌 본질  다문화주의에서의 경우처럼), 의미가 창출되는 사회 , 문화 , 기  계성

을 변화시키는 핵심 과제에 역 (McLaren, 1995: 42)."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McLaren (1995)

의 의미화 정치(politics of signification)와 유사한 맥락에서, Jordan & Weedon (1995)의 문화정

치(cultural politics) 개념과 Giroux(1993)의 지식의 정치(politics of knowledge) 개념은 문화에 

한 심층 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정 집단의 문화와 지식이 하나의 규정과 거로 설정되는 과



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  불평등에 향을 주는지를 밝 다. 그들의 연구는 문화와 지

식 규정, 의미화 실천은 가치 립 인 것이 아니고, 문화 ·역사 ·인종 ·언어 으로 차별 인 

계성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지 하며 주류집단 심의 거와 차별 인 권력 계에 정면으로 

도 한다(Girux, 1993; Kincheloe & Steinberg, 1997; Ladson-Billings, 2003; Sleeter & Grant, 

2003). 이러한 을 따르는 교사는 다문화·소수집단에 한 보이지 않은 거로서의 백인 심

주의(whiteness)와 남성 심주의를 면 히 분석하며, 사람들의 자기 자신에 한 이해와 타인에 

한 이해가 의미·문화·지식의 정치  작용을 통하여 어떻게 주류집단의 에 향 받고 있는

가를 탐색한다. 즉, 타자에 한 이해를 시작하기 이 에 학생들의 가치, 신념, 행동, 무지 등이 

그들의 사회  지 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왜 학생 자신의 의견이 주류집단의 에 

향을 받고 있는가에 한 자기 성찰과 비  인식 고취에 을 둔다.

정리하여 보면, 비  다문화주의자들의 연구는 다양한 사회 역에서 인종, 계층, 성별에 한 

표상이 역사  과정과 권력 역동성과 련하여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하고, 주류집단이 규

정한 다문화·소수집단에 한 표상이 어떠한 차별 인 물리  향력을 래하는가를 증명하는데 

을 둔다(Kincheloe & Steinberg, 1997). 즉, 비  이론에 근거한 비  다문화교육은 자신에 

한 성찰과 학교·사회 제도에 한 근원 인 근으로 기존 사회질서의 재구성을 추구한다.

III. · Banks 

본 장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다양한 방법론  략들이 (II장에서 살펴본) 다문화 교육에 한 

이론 ‧철학  패러다임과의 련하여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 로, Banks(1988, 1993)가 제시한 4가지 모델의 각 근법은 하나의 이론 ‧철학  패러다임

에 속할 수 도 있고(앞장에서 살펴본 5가지 패러다임 ), 하나 이상의 이론 ‧철학  패러다임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Banks의 부가  근을 개방  다문화주의와 가장 련이 있는 

근으로 해석한 사례(Jenks, Lee, & Kanpol, 2001)도 있고, 다원  다문화주의와 가장 련이 있는 

근으로 본 경우도 있다(Castagno, 2009). 이는 Banks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론 ‧철학  

패러다임 분류를 염두에 두고 략들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가능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에 심이 있는 ( 비)교사가 어떠한 략을 선택하던 그 구체  

실행양상은 해당 학자가 제시한 략을 교사 자신의 이론 ‧철학  패러다임에 따라 어떻게 재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 인 근법을 이론 ‧철학  패러다임과 연

하여 조명해 보는 것은,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이론 ‧철학  패러다

임을 성찰하게 하고, 구체 인 근법들을 어떻게 용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은 동일한 근법을 선택하더라도 이것이 각기 다른 이론 ‧철학  패러다

임의 토 에 운 될 때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경우에 따라서는 근법의 본연  의미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그리고 역동 인 실행양상을 진단해 볼 수 있게 해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문화 교육 근법을 제시한 많은 모형 에서, Banks(1988, 1993)의 모형을 철학  패러다임

의 분석 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Banks는 다문화 교육 이론을 거의 표하는 학자로 

우리나라에서 리 소개되어 왔으며, 그의 모형이 이론 ‧철학  패러다임 경계를 다소 모호하

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모형은 다른 학자들의 모형에 비해 상 으로 

이론 ‧철학  패러다임을 명료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각 략은 상이한 이론 ‧철학  패러다

임에 따라 다르게 해석‧ 용될 가능성이 있다(Banks의 모형은 이론 ‧철학  패러다임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략들을 설명함). 그러나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Banks의 모형에 한 분류는 

각 략이 상이한 이론 ‧철학  패러다임에 따라 다르게 용되는 양상을 조명해보는 좋은 사

례가 될 수 있으며, 다른 모형의 분류를 용이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수 있으리라 기 된다. 

한 지 까지 Banks의 근법에 한 소개는 매우 간략하거나 치 못한 자의  해석을 포함

하여 설명되는 경향이 있어 왔으며, 해당 근법을 선택하고 실천할 교사 의 다양성 측면에

서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이론 ‧철학  패러다임과 

방법론  략 간의 계성을 Banks의 모형을 심으로 살펴보겠다. 

Banks(1988)는 그가 제시한 모형의 4가지 유형 근법을 “기여 (contributions)", "부가

(additive)”, “변 (transformative)", "사회  실행(social action)"으로 명명하 다. 먼 , 기여  

근은 Banks(1988, 1993)가 제시한 4개 근법  첫째 유형에 해당하며, 보수  다문화주의, 개

방  다문화주의 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 “기여  근”은 타문화 집단이 인류 사회에 기여

한 바는 무엇인가에 주목한다. 이 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문화·소수집단의 다양성에 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일부 포함함으로써 사회(미국)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고 수업을 보다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한 로, 흑인 역사의 달, 세계 음식의 날, 민족 축제, 다양한 집단의 

웅들에 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일부 포함함으로써(특정 일 는 특정 주에만 이벤트화 하여 

다룸) 주류사회 학생과 다문화·소수집단 학생들이 모두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 근은 인종차별, 빈곤, 억압 등과 같은 사회 으로 무거운 이슈는 정작 다루지 않으므

로, 학생들에게 다문화·소수집단에 한 피상 인 지식을 제공하는 수 에 머물게 된다(Jenks, 

Lee, & Kanpol, 2001; Ladson-Billings, 2003). 기여  근을 다문화 교육을 한 하나의 간편한 

출발 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근이 보수  에서 작용한 것이라면, 이는 자신들도 



다문화주의자임을 드러내고 동시에 기존 질서와 주류사회의 가치를 옹호하기 한 목 에서 활

용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여  근의 활용은 종종 상  단계로 진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타 문화 집단에 한 피상 인 이해와 기존 편견을 유지·강화하는 장된·형식 인 다문

화 교육에 고착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부가  근은 Banks(1988, 1993)가 제시한 4개 근법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 이벤

트 인 기여  근에 비해 상 으로 다소 체계 인 교육과정 변형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부가

 근을 보다 근원 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도 

개방  다문화주의 보다 훨씬 극 인 패러다임이 개입될 때 가능해 보이며, 부분의 부가  

근은 보수  다문화주의와 개방  다문화주의 내에서 작용한다(다문화에 한 형식 이고 피

상 인 추가이나, 는 보다 공정한 다문화  내용 처분을 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냐

의 여부에 따라). 부가  근은 기존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 목 , 특성들이 손상됨이 없이 유지

된 상태에서 다문화  교육내용, 개념, 주제,  등을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근이다. 즉, 부가

 근을 지지하는 교사는 교육과정에 한 철 한 재구조 작업(상당한 양의 시간, 노력, 훈련과 

교육과정의 목 , 성격에 한 성찰이 요구되는)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 추가한다. 특정 일 는 특정 주에만 다문화  내용을 잠시 다루므로 웅·기념일 

근(heroes and holiday approach)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여  근에 비해, 부가  근에서는 

다문화  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시간과 양이 다소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 추가된 다문화  교육내용(사건, 개념, 이슈, 문제 등)은 여 히 주류사회 백인의 에

서 거의 진술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는 기여  근과 부가  근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 한 철 한 재구조화 없이 실행되는 부가  근은 다문화  교육내용, 개념, 주제,  

등을 포함하더라도 반 인 교육과정의 진술은 주류사회의 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

다. Banks(1988)는 이러한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미국 등학교 5학년 역사 수업에서 “서부로의 이동”이라는 단원을 가르칠 때, 교사는 [이미 서

부에 있던] 라코타 인디언에 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그 당시 라코타 인디언의 삶

의 모습을 교육과정에 추가하 다하더라도 “서부로의 이동” 단원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는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한 백인에 을 두고 있으므로, 여 히 주류 유럽인 심 이라고 할 수 있다...( 략). 

“서부로의 이동” 단원은 라코타 인디언들의 에서는 “동부로부터의 침략”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객 인 단원 제목은 “두 문화가 미국에서 만나다”일 것이다(Bank, 1988: 2). 



와 같이 부가  근은 주류집단 심으로 설정된 체 인 교육과정 기본 틀을 변형하지 

않고 다문화  교육내용을 다루는 근이다. 따라서 Banks (1995)가 다문화 교육을 통해 기 하

는 낮은 수 의 목표(편견과 인종차별의 감소와 상호 존 과 이해의 증진 등)들도 보수  다문화

주의나 개방  다문화주의  하에서 작용하는 부가  근으로는 여 히 요원한 것으로 보인

다. 역설 이게도 다원  다문화주의 는 비  다문화주의 을 지닌 교사가 (본인의 의지

와는 계없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부가  근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그나마 성취 정도가 

높을 수 있는 것으로 기 된다. 만약, 다원  다문화주의 의 교사가 부가  근을 실천하게 

된다면(그리 매력 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근의 한계 내에서 다양한 다문화·소수집단의 

교육내용, 개념, , 주제 등을 최 한 활발하게 포함하고자 할 것이다. 한, 부가  근이 

좌 본질  다문화주의에서 작용한다면, 다문화  교육내용에 한 형평성 있는 선별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 소속된 는 지지하는 집단의 교육내용, , 주제들 주로 편성될 우려가 있다. 

변  근은 Banks(1988, 1993)가 제시한 4개 근법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며, 비  

다문화주의에서 주로 작용한다. 변  근은 기존 교육과정의 기본 틀에 한 근원 인 개정을 

수반한다는 에서 먼  언 된 기여 , 부가  근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변  근

은 교육과정을 극 변형하여 다문화  교육내용, 개념, 주제,  등을 포함하고, 이를 다양한 

다문화·소수집단의 에서 조명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형을 Bank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변  근의 교육과정 핵심 이슈는 인종집단, 웅, 기여 등에 한 장황한 리스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 , 미국 사회의 복잡성에 한 학생들의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 참조의 틀, 다양한 집단에 한 내용의 융합이다(1988: 3) 

의 인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Banks가 변  근을 통해서 양육하고자 하는 핵심 기능은 

바로 비  사고·분석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  사고는 타문화 집단에 한 주류집

단의 가치와 가정뿐만이아니라, 학생 개인과 자신이 소속된 문화집단의 가치와 가정을 모두 분석 

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는 배제되어 있는) 한 역사  사건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때(미국독립운동, 남북 쟁, 베트남 쟁 등),  미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에서 인종·민족·계층·성별 등과 련된 차별과 사회  문제 등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을 재구성한다. 즉, 교육과정 재구성은 다양한 에서 복잡한 사회  이슈를 살펴 으로써 

상 이면에 감추어진 권력 계와 자신의 인식을 비 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  다문화주의, 개방  다문화주의 을 지닌 교사가 변



 근을 선택할 경우는 불가능해 보인다. 변  근에서 추구하는 비 인 인식과 사고 양

육을 다원  다문화주의에서 그 로 수용한다는 것은 버거운 과제로 보인다. 다만, 1980년  이

후의 다원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 교사가 변  근을 일부 수용한다면, 다양성과 다문화·소

수집단의  등을 강조하지만, 복잡한 차원의 사회  이슈·문제에 한 개인 ·심리학  해결

책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한 좌 본질  다문화주의 의 교사에게 변  

근은 매우 매력 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좌 본질  다문화주의 의 교사는 자신과 학생

이 소속된 집단의 문화는 좋은 것이며 주류문화는 나쁜 것으로 이원화시키고, 문화  통과 차

이 을 집단의 경계유지와 배타성 증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변  근을 변형할 것으로 우려

된다. 아울러, 비  다문화주의 의 교사는 변  근에서는 직  포함하지 않은, 문제 

해결에 한 개인 ‧사회  실천방안도 학생들과 함께 강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

게 된다면 이는 이어서 설명될 사회  실천 근과 거의 유사하게 될 수 있다.

사회  실천 근은 Banks(1988, 1993)가 제시한 4개 근법  마지막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하며, 

비  다문화주의와 가장 부합된다. 사회  실천 근은 변  근을 포함하며, 양자 간의 경계

는 매우 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근원 인 차이는 학생들이 학습한 사회  문제, 개념, 

이슈 등의 해결과 연 된 의사결정과 실천 방안을 보다 극 ‧체계 으로 탐색하도록 사회  실

천 근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  실천 근은, 다양한 과 비  을 양육하기 

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을 두는 수 을 넘어,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가에 한 실천방안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  실천 근의 주요한 목표는 실천 방안 마

련을 한 의사결정 능력, 자율권, (사회  문제 해결에 한) 정치  효능감 신장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있다. 사회  실천 근에서의 학습 방식을 Banks(1988)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우리학교에서 편견과 인종차별을 감소시키기 하여 어떠한 조치‧실천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학생들은 한 자료를 수합하고, 그들의 가치와 신념을 분석하고, 안 인 실천 방침들을 확인하

고, 마지막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략). 결정한다(1988: 4).

의 인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 (주류 문화, 주류집단의 특권에 한 인식 결여), 개방

(주류집단 심성 인식 부족), 다원 (다양성 자체를 한 다문화, 권력 계 인식 부족) 다문화주의

에서 사회  실천 근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반면, 좌 본질  다문화주의자에

게 이 근은 가장 매력 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  실천 근은 단지 소속집단, 



소수집단 권력신장의 도구, 집단 분리 정책 지지‧투쟁 방안으로 변형되어 활용될 가능성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  다문화주의는 기여  근에, 개방  다문화주의는 부가  

근에, 비  다문화 주의는 변  근과 사회실천 근에 가장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원  다문화주의는 부가  근과 변  근의 경계선 부분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 좌 본질  다문화주의는 변  근과 사회실천 근을 가장 선호할 수 있겠지만 변형

된 형태로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지 까지 논의된 이론 ‧철학  패러다임과 Banks의 

근법과의 계성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표1>과 같다.

<표 1> 다문화 교육의 이론 ‧철학  패러다임과 Banks 근법 간의 계성

  

 
 

 

  
 

 
  

 

 

* 지지 양상 : ▪ 수용 - 받아들임/지지함, ▪ 거부 - 반 함

* 실행 양상 : ▪ 변용 - 변형된 활용, ▪ 활용 - 제시된 수  그 로 사용함, ▪ 범용 - 리 용함



IV.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한 사회 ‧학문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론  토 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하 다. 이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

는 재 우리의 다문화 교육과 련된 다양한 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이론 ‧철학  패러다

임 틀을 구성하 다. 한 다문화 교육에 한 다양한 방법론  략들이 개별 교사가 지지하는 

이론 ‧철학  패러다임과 연동하여 실제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를 Banks(1988)의 근법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 ·철학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

에서 실행된 다문화 교육 련 선행연구의 부분은 개방  는 다원  다문화주의에 속하거나, 

심지어는 보수  다문화주의 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부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지 은 

다문화 교육 련 논문들을 몇 편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다면, 필자가 각 개별 연구의 이 

어느 패러다임에 해당한다고 일일이 분류하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다문화 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을 분류하고 논쟁화하는 작업은 지 보

다 훨씬 이 에 우리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질  연구의 경

우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질  연구방법은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 본격 으로 도

입되기 시작하 으나, 질  연구에 한 심과 실행은 그 이론  깊이와 섬세함이 진화되는 속

도를 추월하여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양의 질  연구물들이 생산되었고, 이는 곧 질  연구

물의 질  하와 질  연구에 한 불신 래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 교육(다문화주의)을 단지 다른 문화에 한 연구, 타자에 한 이해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인간의 생활사에 있어 존재하는 문화와 문화  실천에 한 종합 인 연구로 보아

야 할 것이다(Ladson-Billings, 2003: 51)”. 우리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미국 사회의 그것 보다 

쉽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 으로 보면, 반 인 차별과 불평등의 수 가 미국 보다 

심하지 않다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보면, 우리사회의 차별은 더욱 교묘한 형태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정치  의제의 변화, 권력 계와 특권에 한 

인식 없이 추구되는 다문화 교육은  다른 형태의 사회질서 유지와 수용을 한 기재로 변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다문화 교육이 지 까지 우리사회에 내제되어 왔던 불

평등과 차별을 다문화라는 용어로 을 흐리게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단지 서방세계에 우리

도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다문화 교육에 한 은 

비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실 여건에서 통 인 다문화  에 기

한 략· 근법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즉,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여기는 가정· 념들이 실체

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자신의 모순에 해서도 끊임없는 성찰을 반복하여 사

회를 보다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실천  방법론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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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nthesis of literature on Multiculturalism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ical frameworks of 

multiculturalism and Banks's model

1)

This study arises from the lack of theocratical frame works and the growing confusion 

concerned with multicultural practices. This is problematic because it leaves many educators 

and teachers in the place of uncertainty about effective educational practices. By reviewing 

and analyzing various literature,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develop a synthe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rame works that can make sense of variations among current 

educational practices regarding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and critique of various multicultural education perspectives 

such as conservative multiculturalism, liberal multiculturalism, pluralist multiculturalism, 

left-essentialist multiculturalism, and critical multiculturalism. This study also connect  

Banks(1988) 4 different approaches to various multicultural education perspectives in order 

to explore the dynamic relations between the theocratical perspectives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Key words : Conservative Multiculturalism, Liberal Multiculturalism, Pluralist Multiculturalism, 

Left-Essentialist Multiculturalism, Critical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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