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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개념과
요소에 주목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그것이 어떻
게 나타나고 제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 그 결과가 한국의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미술과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한국과 호주의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요소와 특징들이 각각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미술교육의 목표’, ‘미술과 교과내용 및 성취기준’, ‘미술과 교수 학습 및
평가’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지원’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그 다음, 각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두 나라의 문화다양성 미술교
육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미술교육에 시사하는 점
등을 도출해 내었다.
비교 분석을 통해 발견해 낸,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첫째, 두 나라는 미술교과의 목표에서 ‘자
기와 자기를 둘러싼 세계, 즉 공동체’에 대한 탐구와 함께,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의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통과 공유 능
력’을 강조한다. 둘째, 미술교과의 교수 방법적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들
을 보인다. 셋째, 두 나라 모두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본 공통 언어 교육
과정을 별도로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다음으로, 두 나라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한국과 호주 양
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의 목표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적 측면에서 몇 가지
-i-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달리, 호주는 언어 교육 외에도 일반
교사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강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다양
한 학생들의 배경과 문화에 대한 교사의 보다 깊은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양국의 비교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 미술과 교육과정을 위
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에
서도 ‘공동체 교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
내용의 예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내용 구성에서 다양한 미술
문화 영역이 균등하게 편제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도 많은 비중의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권 내용을 교과 내용에
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아야 한다. 넷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
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사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를 선 경험한 호주의 상황과 미술과 교육과정
을 사례로 가져와 한국의 그것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앞
으로 한국 미술교과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어떠한 방향과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하는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 두 나라가 제시
하는 미술과 교육과정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그 안에 숨은 국가적, 교육
적 의미와 의도를 찾아냄으로써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연구되었다는 점, 향후 호주의 교육과정을 또 다른 연구 자료로 참고하
여 사용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문화다양성, 한국 미술과 교육과정, 호주 미술과 교육과정,
미술교육
학 번 : 2014 - 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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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국가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오랜 기
간 ‘우리’, ‘같음’, ‘순혈’, ‘한민족’이라는 단어들을 자랑스럽게 사용해 왔
다. 하지만 과학 기술,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세계가 더 이상 지리적,
영토적, 물리적 상황에 구애 받지 않는 ‘이주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그러
한 의식의 바탕은 인종적 편견이나 문화적 충돌,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UN의 통계(2015)에 따르면, 국제적 이주자의 수가 2015년 243,700,236명
에 도달하여 2000년 이후 41%나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3%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세계화를 통한 전 지구적인 이동
은 다양한 이유와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시대의 흐름
으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미래의 모습이기
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계 곳곳에서 각 나라의 상황에
걸 맞는 다문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한국 역시 이 같은 세계화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다양한 변
화들을 거치고 있다. 그러한 증거는 이주와 관련된 지난 20년간의 위상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적극적
인 노동력 수출 국가로 외국인의 유입보다 자국민의 노동력 수출이 더
많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1980년 후반 급진적인 경제 성장과 올림픽 개
최의 계기로 노동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경제는 성장하
였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여러 이유로 단순 노무직이나 생각기능직
에서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에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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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많은 결혼이주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외에도 국가 위상 변화에
따른 외국 유학생의 증가, 재외동포 관련 방문취업제 도입, 새터민 유입
등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문화관광
부, 2007).
2015년 7월에 발표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2014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797,618명으로 전년도 대비 14.1%(221,584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0.6% 증가, 2014년에는 150,994명에 이르러 전년도 대비 0.09%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2010년
2.50%에서 2014년 3.5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
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지난 20년간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유
입국으로 점차 국가의 위상이 변해왔고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문화들을 수용하고 결합해야 되는 다문화
국가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
면 2015년의 다문화학생 수는 82,536명(1.4%)로 전년대비 0.3%로 늘었으
며, 학교 급별 다문화학생 비중 역시 초등학생 2.2%로 전년대비 0.4%로
상승, 처음으로 2%대를 넘어섰고, 중학생은 0.9%로 전년대비 0.2%, 고등
학생은 0.5%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농촌 가
릴 것 없이 국내 안팎,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을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지배
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국가여서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준비와 여건은 아직 미비하고 변화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한 실정
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다문화’를 ‘타문화’로 종종 잘못 받아들이며 ‘다
양성’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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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 배타적이거
나 편견을 가지는 등 인권유린과 인종차별, 사회적, 경제적 소외와 같은
다양한 갈등들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와 흐
름들이 세계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통합과 발전을 위해 ‘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세계’가 존
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 그 세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게 될
아이들에게 다양한 인종 그리고 문화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가르치
고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을 위해 미술이라는 과목은 그 어떤 교과보다도 적합
하다. 미술 작품들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 역사, 배경, 문화, 철학
등의 정보들이 살아 숨 쉰다. 그 작품이 만들어진 사회문화적 상황을 내
포하고 있다거나, 어떠한 집단에 속한 작가에 의해 그 집단의 종교가 시
각적 미술 작품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술 작품들 속에는 의도
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제작하는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이 속한 사
회의 문화가 직,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미술 교과는 이러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게 하고, 나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하며, 그 경험을 통해
차이를 발견하게 하는 안목을 증진시킨다. 결과적으로 올바르게 차이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게 되면, 학습자는 ‘틀리다’라는 개념이 아닌 ‘다르다’
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타인과 타문화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차별 없이 이
해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술을 통해, 차이를 깨닫고 서로 공존하는 태도
를 기르기 위한 미래 교육의 연구로써 그 목적을 가진다. 그를 위한 방
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호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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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미술과 교육과정 속 문화다양성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
선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가진다.
첫째,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요소들이 어떻게 드러나
고 있는가?
둘째,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요소들이 어떻게 드러나
고 있는가?
셋째, 양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은 어떠한 공통점
과 차이점을 보이는가?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먼저, 각
나라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이 어떠한 관점과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 교육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비교한다. 그것들을 토대로 최종 목표는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한국
미술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진다. 첫
째,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교육과 문화
다양성의 관계와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술교
육과 문화다양성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따
라서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다.
Ⅲ장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교육에 대한 장으로써, 먼저, 각 나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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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다양성 교육과 정책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양국의 실제적 상황을 살
펴본다. 그 다음으로 양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는 익숙하
지 않은 호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호주의 학제, 교육목표, 추구하는 핵심 역량 등의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Ⅳ장은 앞서 세웠던 이론
적 배경에 근거하여 문화다양성 개념과 요소, 특징들이 한국과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함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 속 문화다양성 요소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호주의 예술교과를 살펴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미
술과 교육과정을 통한 두 나라의 문화다양성 교육이 어떠한 특징과 장단
점을 가지는지 알아본다. 또한, 양국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의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에 어떠한 시
사점을 제공 하는가 등의 결과들을 도출해 낸다.
마지막 장인 Ⅴ장, 결론 부분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 정리
하여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한국 미술과 교육과정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또한, 본 논문을 토대로 하는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한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살핀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을 위해 국내외 관련 논문과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한 후 분석, 검토한다. 또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다양한 인터넷 자료들을 검색하고 정리한 후 연구를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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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과 호주에서 공시된 교육과정을 수집하고 내용을 해석하여,
두 자료를 비교 분석 후, 결론 도출의 근거로 삼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별책1. 초, 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별책13. 미술과 교육과정” 원문이 그 대상이고,
호주의 경우에는 현재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일괄 시
행되는 “The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8.1”과 “The Arts 영역” 원
문이 그 대상이다. 호주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문서와 함께, 그것을 제
공하는 홈페이지의 필요 내용을 함께 가지고 와서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 바탕으로 한국의 의무교육기간이
며 공통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9학년
까지의 미술교과 교육과정과 호주의 의무교육기간인 Years 3-10까지의
Media arts와 Visual arts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화다양성 태
도를 촉진하고 형성시키는 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가 한국
의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에 어떤 의의와 시사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앞서 연구된 해외 미술과 교육과정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
면, 주로 미국과 일본에 많은 관심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그 뒤로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유럽지역, 그 다음으로 호주, 중국
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연구가 뒤를 따르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노부자(1999)의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호주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를 처음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호주의 사례는
미국, 영국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 논문은 각각의 국가들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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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그 특색과 성격을 파악, 시
사점을 도출한 후, 보다 효과적인 우리나라의 미술과 교육과정 구성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주연(2005)의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정을 대비
한 국내외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
로」에서도 호주 교육과정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그것은 다양
한 나라들과 함께 비교 사례 중 하나로 설정되어 연구되어 심층적 분석
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호주의 사례가 단독적으로 연구된 논문은 홍죽희(2003)의 「호주의
교육제도」로 한국과 호주 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경험을 바
탕으로 하여 호주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호주의 미술교육과 환경교육에 대
해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호주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
한 구체적인 분석연구라기 보다는, 보다 개괄적인 호주 미술교육의 사례
와 연구자의 경험에 대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 외에 학위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국 중학교 미술교육과 외국 중학
교 미술교육의 비교에 대한 박지혜(2007)의 연구, 미술교육 활성화를 위
한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송이슬(2008)의 연구, 한국 고등학교의 시각문
화적 미술감상에 대한 이은수(2010)의 연구,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핵
심역량에 대한 김혜경(2014)의 연구에서 역시 다른 해외 국가들과 함께,
중요 외국 사례 중 하나의 예시로 선택되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명, 호주의 사례는 주요 OECD 국가 사이에서 하나의 예시로 항상
선정되어 연구되어 왔고, 또한, 한국 미술에 주는 시사점이 많은 해외 사
례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하나의 사례로써 겉핥기식
으로만 계속해서 소개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단독으로
연구된 자료들은 대부분 2000년대 초반으로 오래되어 그 가치가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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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최신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호주 미
술교육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5. 연구의 중요성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미술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
내외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
다. 특히,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 체계들을 분석함으로써 좋은 점들은 본
받거나 혹은, 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나 갈등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
리나라 교육과정의 발전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 중, 호주를 중점적으로 연
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호주 교육의 사례는 많은 교과에서 관심을 가지
고 다루어지고 있지만, 미술교육 분야에서는 논의가 미미한 실정이다. 앞
선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호주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
한 주제의 논문들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하나의 예시로써 제시되어 소개
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쳤다. 주요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빈도수가 높은 점으로 볼 때, 분명 그것은 우리나라 미술교육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보여 지지만 아직까지 미술교육 분야, 특히 미술과 교육
과정 연구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로, 호주는 대표적 다문화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호주는 “인
구 증가냐 멸망이냐(populate or perish)”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고 판단, 1945년부터 대규모 이민자 도입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그 결
과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성장하였다(Castles &
Miller, 2013: 190).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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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양한 문화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영국의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이 1770년 현재의 시
드니 남쪽 지역인 보타니 만(Botany Bay)에 착륙하여, 그 곳을 영국의
영토로 선언한 후부터 호주는 영국의 이주자들에 의한 식민지가 되어,
200여 년이 넘게 앵글로 셀틱(Anglo-Celtic) 단일 인종, 단일 문화권 국
가로 유지되었다(문경희, 2008: 273; Clarke, 2002: 36). 그래서 1901년 단
일 문화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포된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 이름 바 ‘백호주의정책(White Australia Policy)’ 아래, 유럽지역 특
히, 영국의 이민자들을 선호하고 비유럽인의 이민을 막는 ‘폐쇄적 동화주
의’를 고수하며 20세기 초까지 앵글로 셀틱의 단일 문화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수의 비 유럽인들의
망명과 노동력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유입한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갈등요소로 작용되어 온 동화주의적 백호주의정책을 1973년
폐기하고, 문화적 이질성, 즉,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정
책을 수용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15).
따라서 이와 같은 호주의 변화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볼
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호주가 백호주의정책으
로 단일문화를 우위에 두고 동화주의적 정책을 시도하다가 정책적으로
시작된 이민자의 급증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다문화 정책을 수용한 점은
단일 민족 정서가 뿌리 깊게 강하면서도 경제와 노동시장 변화로 급격히
다문화적 사회로 진입한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로, 그러한 실패 이후 호주가 펼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
는 국가 공통 교육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할 문화다양
성 교육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호주 멜버른(Melbourne)에서 “Diversity Through
Art”라는 주제로 세계미술교육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 이하 InSEA)가 개최되었다. InSEA 의회는 국가적, 집단적
-9-

디아스포라(Diaspora) 그리고 이주와 난민 문제들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세계적인 움직임과 문화적 혼합에 의해, 예술 컨텍스트(The art context)
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14년의 학회는 이러한 흐름
속, 현재의 다문화 환경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 어려움과 교육적 해결
과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개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최지로 멜버른을
선정한 이유는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함을 지닌 나라
중 하나이며, 멜버른은 그로 인해 생성된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앞서 말한 여러 문제와 고민들을 반영해 볼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라
고 진술한다. 또한, 이주와 다문화 사회로부터 초래된 호주의 풍부한 시
각적 자원과 호주 원주민 문화의 창조적 잠재력, 미술교육학적 효과 등
이 개최 이유라고 명시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제적으로도 호주가 가
지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
려는 노력과 교육방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호주의 문화, 미술교육이 반영된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
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 미술교과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어떠한 방향
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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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화다양성의 개념
몇 해 전부터,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공적인 논의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다양성
은 흔히 새로운 현상인 것 마냥 소개된다. 하지만, ‘다양성’이란 어디에나
존재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양성의 정도만 달랐을 뿐, 인간 사회는 언제나 다양화되어 있었다
(Martiniello, 2002: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최근 부
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사회, 세계 어디서나 존재하던 문화
적 다양성이 오랫동안 가려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태까지의 사회는 다양성이라는 어떠한 것의 개별적인 특성보다 공
동의 규율이나 사고를 바탕으로 동일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위에 존재해
야하는 듯 요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홍경아, 2002: 12). 또한, 다양한 민
족적, 문화적 정체성의 출현을, 마치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동일성을 유
지해야하는 국민 정체성을 무너트릴 수도 있는 위험 요소로 보았기 때문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와 인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
다. 다양한 과학적 진보를 통해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시점과는 다른, 새
로운 시공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원진숙 외, 2010: 19). 교통, 통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공간적, 물리적, 지리적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세계가 전 지구적으로 이동하면서 다양성은 과거보다 더욱 더 증가하였
다. 이제 동일성을 요구하며 문화적 동화나 통합을 지향하는 시대는 끝
이 난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바는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
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여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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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의 등장
다양성에 대한 고민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화와 다문화사회
로의 진입’이 존재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 세계화와 이주 등을 통한 다
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전 세계 국가들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식 역시도 필요하게 만들었다. 만약 세계가 고
립된 민족국가들로 이루어진 정적인 공간으로 유지 되었더라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들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Banks,
2014). 따라서 문화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그것이 대두되게 된
변화의 흐름과 상황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세계화에 따른 전 지구적 대규모의 이
동에 있다. 사실상 인류의 이주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으며 다양한 모습
으로 계속해서 변화하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오늘날처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동한 적은 없었다.
1600년대 유럽의 대상인들이 출현하고 ‘신세계’가 발견되면서 이주는
강제적 형태를 띠며, 노예와 노예계약 노동자들은 이동시켰다. 그들은 배
를 타고 대륙을 이동하면서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농장과 광산.
건설 사업 등에서 일했다. 그러다가 19세기에는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이
주의 형태로 점차 변화하면서, 현재의 이주 현상은 대부분 경제적 요인
에 의한 자발적 이주의 모습을 띄고 있다. UN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국제적 이주자의 수가 2015년에는 무려 24억 명 이상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3%에 해당하는 수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 그
이후 41%나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수의 사람들
이 전 지구적 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이
다. 물론 강제적 이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주 형태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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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의 그것은 과거와 달리 그 규모와 범위, 인구수 등에서 극적인
증가를 초래하였다(유네스코, 2010: 12-18; 원진숙 외, 2010: 13-18).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지 않는다. 또한,
출생지를 벗어나 낯선 곳으로의 이동이 보편화 되고 국가를 넘나드는 일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 왕
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생활양식, 즉 문화를 전파하고 접촉
하며 변화를 야기한다. 그 과정 속에서 다양성은 자연스레 더욱 가속화
되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세계화의 바람과 이주의 흐름은 독자적으로 살아가
던 세계 곳곳의 국가, 민족, 인종들에게 혼합된 문화 공동체로서 함께 공
존하는 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다문화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계는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민자에 대한 배려 없는 차별과 편
견, 무관심과 소외는 어느 나라할 것 없이 갈등을 심화시켰고 그로 인하
여 국제 사회는 많은 불안과 폭력을 경험하였다.
초반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던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은 많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 동화주의정책을 펼쳤
다.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인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상황을 살펴보
면, 그 당시 그들의 주요 국가 목표는 우세한 하나의 문화가 지배하는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어서 이 나라들의 소수집단들은 자신의 고유문
화와 언어를 버려야 그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었다(Banks,
2014: 5).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이입 국가의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면서
도, 자신들의 문화 역시 잘 보존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려 최선을 다한
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본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적인 가
치체계와 문화적 기준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되는 것들과 이민국의 그것
이 매우 다름을 깨닫고 두 관습들을 양립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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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이주자들은 스스로의 고유문화를 지키는데 실
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서구가 지배하는 대다
수의 사회에서는 일방적이고 일차원적인 강요들로 소수의 문화다양성이
불리한 방식으로 표준화되고 간소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유네스코, 2010: 12-18). 문화 간의 양육강식으로 말미암아, 보호되고 존
중되어야 할 소수의 약한 문화는 말살되어 버리고, 대신 강한 문화에 의
해 하나의 문화로 수렵되는 획일화를 초래하는 것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2013: 47). 이는 인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다양한 공동의 유
산들을 점차 줄어들게 만든다는 비판과 함께 그것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동화정책은 오히려 문화 간의 우위를 나
누고 계층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통합이 아니라 문화적 분열, 분리를 초
래하였다. 인식을 동반하지 못한 정책의 반작용으로 갈등과 불평등은 더
욱 더 첨예해지고, 다름을 인정하기 보다는 틀림이 강조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고, 자국민과 이민자들을 둘로 나
누는 편협함에서 벗어나고자 그들 모두를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바
라보는 노력이 시도되었고, 모두의 발전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다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획기적인 정보, 통신 기술의 진보 역시 문화다양성과 그것의 보호에
관한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주와 같은 문화적 담
지자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미디어, 소비재의 보급, 확산을 통
해서도 문화 간의 재 개념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허영식, 2015: 178).
이는 실제로 먼 곳에서 발생한 사건과 문화들을 인터넷이나 시청각 미디
어와 같은 다양한 창구들을 통해서 탈지역화를 초래하고, 바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문
화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취하게 된다. 이 때,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
념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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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할 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양한
문화와의 무분별한 조우는 그 지역 사람들이 본디 가지고 있던 문화적
정체성을 뒤흔들고 소속감을 박탈시키는 문제를 생성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급격한 성장은 다른 나라의 소비문화나 상품
들을 손쉽게 유통시켜 다른 곳의 삶에 깊게 이식시키기도 한다. 이는 많
은 경제적, 문화적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가능하게하기도 하지만 현지의
문화나 생활양식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예로 현재 영화나 잡지 등의 많은 지역적 문화산업들이 위협을 받
고 있다. 미국의 메이저 배급사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10년도 채 안 되서
터키의 영화관에서는 자국의 영화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과거 매년
100편 이상 수출하던 이집트 영화 역시 연간 10편 정도로 명맥만 유지하
는 수준이다. 이것은 몇몇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본,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출판업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으며 남
미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의 서점과 잡지사들의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
소시켰다. 가난한 나라나 지역은 자신의 사회에 이식된 힘센 주류 문화
들로부터 그들의 문화적 삶과 생산물을 지켜내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
다(Smiers, 2009: 154-169).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
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계는 각 지역적, 국가적 문화가 구현해내고 있
는 많은 가치와 문화적 산물, 그리고 표현물들이 다양성과 함께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비록 시장 경쟁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지역문화의 가
치가 평가 절하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지녔을 수도 있다. 국제 사회 역시 그것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는 그를 해결할 방안들을 고민하기 시작했
다.
결과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재조명은 급변하는 세계 상황으로 말
미암아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불안과 갈등, 문화 말살, 폭력 등과 같은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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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위해 국가 간 협력증진을 목적으
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Organization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에 의해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논제로 부각되었다.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은 바로,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31차
유네스코 총회가 채택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이다. 이후 유네스코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과 2005년 제 33회 총회에서 ‘문화표현의 다양성 보호
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
면서 인류 문화의 핵심적 가치로 문화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
네스코는 각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주류 문화로 종속되고 획일
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 문화적 갈등과 대립
을 극복하고자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실천 방법을 전 세계에 설파하고 있다.
이에 국제 사회 역시 그들이 제시하는 조약과 방법들을 근간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2) 문화다양성
사회,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은 학력, 직업, 소득, 정치적 성향,
피부색, 성별, 연령, 크기, 장애, 영재, 성적 취향 등의 다양한 관점들을
의미한다. 그중 문화의 다양성이란 흔히 그룹, 즉 집단을 나타내는 다른
문화적 배경들을 말한다(Tchibozo,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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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2001)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정의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
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
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2005년에 채택된 ‘문화다양
성 협약’에서 그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4조 정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
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
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
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
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유네스코, 2005)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의 정의에 대해 규명하고 그 개념을 부각시
키는 데에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 문화적인 다양한 차이들을 인
정하고 이해하는 세계화 문화의 대안으로써 삼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화적 차이들을 일률적으로 통합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차이들과 함께 ‘공존하자’ 라는 의미를 지닌다
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문화다양성이란 개인과 사회에서 지켜지고
전승되어 온 풍요로운 자산으로써 그것을 보호하고 증진, 유지시켜 그를
통해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현 사회의 공생과 공존,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문화다양성을 다문화라는 기존 개념
에서보다 넓은 의미와 범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종종
문화다양성이라는 이 개념을 다문화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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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문화다양성의 다양한 영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라는
개념은 보다 다인종과 같은 의미에서, 인종, 민족이라는 영역에서 그 따
른 구분에 의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다
양성은 그것을 넘어 여러 영역들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국가, 종족, 인
종 그리고 이주 등과 관련된 사회문화형성의 영역과 두 번째, 성차, 연
령, 성정체성 등과 같은 정체성 영역, 그리고 세 번째, 하위문화, 독립문
화, 비주류문화 등과 같은 문화예술 영역 그 모두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13: 42).
<표1> 문화다양성의 영역 분류 모델 (문화체육관광부, 2013: 13)
영역

사회
문화

문화
정체성

관점

국가 간 경계를
국적: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넘어서는 사회발전과
문화 변동으로 인해 권역: 중국연변, 중아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문화적
요소들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신체, 성, 성차,
연령상의 소수자로
대변되는 문화적
요소들
거대 자본, 주류

문화
예술

세부영역

미디어, 상업적
대중성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비주류
문화예술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언어: 한국어, 영어, 일어, 중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성다양성(여성, 소수자)
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세대: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독립문화: 음악, 영화, 만화, 전통예술 등
다원문화예술: 실험예술, 거리예술, 대안 공간,
다원축제
커뮤니티 예술: 마을 공동체문화, 공유문화,
메이커 문화
다국적 문화예술: 다인종, 다국적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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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화다양성을 세계적 논제로 부각시킨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것
이 국제 사회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유네스코(2001)는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라고 명시한 유네
스코 헌장 서문을 상기하면서, “문화 다양성의 국제적 인식과 이를 통한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 간 교류의 발전”을 소망하기 위해 이 선
언문을 채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선언문은 크게 ‘정체성과 다양성과
다원주의’, ‘문화 다양성과 인권’, ‘문화 다양성과 창조성’, ‘문화 다양성과
국제적 연대’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12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문화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
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
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
해야 한다. (유네스코, 2001)

제1조는 문화다양성이 무엇이며 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함이다. 생
태계를 보존하고 잘 번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종들이 보호되어
야 한다. 다양한 먹이사슬에서 하나의 계층이라도 소멸된다면 그것은 곧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문화 역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해 지속되지
않는다면 인류사회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문화란 우리
역사와 존재에 대한 정보이자 현재와 우리의 기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
결 고리이다(Snider, 2014: 142).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예술과 문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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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좁은 의미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종교, 생활양식과 더불어
국가의 정체성, 인권 그리고 가치체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는 한
사회나 집단, 국가가 이루고 있는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인
무형의 유산으로써 인류가 존재해 왔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증거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
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
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
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
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
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유네스코, 2001)

제2조는 다문화사회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열린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한다. 다양한 문화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열린 자세는 다양성
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또한 그러한 인식들은 보다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사회구성원들의 성장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의 시민은 그들의 종족, 문화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
시에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지식과 태도, 시각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
들을 길러줄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이다(Banks,
2009: 45). 특히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성과 통일성(unity)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다양성 없이 통일성만을 강조
하게 된다면 문화적 억압과 헤게모니를 초래하기 때문이다(Banks, 2009:
231-232). 따라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실현을 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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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되고 다문화 된 사회에서 민주적인 사회 공존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
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
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 감성적, 윤리적, 정신적 존재를 위
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유네스코, 2001)

문화다양성은 분명 인류의 중요한 유산이지만 단순하게 박제되어 지
켜져야 하는 물질적 유물은 아니다. 이것은 좀 더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
이는, 역사적 기록이나 기억, 개인과 집단의 경험과 같은 역동적인 무형
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영리하게
사용하여 과거의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얻는 온고지신의 방법을 터득
하여야 한다. 역사의 회복, 오래 된 산업 분야의 활성화 등의 다양한 방
법들을 강구하고 그것을 발전의 토대로써 문화다양성을 재사용하고 복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nider, 2014: 142). 문화다양성을 제대로 이해하
고 사용할 때, 그것을 발전의 밑거름으로 인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서 문화적 권리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중략)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
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
어야 한다. (유네스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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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어느 특정 사회나 집단,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어진 ‘공동의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의 기회 역시 다양한 집단과 계층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야 하며 그들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역시 함께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
라서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과 보호하는 것, 즐기는 것은 특권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며 다른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역시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
성해 진다. 이 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
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 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2001)

제7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인간의 창
의성, 창조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들이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아 온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그 옛날,
반 고흐가 일본의 판화에서 영감을 얻고 고갱이 타히티의 원주민들에게
매료되었듯이 말이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아프리카의
문양에 영향을 받는 등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문화 교류는 인류의 창조와 발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밑거름
이 된다.
유네스코가 인식하는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은 문화, 사회적 정체성
과 더불어 장소, 그곳의 사람들, 그 지역의 사회 등을 반영하는데, 이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함이 혼재되어 점점 그 독특한 정체성과 자아가 희석
되어 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일 것이다(Snider, 2014). 그것은
자신의 사회와 역사를 정확히 인지하게 하고 식별하게 도와주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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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을 채워줌으로써 공존하는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든
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각 민족과 인종, 국가의 문화가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인류 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을 국제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2. 교육과 문화다양성의 관계
새로운 세기인 21세기의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주된 도전이 될 것이다. 다문화사회
로 점차 더 깊숙이 진입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과 공존하
는 법을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 살아남는 방법에는 다양성 속에서 스
스로의 존재적 특성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될 것이고, 공
존하는 법으로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도전을 위해 문화다
양성 인식과 관점이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그 관계와 영향에 대
해 살펴볼 것이다.

1) 교육과 문화다양성
국제 사회의 다문화적 성격이 점차 강해지면서 교육 제도 역시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이며 수용적인 교육 형태로써 발전하기를 요구받고 있
다. 그 근저에는 문화다양성 개념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교육은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육 정책들은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근간으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2005년에 채택된 ‘문화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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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목적을 통해 미래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적 요구와 방향, 내
용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나. 문화가 번성하고 서로 호혜적인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
다. 문화 간 존중과 평화 문화 추구를 목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세계 문화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 간 대화 장려
라. 민족 간 유대 형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원
활히 하기 위한 문화상호성 강화
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증진 및 지방, 국가, 국제
적 차원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
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와 개발 간 연계의 중요성
을 재확인하고, 그 연계가 지닌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
고히 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활동 지원
사.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구별되는 성질에 대한 인정
아.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유지, 채택 및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재확인
자. 특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발도
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정신으로 국제적 협력 및 연대의
강화 (유네스코, 2005)

이 같은 목표들 속에는 공통적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그것을 통한 문화 간 대화, 상호교류 장려, 소수 국가나 문화에
대한 보호와 평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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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어떤 노력과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국제 사회 여러 곳에서 문화다양성은 그 개념과 목표들로 하여금, 다
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첫 번째로, 문화다양성 개념이 교육에 전제되면서 ‘다름’을 부각시킨
다. 현재의 교육은 점차 표준화된 학습 과정과 내용 체계를 벗어나고 있
다. 더 이상 아이들을 획일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과거의 교육 방식은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교육은 현재의 학
습자 삶 속의 다양한 요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한다(유네스코,
2010: 80).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을 가지고 교실
로 모여든다. 교실 안에도 여러 가지 세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
라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다를 수밖에 없다. 문
화다양성은 지금껏 교육현실에서 간과되어 온 이러한 ‘다름’과 ‘차이’에
대해 깨우쳐 주면서 동시에 서로를 인정하는 법을 알려준다. 문화다양성
보다 좁고 소극적 의미로 볼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은 다수자 즉, 주류자
중심으로 동화주의적 교육에 기초하여 동일성과 단일성을 강조하는 반
면, 문화다양성에 근거한 교육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추구한다(이은희, 2014: 73). 보다 확장된 눈으로 사회를 바
라보고 차이를 인식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다양성을 기저로 하는 교육에서는 ‘평등’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다수자와 소수자의 차별과 구분 없이 모두를 중요한 교육
대상으로 바라본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혜택에 대한 동등한
접근은 사회적 정의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Tchibozo, 2013: 9). 공
평성 기회와 기준은 개인과 사회 그룹의 간 상황적 차이, 그 간극을 고
려하기 위해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은 다양
한 배경을 지닌 모든 이에게 교육적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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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동화주의적 입장을 추구하던 과거
와는 달리, 문화 간에도 수평적 관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주
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사이에는 차이만 존재할 뿐, 우위나 계급이 존재하
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교육에도 영향을 주어 다수자와 소수자, 장
애인과 비장애인,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등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만들고 그것을 효과적인 교육 자료로 만들어 아이
들에게 제공, 학습시킴으로써 평등의식을 고취시켜 세계시민으로서 성장
하게 도와준다.
세 번째로, 이는 다양한 ‘문화’를 교육의 컨텐츠로 가져와 학습하게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삼아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을 추
구하게 만들었다. 문화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Ginsberg,
2005: 219). 그것들은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서로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
며, 어떠한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수단
이 될 수도 있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역동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문화라는 과거 매개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바탕을 만든다. 그 뿐만 아니라, 소수, 다수 문화의 차별 없
이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시야를 넓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보다 높
은 안목과 그것들을 읽어내는 문화적 문해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다양성은 ‘차이’와 ‘평등’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교육 콘
텐츠화’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공존’과 ‘발전’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국제 사회 역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기저로 하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독특한 배경과 문
화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적 실천과 결과를 기대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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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다양성 교육과 문화정체성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줄곧 대두되어 온 정체성의 위기라는 개념은
다양성이 어지럽게 공존하는 지금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Snider
(2014)는 사회가 가지는 독특한 정체성들이 섞이고 희석될 때, 우리는 우
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그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고 식별되는 경계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아주 위험한 정체성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보통 지역, 종족, 사회계층과 같은 여러 종류의 공동체를 경
험하고 그 속에서 사회화를 배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의무감이나 가치,
성격 등과 같이 자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관념들을 발달시킨다. 이 때
다른 공동체와 협업문화 사이에서 사회화를 거치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
신이 원래 속한 소속공동체와 그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과
동시에, 다양성이 혼재하는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적 연대감을 습
득해야하기 때문에 종종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다(Banks, 2009: 181). 다
중의 소속감과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기존의 것과 다른
정체성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해 내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Banks(1991, 2009)에 따르면,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fication)이
란 일차적으로 귀속된 비자발적인 집단인 지역, 종교, 사회계층, 종족 및
인종 집단과 연계된 연대감과 정체성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으
며 또한 이는 총 6단계(Emerging Stages of Ethnicity Typology)로 구
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문화심리적 속박(Ethnic Psychological Captivity)’으로 개인
이 그가 속한 문화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신념을 내면화하여
문화적 자자기부정과 자존심의 저하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2단계 ‘문화
캡슐화(Ethnic Encapsulation)’는 문화적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을 가지며, 자신이 속한 인종적 집단이 타인종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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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비롯된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집단에 상충적인 감정
을 가지며 자신의 문화가 자랑스러운 것임을 계속해서 확인하려 노력한
다. 3단계인 ‘문화정체성의 명료화(Ethnic Identity Clarification)’는 스스
로 자신의 태도와 문화적 정체성을 명료화할 능력을 갖추고 진정한 문화
적 자부심을 획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초문화주의(Biculturalism)’인 4단
계에서는 자신의 공동체는 물론 다른 문화적 공동체에 대해서도 건전하
게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특성을 지녀 두 가지 문화 모
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인다. 5단계에서는 개인, 문
화, 국가적 정체성을 스스로 명료화하고 성찰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
하며 다른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다문화주의
와 성찰적 민족주의(Multiethnicity and Reflective Nationalsim)’이다. 마
지막 단계인 6단계 ‘글로벌주의와 글로벌 경쟁력(Globalism and Global
Competency)’에서는 5단계와 마찬가지로 명료화된 집단 정체성을 가지
고 그들의 문화공동체 내의 다른 문화, 자국의 시민문화 등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 능력을 갖추는 단계를 이야기 한
다.
우리는 지역과 국가, 국제적 평화와 평등, 그리고 균형 잡힌 문화적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6단계를 이룩하는 문화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
했으며 사람들 사이의 간극 역시 벌어져 있다. 한국의 상황만 보아도 아
직도 2단계인 ‘문화 캡술화’에 머물러 있는 수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것
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도구로 문화다양성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와 정체성이란 실질적으로 얽혀져 있다. 단어로써도 조합되어 있
지만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것도 사실은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문화란 사회적 기원과 계보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그 집단이 소통
하는 언어이며, 행동이며 그들이 믿는 가치이자 신념과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문화적 신원은 지적, 정신적인 개념에서부터 성별, 연력, 사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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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국적과 같은 사회 시스템까지 포함하여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를 유추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게 한다
(Snider, 2014: 143; Ginsberg, 2005: 218-219).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여
서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본디 본인이 가지지 않았던 타인의 뒤섞인 문화들과
만나거나, 새로운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본인의 것만 접하고 소화하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
분의 경우 인종적인 문화나 종교적인 문화에서 갈등을 빚는데, 이는 문
화적 다양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접촉의 경험이 부족하여 발생
한다.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읽어나는 능력, 혹은 존중하는 태도를 제대
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접촉하게
하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접촉은
학습자가 다른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서로의 문화 차이, 특정 지역과 집단의
문화를 식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또한, 그들이 공유해야할 문화 속
상징과 의미를 찾아 그 구조를 이해하게 도와주고 해석가능하게 만들어
준다(Snider, 2014: 144).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은 동일한 집단 속에 이
어져 있는 고유한 인식과 문화적 특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것을 명료
화 시켜, 다른 문화들을 거부감 없이 포용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수준
에 적합한 문화정체성 의식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문화정체성이 확고히 자리 잡으
면, 첫 번째, 다양한 문화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게 되고,
두 번째, 본인의 문화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과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세
번째로,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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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다양성 교육과 문화 간 대화능력
오늘날 필요로 하는 인재는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서 교류하고 대화하
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다문화 인종들 사이에서 그들의 실체와 문화
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세계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변동
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즉, 문화 간 대화능
력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는데, 유네스코(2010: 98)는 이러한
능력을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능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교육 역시도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화 간 대화능력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문화 사이의
장벽을 넘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한다(Spencer-Oatey & Kotthoff,
2007). 이를 통해, 낯선 문화와 그들의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다문
화 사회와 세계화가 가속화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서로 만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고정관념이나
오해, 편견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문화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폭력
이나 분쟁과 같은 심각한 갈등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직업에서 이러한 능력들을 계속해서 요구한다. 따라서 이
를 계발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요소를 포함한 교육을 도입, 문화 간 교류
를 방해하는 선입견이나 인식들을 제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소통하
는 능력과 태도를 계발하는 교육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타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
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문화다양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문화적 평
등과 동등한 가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시
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유네스코, 2010: 99). 그것은 다양한 방법과 내
- 30 -

용을 통해 학습 된다. 따라서 예술, 인문학, 체험 활동 등의 풍부한 사례
들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들을 유도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
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컨텐츠
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편협한 시각에
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한 ‘문화적 문해력(literacy)’을 키우
는 연습이 필요하다. 문화 간 대화, 즉,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한쪽의 메
시지만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작용의 개념으로 ‘주어진
자료에 대한 해석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유수연, 2008: 43). 이 능력을
통해 우리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타자와 타문화를 이해하고 그들
의 신뢰를 얻어 대화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다른 공동체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혹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한다면, 적어
도 일차적으로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고, 그 후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더없
이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연습과 교육을 통해 우리
는 점차 이 능력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교류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스
스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3) 문화다양성 교육과 시민성
과거의 시민성 교육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동화주의적
개념을 사용, 권력을 가진 주류 집단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 결과,
그것은 자유롭고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희생정신과 수동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세계적 이주와 국
가 내 다양성 증가로 이러한 동화주의적 시민교육은 도전받기 시작한다.
완전한 사회, 국가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본디 지니고 있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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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문화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여 불평등과 갈등을 유발하던 낡은 방식
의 시민성 교육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세기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없음을 깨달았으며, 또한, 그러한 방식의 지속은 인류가 지켜야할 공동의
문화유산들을 말살할 것임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점차 국제
사회는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와 국가 속 시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수
용하면서,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된 일련의 중
요 가치, 이념, 그리고 목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민은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변화된 국제사회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시민성(citizenship)’ 개념은
많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시민이 통치하거나 통치 받는 사
회적 가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정체성을 수용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공
적인 생활과 이념에 참여하도록 하는 개념이다(Scott & Lawson, 2002).
즉, 시민은 개인적 보상이나 이득을 추구하기보다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
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동등한 정보
와 권위를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Banks, 2004: 4). 그러한 시민들이 국가와 사회를 구
성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권리와 책임, 이득을 공평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야기 하는 ‘하나’라는 개념은 과거 획일화되고 강제적으로 통합된 집단
의 재 부활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언
어, 성별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사회와 국가, 집단의 재구성에 함께 참
여하는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민주 다문화사회에서 시민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목표는 학생
들이 그들의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반성적 의사 결정
과 행동 능력을 위해 그에 적합한 지식과 태도,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다시 말해, 사회를 위한 사려 깊은 결정자나 행동자가 되기 위해 학습자
는 사회, 과학적 지식에 대해 배우고 그 사회의 도덕적 약속에 대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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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알며, 민주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태도와 능력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명확한 문화다양성 개념이 뒷받침된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
되는 역량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문화와 인종을 받
아들이는 의식과 태도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
해, 올바른 문화다양성 태도를 확립, 편견 없고 차별 없는 태도를 기르게
도와주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태도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것 외에도, 종교, 인종, 연령,
사회적 계급, 경제적 수준 차이, 장애 그리고 성별과 성적 취향 등과 같
은 여러 가지 인간적, 개별적 특성에 대해 받아들이는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이것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
면, 자신과 다른 타인과 다른 집단의 차이에 대해 받아들이는 태도가 낮
아지고 그들과 약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갈등, 분리가 나타날 수 있
다(Burnouf, 2004; Wan, 2008). 이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생각과 인식
뿐만 아니라, 어떻게 타인과 그의 집단을 바라보고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올바른 태도를 지니지 못하면
자신을 보다 우위에 두고 바라보거나 저급하다고 평가하고 틀렸다고 낙
인찍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인식으로 사회에 참여한다면 위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공존을 위한 시민성은 제대로 길러지지 못 한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과
태도는 도덕적이고 민주적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동등한 공동체를 구
성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개념을 제대
로 확립하여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올바른 문화다양성
태도를 증진시킴으로써 편견과 차별 없는 태도로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학습자는 민주적 시민국
가의 한 일원으로써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나아가 세
계 사회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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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교육과 문화다양성
미술이란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사회적 체계, 배경들을 반영한다
(Berk, 1991: 17). 즉, 미술 작품 속에는 그 작가인 개인과 배경이 되는
사회가 모두 존재하게 되며, 그로 하여금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정보와
사회적 맥락의 현실이 함축되고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미술과 그
작품을 통한다면 한 집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종교, 심리와
개성 등을 종종 읽어낼 수 있으며, 작가들은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시각적 상징들을 통해서
직,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11).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미술’을 통한 교육은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개념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술교육은 사회 문화적
인 가치와 신념, 맥락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도구와 예시로써 학생들
에게 다양성에 대하여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은, 첫 번째로, 학생들의 ‘사
회, 문화적 문해력’을 길러준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술 작품들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시각적 상징들을 통해서 내포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교
육을 통해 미술과 그 작품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
생들은 그 안에 숨어있는 작가의 정보, 작가가 속한 집단의 정보, 그 작
품이 제작되었던 사회 문화적 배경의 정보들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게 되
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체험하게 되
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올바른 문화적 지식과 소양을 쌓고 작품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해 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미술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문
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올바른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를 확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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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술 교육의 목표 중에는 학습자들에게 개방성을 주입하고 혁
신을 장려하고자 노력함이 있다(유네스코, 2010: 101). 이때의 개방성은
열린 시각과 사고를, 혁신은 새롭게 보는 눈과 생각에 관한 것이다. 즉,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개념을 접목한 교육을 행하면, 학생
들은 폭넓은 시각과 사고로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편협한 관점에
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각 문화의 장단점, 혹은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문화 간 특
징의 차이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다르다’는 개념을 스스로 생성시킨다.
다시 말해, ‘다름’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과 차
별 등을 타파하게 된다. 그 결과, 문화적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와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동등하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문화다양성 인식이 증
진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문화다양성 개념이 미술교육에 시사하는 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그것은 미술의 개념과 영역을 더욱 ‘폭넓게’ 만들어
준다(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11: 64). 그 동안, 주변으로 밀려났던 여성
미술, 원시미술, 북한 미술, 지역 미술 등과 같은 소수, 비주류 미술들이
교육과정으로 편제되고 동등한 대우와 비중으로 학습자들에게 소개되어
그들의 미술에 대한 흥미와 창조성을 더욱 자극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소수 문화의 표현 기법이나 재료 사용법 등을 제공하고 보다 폭넓은 미
술 표현 활동을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시사점인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문화다양성은 미술
적, 시각적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문화다양성은 출발부터가 각 집단적
문화의 창의성을 토대로 생성된 것으로, 그 자체로써 창의성에 이바지한
다(유네스코, 2010: 139). 따라서 창의성과 문화다양성 개념은 언제나 함
께하며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유네스코(2001)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 7조인 ‘창의성의 원천으
로서의 문화유산’ 항목에서 나타나듯, 다양한 문화들을 내용으로 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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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례와 예시들로써 미술
문화 작품들을 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혹은 그것을 원천으로써 창조를 위해 활용,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문
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미술교육에서는 ‘왜 이 미술품이 제작되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미술품 안에 직, 간접적으로 녹아든 다
양한 정보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미술이 문화적 맥락, 공동체적 삶의 맥
락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맥피(McFee)나
짐머맨(Zimmerman)과 같은 학자들은 미술 작품들 속 다양한 문화들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인류학적 기초를 사용하거나, 사회학과
인류학 내용과 방법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점차, 이러한 관
점들은 힘을 더해가, 이후 미술 작품들을 탐구할 때, 그와 연계된 다른
학문적 접근들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그 맥락에 대
한 이해를 위하여, 인류학적, 사회학적, 민속학적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접근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간학문적 미술교육
연구를 이끌어내고 있다(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11: 67-6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과 미술교육은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긍정적 효과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욱 발
전될 수 있도록 미술교육자들을 올바른 교육 방향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하여야 한다.
인간의 미술적 이해와 감성, 표현력이 특히 중요시되는 미술교육에서
‘다양성’ 결여로 서로 간의 다름과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희
망이 없는 교육이며, 소통이 불가능한 인간만을 육성할 뿐이다.(김혜숙
외, 2013: 51) 또한, 인류 공동의 유산인 미술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이
루지 못한 채 기존의 제국주의적, 사대주의적 사고관 속의 미술들만 답
습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에서도 그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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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받아들인 다문화적, 다원주의적 열린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을 펼
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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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과 호주의 교육
1. 한국과 호주의 문화다양성 실태
1) 한국의 문화다양성 실태
한국의 역사와 전통적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적 사고와 문화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단일 문화적 배경과 민족적 동일성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상에서 인종적 편견을 표출하고 다양한 갈등들을 야기 시켜 유엔에게
경고 조치를 받기도 하였다(원진숙 외, 2010: 271). 하지만 전 세계적으
로 진행된 국제 이주와 세계화의 물결은 한국을 피하가지 않았고 우리나
라 역시 그 흐름에서 동참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 사회의 인적 구
성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이주 노동자들과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수
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 말 기준,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의 수가 약
17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 역시 문화다양성이 증가하
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받아드리고 있으며 그 과
정에서 그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응 방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8b: 86).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사회일까, 타문화 사회일까?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의 문종석 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서 들어온 다문화 사회라는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과정 없이 그저
‘외국인=타문화’라는 단순논리로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 다문화를 타문
화로 오인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21). 최덕현 교수 역시 우리나라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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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인가 아닌가를 의심하는 데에는 일차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는데 있다고 이야기한다(유네
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8a: 97).
아마도 우리나라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 ‘하나’, ‘동포’, ‘우
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다문화 사회와 문화다양성 존중에 대한 개념이
전파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비 다양성적’ 사
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것이다. 과거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발
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수많은 고난과 악재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여 포용
하기 보다는 같은 부분을 찾는데 더욱 노력하고,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
이라고 분류하여 어쩔 때는 심하게 배척해야하는 차별과 갈등의 대상으
로까지 보았을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사회 곳곳에서 접할 수 있지
만, 분명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변화의 가능성
은 항상 존재한다. 우리는 현재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있고 조금 더딜지
라도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논의한 때는 200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서서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던 중,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인 2006년 4월, 한국 출신 혼혈 2세인 하인즈 워드(Hines Ward)의 방문
을 계기로 정부는 다문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
했다. 그로 하여금,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혼혈 자녀들의 문제 역시 사회
적 이슈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가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가는’ 다문화사회로의
확고한 정책 전환을 2006년부터 공포하고, 두 정권에 걸쳐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통해 정책 시행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2년 1차 외국인정책과 2013년 2차 외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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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그리고 앞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제시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민자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
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오영은, 2015: 27-32;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2013: 31; 머니투데이, 2016).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발간한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서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기반의 다문화정책 특징과 방향 그리고 문제
점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국내의 다문화 정책
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소수자에 대한 동화주의적 정책 기조가 만연해있
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다문화 프로그램
은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이들을 동화시키는데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 이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문화다양성에 기초
한 본질적 의미에서의 다문화정책이 아니다. 또한 다문화 정책의 대상
역시 결혼이주자나 가족들에 편중되어 있어 외국인노동자, 유학생이나
새터민과 같은 다른 이주배경을 가진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
족하다. 두 번째로, 삶의 기반 마련이라는 초점의 복지적 관점에서 사회,
경제적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사실상의 다양한 문화 공존에 대한
핵심 기저는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데 지금의 우리 정책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책을 마련하고 그 방
향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영역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총론
에서 국제이해교육, 인권교육, 통일교육과 함께 다문화교육을 범교과 주
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각론에서도 도덕과나 사회과 등의 관련 교과에
서 단일민족이나 한 민족과 같은 용어와 순혈주의 전통, 단일민족 등의
개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검토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가정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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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혼혈인의 삶, 새터민 적응이나 한국거주 외국인과 그들의 인권
문제, 편견 등을 제거한 다원주의적 관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인식을 길
러줄 수 있는 방법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양영자, 2007: 70). 그 후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공포하면서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문
화다양성 관련 내용들을 포함하였고, 이후 개정된 교육과정들 속에서 수
정과 보안을 거치며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표2> 2014년 기준 다문화 가정 학생 수 현황 (교육부 보도자료, 2015)
구분

초

2013년도
중
고

계

초

2014년도
중
고

계

한국 출생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 입국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39,430
70.7%

11,294
20.3%

5,056
9.0%

55,780

48,297
71.2%

12,525
18.5%

6,984
10.3%

67,806

외국인
자녀
계
비율

(단위 : 명)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한 교육부의 보도 자료를 편
집한 <표1>과 <표2>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초, 중, 고등학교의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약 8천 ∼ 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다문화 학생이 전체 초, 중, 고
학생의 1%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
동은 121만 명으로 집계되어, 향후 초, 중등 교육에 진입하는 다문화 학생의 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학생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문화다양
성을 수용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그리도 ‘범부처 협업 및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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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표3> 최근 6년 다문화 학생 증가 추이 (교육부 보도자료, 2015)

연도 2009
인원수
다문화
학생 수(A)
전체
학생 수(B)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2010

2011

2012

2013

2014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0.35%

0.44%

0.55%

0.70%

0.86%

1.07%
(단위 : 명)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다문화 이
해교육의 확대’이다. 이는 교육을 통해 또래 수용성, 세계시민의식, 다
문화 통합성, 외국인 수용성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넓히는데 목표를 둔
다. 또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하고 어울
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교육과정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감
수성 재고하게 하고,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반 편견에 대한 교육 등
을 실시하는데 의의를 가질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은 조금은 낯선 단어로 분류된다. 우리
는 다문화 사회와 정책, 다문화 교육이라는 말에 더욱 익숙해하며, 그것에 대
한 개념 정립과 탈피의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약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것에 대한 실정은 미미하다. 하지만 세계적
인 화두로 문화다양성이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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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문화다양성 실태
호주는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호주 통계청 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2015년 6월 30일 기준, 호주의 추정 거주 인구 중 6백 70만 명이
해외에서 태어났다. 이는 인구의 28.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구의 약
1/4 이상이 해외에서 출생한 것을 의미한다. 호주통계청은 호주는 전통
적으로 이민자의 비율이 높지만, 1800년대 후반 이래로 사상 최고를 기
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구 비율은 1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
록한 것이다. 특히, 아래 <표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 출생 호주 거
주자는 최근 10년간 약 3배, 중국 출생 호주 거주자는 2배 이상 늘어나
2015년 총 인구 중, 중국 출생 호주인은 3번째로, 인도 출생 호주인은 4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4> 2015년 6월 30일 기준, 해외 출생 호주인 수 및 출생 국가 Top 10.
(ABS, 2016)
해외 출생

출생 국가

해외 출생자 수

영국

1,207,000

5.1

뉴질랜드

611,400

2.6

중국 (특별행정구 및 대만 제외)

481,800

2.0

인도

432,700

1.8

필리핀

236,400

1.0

베트남

230,200

1.0

이탈리아

198,200

0.8

남아프리카공화국

178,700

0.8

말레이시아

156,500

0.7

독일

125,9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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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비율 (%)

현재와 같은 모습의 호주가 된 배경에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들이 존재한다. 제 1차, 제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의 어려운 국제적
상황 속에서 호주는 생존과 도약을 위해 전략적 인구 증가를 목표로 여
러 정책들을 시행, 1945년부터 대규모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 그에 따
라, 1946년부터 1949년 사이에 대략 700,000명의 이민자들이 호주에 들어
왔고, 1959년에는 인구가 천만 명을 돌파할 수 있었다(Clarke, 2002:
143). 하지만, 1973년, 백호주의 정책으로 잘 알려진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영국, 유럽계의 이민자들만을 선호하
고 비유럽인 이민을 막는 차별적 분위기가 팽배하였으며, 폐쇄적 동화주
의 정책을 고수, 여러 가지 갈등들을 빚었다. 백호주의 정책은 이름에서
도 드러나다 시피, 호주의 식민 모국인 ‘영국’, 즉 ‘앵글로 셀틱’의 인종
적, 문화적 정체성을 최우선적으로 보존하려 한 문화 식민주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유럽계통의 이민자들, 그리고, 원
래 땅의 주인이던 원주민들, 애보리진(Aborigines)1)들 까지도 이질적인
인종으로 간주, 여러 부분에서 정체성을 말살하려 하고 문화의 소멸을
조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
고 있는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제약하고 그들
을 문화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순치기제로 작동한 것이다(심성보, 2014:
186).

1) 호주 대륙의 선주민. 애보린진은 라틴어의 ab origine(처음부터의)에 의거한 원주
민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인데, 그것이 고유명사로서 사용된 것. 호주가 식민지화
되는 18세기까지 그들은 수렵채집생활을 하고, 약 30만명 600부족이 각각의 영
역을 가지며, 대륙을 분할하였다(종교학 대사전, 2016). 1869년부터 1969년까지
시행된 ‘원주민 보호정책 (Aboriginal Protection Act)’는 원주민 인구와 문화를 소
멸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10만 명 이상의 원주민 아동들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시켜 양육함으로써 ‘보호’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원주민의 영
구적 소멸을 꾀하였다(문경희, 2008: 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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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속된 비 유럽계 이민자들의 증가로 1970년, 그 수치는 무려
2백 50만 명에 달하게 되면서 적대감과 편견 속에서 다양한 비속어들로
불리우던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점점 마련하게 된다. 1973
년 이민부 장관 앨 그라스비(Al Grassby)가 ‘미래를 위한 다문화사회
(multi-cultural society for the future)’ 보고서에서 “백호주의는 죽었다
(The White Australia Policy is dead.)”라고 선언하면서 시대착오적이던
백호주의 정책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정부에 의한 ‘공식적 다문화주의
(official multiculturalism)’가 공표되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15:
52). 과거의 호주 정부가 문화를 하나로 규합하여 동질성에 초점을 두면
서, 한 가지 우월한 문화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동화주의적 정책 모형
을 펼쳤다면, 1970년대 이후의 정부들은 그것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후,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1975년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제정, 이후 1978년 갈벌리 보고서(Galbally Report)
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지니며, 이민자에게 역시 동등한 권리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
램 등을 제공함을 명시하면서, 출생지와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호주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2003년에는 1999년의
다문화 호주를 위한 새로운 국가 아젠다를 보강하여 “다문화 호주: 다양
성을 통한 사회통합(Multicultural Australia: United in Diversity)”을 발
표, ‘다양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2011년에 발간된 정부보고서 “호주인들: 호주의 다문화 정책(The
people of Australia: Australia’s Multicultural Policy)”를 살펴보면,
원칙 1: 호주 정부는 국가의 통일성, 공동체의 조화, 민주적 가치의
유지라는 광범위한 목표 내에서 모든 호주인들을 위한 문화적 다양
성의 혜택들을 환영하고 그것이 가치 있음을 평가한다. 다양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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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은 모든 호주인들을 풍요롭게 하고 다문화적 국가인 호주를
더욱 활기차고, 창의적으로 만든다. 지속적 주제인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 우리는 다양성을 환영하며 다양성의
표현이 호주의 국가적 법적 틀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원칙 2: 호주정부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기회에 참여
할 수 있음을 공고히 하고, 응집력 있고 통합된 사회를 위해, 그리
고 정부의 서비스들이 문화적, 언어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호주인
들의 요구들에 재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호주인들에게 호주의 사회와 경제적, 문화적 삶
에 함께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호주인들은 정부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중략)...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배
경을 가진 호주인들이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사회 통합 아젠다 안에 위치한다.

원칙 3: 호주 정부는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제, 무
역, 투자의 혜택을 환영한다...(중략)...이민과 문화적 다양성은 경제
적 부흥과 번영을 창출한다...호주의 문화 다양성과 다국어를 구사
하는 능력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지니게 한다.

원칙 4: 호주정부는 편견과 차별에 관해 필요하면 법적 제재를 가
하면서, 이해와 수용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중략)...호
주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차별, 편협함, 선입견에 반대한다.
정부는 반차별 법을 제정,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Australian Government, 201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존중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이 강조된 다문화 정책을 통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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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그들의 공유 가치와 문화적 전통을 포용함으로써 만들어낸 다문화
적 특성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인식한다. 그러기 위하여 호주 내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들에서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관습과 그들의 문화적 전통
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권리와 법률적 제공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호주인의 가치와 정체성, 시민성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호주정부는 호주 내의 문화적 다양성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1960년대 이
전까지 동화주의 모델을 따랐던 호주의 학교들은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
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비영어권 학생들이 증가
하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학업 분위기
를 흐리거나 적응을 못해 중등학교를 중퇴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
생하였다(Banks, 2014: 97). 하지만 곧 백호주의 정책이 폐지되면서 다문
화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일어나게 되고 학교 교육에서도 변화를 추구
하게 된다.
호주 교육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다문화 교육
의 전성기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백호주의 정책의 폐기와 더불어 호주
정부의 주요 관심이 이민과 다문화 교육에 최고조로 맞추어져 있었기 때
문이다. 이때의 호주 교육은 이민자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학부모
와 소수민족 집단이 국가 교육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했으며, 그들이 모국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펼쳤다. 특히, 호주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호간
의사소통과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한 점에 있다
(Banks, 2014: 99-101; 이진석, 2007). 이는 주류집단과 소수집단 간의 긍
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 서로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인식 그리고 행동들
을 변화시켰다. 한 가지 방법으로 이민자와 그들 공동체와 관련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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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문학, 역사, 미술 등의 다양
한 교과 분야에서 상호문화 간 이해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수업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기념하는 명절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지, 중등학생들이 서양 고
전문학이나 음악 이외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작품들에 대해 탐구하도
록 하는 등,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교육을 제
공하였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이후의 호주 교육에서는 ‘다양성’과 ‘시민성’,
‘정체성’에 대한 화두가 부각되었다. 즉, 다양성 존중과 문화적 이해, 소
통과 더불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 일원으로써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에 관심을 기
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1994년 시민성 교육 개념이 호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과(Berlach, 1996: 4), 2003년, 2011년 다양성
이 강조된 정책들과 맞물려 교육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한 점 등을 빌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수정된 정책들을 공포하면서, 다
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 그리고 수용적 자세가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교육을 통해서는 민주적 사회 속의 학습자들
이 다문화적 관점을 계발하고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각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한국과 호주의 교육
1) 한국의 교육제도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이 공포한 이후, 1949년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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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단선형 학제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던 6-3-3-4
학제를 도입하여 오늘날의 교육제도를 완성하였다(김형숙, 2015). 따라서
한국은 6-3-3의 학제를 기본바탕으로 무상의무교육인 초등학교 6년
(1959년부터 시행)과 중학교 3년(1985년부터 시행이 시작되어 2005년에
는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 총 9년과 그리고 고등학교 3년으로 구
성되어 있다(김연수, 2006).
<표 5> 2016년 기준, 한국의 학제
학년

의무
교육

12
11
10
9
8
7
6
5
4
3
2
1

교육 수준

학교 급
고등학교

중등교육
중학교

초등 교육

초등학교

그동안 이러한 학제를 바탕으로 별도로 설계되어 초등학교 1-6학년,
중, 고등학교 1-3학년으로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어 오던 초, 중, 고등학
교 교육과정이 제 7차 교육과정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1학년에서 12학년
으로 수정하고, 학교 급간의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식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부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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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가가 직접 통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1954년 교육법
과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정부에 의해 제 1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뒤,
1997년 제 7차까지 6번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제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시개정 하는 체제로 변환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차순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 아닌 2∼4년에
한 번씩 수시로 개정하게 되었고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2018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
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
부, 2015b: 1).

2) 호주의 교육제도 및 특성
호주의 교육과정은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등과정의 경우 다시 주니어와 시니어 과정으로 나뉘게 된다. 각 주마
다 약간의 차이2)는 존재하지만, 보통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의 주니어
과정인 10학년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분류되며, 시니어 과정의 경우 고등
학교 진학과 2년제 전문대학(TAFE) 과정으로의 진학으로 선택할 수 있
다.
2)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타즈매니아(Tasmania),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 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4개의 주에서는 초
등교육이 6년, 주니어 중등교육이 4년, 퀸즈랜드(Queensland), 사우스 오스트레일
리아(South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노던 테러토리
(Northen Territory) 4개 주에서는 초등교육이 7년, 주니어 중등교육이 3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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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10학년까지 의무 교육 기간을 마친 학생들 중 대학 진학
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11-12학년에 진학하여 전공과목을 선택, 수업
을 듣고 그에 맞는 입시 준비를 하게 되거나, 더 이상의 교육을 원치 않
는 학생들은 10학년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 취업하거나 혹은 필요한
직업교육 과정, 혹은 원하는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표6> 2016년 기준, 호주의 학제
학
년
선택

교육수준
시니어

12

교육
(전공)

의무
교육

학교 급

과정
11
10
9
8
7
6
5
4
3
2
1

중등 교육

(Senior)

고등학교
(Senior

전문대학

Secondary

(TAFE)

School)

주니어
과정

중학교 (Secondary School)

(Junior)

초등 교육

초등학교 (Primary school)

지금의 호주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교육과정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2014년 이전에는 국가 통합
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대략적 기본 틀에 의하여 각
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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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관된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는데3), 2007년 ‘교육은 번영의 통로’라며 ‘교
육 혁명(Education Revolution)’을 주장한 수상 케빈 러드(Kevin Rudd)
에 의해 호주의 국가 통합적 교육과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Australian politics, 2007; 소경희, 장주경, 이선영, 2011). 그 이후 2008
년 멜버른 선언(Melbourne Declarationon on Education Goals for Young
Australians)4) 등을 거치며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고, 현재의 국가교육과
정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시점,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1
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일괄된 호주 교육과정(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7.5(이하 v7.5)과 version 8.1(이하 v8.1)이 호주의 모든 주와 지
방에서 선택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5).
호주 교육과정은 ‘성공적인 학습자(Successful learner)’, ‘자신감 넘치
고 창조적인 개인(Creative individual)’과 ‘적극적이고 교양 있는 시민
(Active and informed citizen)’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다. 이것은 8개
의 학습영역인 영어(English),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 보건 및
체육(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인문학과 사회과학(Humanities and

3)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실질적 발단은 1989년 ‘호바트 선언(Hobart
Declaration)’으로 볼 수 있다.
4) 호주교육이 국가적 수준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연방과 주정부
모두의 심각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 선언을 통해 호주의 모든 젊은 사람들
이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과 창조적 인 개인, 적극적이고 지적인 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적 지원과 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호주에서 이루어진 국가
교육과정 개발의 결정적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Australian curriculum, 2013: 3;
소경희 외, 2011: 56).
5) 2015년 9월 18일, 호주 교육부 장관의 승인 아래 여덟까지 일반 능력(The
general capabilities)을 길러주기 위한 1-10학년 의무교육 과정인 호주 교육과정
v7.5이 시행되었으나 이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하고 그 후, 그것을
수정 보안하여 개정한 v8.1이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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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ciences), 예술(The Arts), 기술(Technologies) 그리고 언어
(Languages)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문해력(Literacy), 산술
능력(Numeracy), 정보 통신 및 의사소통 능력(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pability; ITC Capability), 창조적, 비평적 사고능력(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개인적, 사회적 수용능력(Personal and Social
Capability), 윤리적 이해능력(Ethical Understanding) 그리고 문화 간 이해
능력(Intercultural Understanding) 이렇게 7가지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1> 호주 국가교육과정 속 일반 역량 (ACARA, 2015)

문해력
(Literacy)

정보 통신 및
의사소통 역량

산술능력
(Numeracy)

성공적인 학습자

(ICT Capability)

(Successful learner)

창조적,
비평적 사고 역량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자신감 넘치고 창조적인 개인
(Creative individual)

적극적이고 교양 있는 시민
(Active and informed
citizen)

개인적, 사회적
수용 역량
(Personal and Social
Capability)

윤리적 이해 역량

문화 간 이해 역량

(Ethical
Understanding)

(Intercultural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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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에 띄는 호주 교육과정의 특성은 호주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istories and Cultures), 아시아
와 호주의 관계(Asia and Australia’s Engagement with Asia)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강조되어 있는 점이다. 이러한 3개의 영역
은 교육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분류되고 교과목들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
들은 학습 영역의 주요 내용으로써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학습자
들에게 교육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 역사와 호주 원주민과의 관계 그
리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받아들인 이민과 이주의 역사와 더불어 생
성된 다문화 국가인 호주의 정체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러한 호주의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의 특성은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다양
성을 중요시하는 호주의 국가적 기본 개념이 잘 들어나 있는 교육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

- 54 -

Ⅳ 한국과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두 나라의 미술과 교육과정을 중점적으
로 살펴보게 된다. 한국의 경우, 2015년에 공표되어 2017년 초등학교 1,2
학년을 시작으로 2018년 전면 시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별책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별책13. 미술과 교육과정” 원문을,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v7.5와 함께 2016년부터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될 “The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8.1”과 “The Arts 영역” 원문과 홈페이지 내용이 그 대상이다.
호주는 현재 v7.5과 v8.1을 각 주에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자신들에
게 적절한 선에서 선택적 사용을 하고 있지만 v7.5가 201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됨을 공고하고 있음으로 그 다음년도부터는 v8.1로 대체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의무교육기간이며 공통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9학년까지의 미술교과 교육과정과
호주의 의무교육기간인 Years 3-10까지의 Media arts와 Visual arts 교
육과정을 범위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표7> 한국과 호주의 공통과정 미술과 교육과정 체재별 비교표
한국

호주

추구하는 인간상

Introduction (서론)

교육 목표

Rationale (이유)

미술과 성격

Introduction (서론)

미술과 목표

Rationale (이유), Aims (목표)

미술과 학교 급별 목표

Content Descriptions (내용 기술)

-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 year 3 to yea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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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핵심역량
미술과 내용 체계
- 체험 / 표현 / 감상
미술과 성취기준

Student diversity (학생의 다양성)
General capabilities (일반 능력)
Content structure (내용 구조)
Achievement Standard (성취기준)

- 과목별

- Learning area (학습 영역별)

- 학년별

- Foundation to year 10 (학년별)
Implications for teaching,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assessment and reporting
(교수, 평가, 보고의 함의)

이러한 비교와 대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비교 항목을 세우고 그
속에서 문화다양성 개념과 요소들이 각 나라의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아
들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각 나라의 미술교과의 성격
과 교육 목표, 두 번째,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세 번째, 교수 학습 및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지원 순으로 비교
분석해 본다.

1. 한국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에 앞서,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문화다양성’이라는 용
어보다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다
문화교육’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밝힌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는 영미권에서 사용되어 오던 영
어 단어 ‘Multicultural Education’를 1984년 김종석의 논문에서 처음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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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공문서에서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에서 처음 등장하였다(장한업, 2011).
그 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를 범교과 주제에 포함, 2008년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교사 연수 등 다문화교육 저변 확대’ 라는 표현
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보편화되어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화다양성은 다문화 개념을 아우르
며 그 특성들을 포함한 용어로써 정치,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되
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1) 미술과 교육목표와 문화다양성
교육부 고시(제 2015-74호, 별책 13) 한국 미술과 교육과정 원문에
따르면, 미술교과란 시각적 이미지를 매개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과 이해, 공감하여 소통
가능케 하는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를 기를 수 있게 하는 핵심 교과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교과를 통하
여,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넘어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으로 성
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미술 활동으로 하여금 “인류의 정신적 물질적
유산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 시민으로서의 소양”
을 길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교육부, 2015a: 3).
그러한 인재를 위하여 한국의 2015 개정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는 ‘미
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이라는 다섯 가지 교과 역량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중, 네 번째 항목인 ‘미술 문화 이해 능력’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는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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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
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교육부,
2015a: 4)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써, 정체성, 문화를 향유하는 태도,
문화다양성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아래 그림으로 정리된 미술과 교육과정 목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미
술 활동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에게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를 바탕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작
품을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교과의 목
표로 가진다.
<그림2> 한국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부, 2015a: 5)

[미술과 총괄 목표]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
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가.

나.

다.

라.

주변 세계를 미적

자기 주도적인 미

미술 작품이 지닌

미술을 생활화하

으로 인식하고 시

술 활동을 통해

특징을 이해하고

며 문화의 다원적

각적으로 소통하

창의 융합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가치를 존중하는

는 능력을 기른

사고하고 표현할

능력을 기른다.

태도를 기른다.

다.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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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데, 총론의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항목(교육
부, 2015b: 1)과 미술과 하위 목표 중 ‘라’ 항목의 연관성이 대표적이다.
이는 ‘문화 시민’으로서의 인간상을 국가적 교육과정과 미술과 교육과정
전체를 관통시키면서 그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미술과 목표 속에서 다문화적 문화다양성 개념과 직, 간
접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은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 ‘시각적으로 소통
하는 능력’, 그리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등이 있다.
초, 중등학교로 나누어져 학교 급별로 제시되고 있는 미술과 교육 목
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미술에서는 미술의 기초 능력 함양에 중점을,
중학교 미술에서는 그보다 발달된 효과적인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
점을 둔다.
<표8> 한국 미술과 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목표 (교육부, 2015a: 5)
총괄 목표

하위목표
(1) 자신과 주변 대상에서 미적 특징
을 발견하고 소통하며, 미술을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초등학교
초등
학교

미술에서는
기초 능력을

(2)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
른다.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3) 미술 작품의 특징과 배경을 탐색 특징, 배경,
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4) 미술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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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해력

(1) 자신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각 문화의 소통 방식을 활용하며, 미술
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
중학교
미술에서는
중학교

미술의 효과적인
활용 능력을

다.
(2)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미술의 변천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고 역사, 맥락,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문화 문해력
(4) 미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 협력, 소통,
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공동체

두 학교 급별의 총괄 목표에서는 모두 미술의 ‘기능적’, ‘기술적’ 측면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급별 총괄 목표에서는 문화다양성 관
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지만 각각의 하위 목표에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초등학교 하위 목표 중 “(3) 미술 작품의 특징과 배경을 탐색하고 이
해하는 능력을 기른다”와 중학교 하위 목표 “(3) 미술의 변천 과정과 맥
락을 이해하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교육부, 2015a: 5) 에
서는 작품들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
고 특징 혹은 의미들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러한 목표를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배경과 맥락을 가진 다양한
미술 작가와 작품들을 교육 자료로 제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사회, 문화적 다양성들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문화 문해력을 동반한 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특징들을 가진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해석해내면서 그 안
의 다원적 차이와 다름, 개성들을 파악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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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학교 하위 목표 중 “(4) 미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에서는 간접적으로 문화다양성 요소가 드러나는데,
이는 협동 작업들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 방법에 대함이다. 함께하는 작업을
통해 서로 간의 생각의 차, 특성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
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작지만 집단적 공동체적 의식을 이
해한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술 교과에서는 결과적으로 미술 작품의 가치 판단과 미
술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과, 미술의 생활화를 통한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에 대하여 초점으로 두고 있다.

2) 미술과 교과내용 및 성취기준 속 문화다양성
아래 <표8>은 한국의 미술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2015 개정 미
술과의 초, 중등학교 공통 교육과정 속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 내용 영역들을 발췌 정리해 놓은 것이다. 한국의 미술교과는 크게
‘체험’, ‘표현’, ‘감상’, 이렇게 3가지의 내용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에서 체험과 감상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내용이 직, 간접적으로 나
타나며, 특히 감상 영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표9> 문화다양성 관련 한국 미술교과의 내용 영역 발췌 (교육부, 2015a: 6-19)
영

핵심

역

개념

체
험

내용요소

일반화된 지식

3-4

이미지는 느낌과 생각을 전
소통

달하고 상호 작용하는 도구로
서 시각 문화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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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중

이미지와

이미지와

의미

시각 문화

기능
탐색하기
반응하기
발견하기

미술과

미술은 타 학습 영역, 다양
연결

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고,

미술과

미술과 타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된

생활

교과

다.

다양한

관련짓기

분야

상호작용

미술 관련

하기

직업

미술 작품은 시대와 지역
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는
이해

시대적 변천, 맥락 등을 바
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

작품과

작품과

미술가

배경

미술의
변천과
맥락

악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감

작품에

비평

해석하기
설명하기

다.

상

이해하기

비교하기
작품의

미술 작품의 가치 판단은

대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

느낌과

용한 비평 활동으로 이루

생각

어진다.

감상

감상

작품

태도

방법

전시

내용과
형식

작품
해석

분석하기
존중하기

첫 번째로, 문화다양성 개념이 집중적으로 포함된 ‘감상 영역’을 살펴
보면, 그 중에서도 ‘이해’ 개념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 앞서 이야기 했
듯이, Berk(1991: 17)에 따르면, 미술과 그 작품이란 그것이 만들어진 상
황과 사회 현실이 반영되어 제작된다. 그 속에는 작가가 속한 집단의 역
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이나 종교까지도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예시로써의 미술 작품 ‘이해’를 통해 우리
는 문화다양성 태도를 확립할 수 있다. 특히, 감상 영역에서 강조하는
‘이해하기’, ‘해석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분석하기’, ‘존중하기’ 6가지
기능은 문화다양성 태도에서 매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기능들로써 제대
로 된 교육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반드
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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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영역’에서는 ‘소통’과 ‘연결’이라는 핵심 개념에서 간접적으로 문
화다양성이 드러나는데, 이는 어떠한 것에 반응하거나, 개성이나 특징,
공통점이나 차이점과 같은 공통분모로 관련짓기, 개인 간, 집단 간 상호
작용하기가 그것이다. 타인과 타 영역, 타 분야 등과의 소통과 연계라는
부분에서 다양성 관련 부분이 드러나지만 이것은 집단성에 대한 문화다
양성이라기보다 개인성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
기서 분석하고자 하는 집단적 문화다양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한국 미술교과의 성취기준에서의 문화다양성 요소를 분석
해 본다.
<표10> 한국 미술과 성취기준과 문화다양성 (교육부, 2015a: 7-17)
학년

영역

성취 기준
Ÿ

체험

초
3-4

Ÿ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
수 있다.

Ÿ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Ÿ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과 미술가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관심 있는 미술 작품과 미술가에 대해 설명할

Ÿ
감상

주변
양한
생활
견할

Ÿ
Ÿ

핵심키워드
주변
생활(삶),
삶과 나의
관계
생활화
다양한
작품, 작가

수 있다.
인지,
미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 느낌과 생각
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공유, 소통,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올바른 태도를 알고 작품 감상 태도
을 소중히 다룰 수 있다.

Ÿ

자신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
다.
대상이나 현상에서 시각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

Ÿ
Ÿ

다.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Ÿ
초
5-6

체험

- 63 -

나, 정체성,
대상, 현상,
의미해석,
생각 전달

Ÿ

수 있다.
미술 활동에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Ÿ

표현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Ÿ
표현
초

Ÿ
Ÿ

5-6

Ÿ
Ÿ
감상

Ÿ

학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하여
나타낼 수 있다.

관계 탐색,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서로 영향을 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전달 방식,
소통,
미술과 타
분야,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이
해할 수 있다.

다양한 직업
종류와 특징
이해

Ÿ

Ÿ

감상

작품의
시대적
배경,
다양한 감상

Ÿ

Ÿ

교

해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의 내용(소제, 주제)등과 형식(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문화정체성,
전통 미술,
현대 미술,

다양한 감상 방법(비교 또는 단독 감상 내용 또
방법과 태도
는 형식 감상 등)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Ÿ

중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을 현대 미술과 비교
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이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

Ÿ

Ÿ

체험

탐색할 수 있다.
다양한 표현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방법 탐색,
있다.
생각 공유,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
소통
용할 수 있다.
작품 제작의 전체 과정에서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Ÿ
Ÿ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
할 수 있다.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
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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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미술,
세계 미술,
다양한
작품의
배경, 맥락

전 학년 군에 걸쳐서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문화다양성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초등학교 3, 4학년의 체험 영역, 초등학교 5, 6학년
의 표현 영역, 중학교 체험 영역에서도 직, 간접적인 내용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미술과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핵심적으로 2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 그것은 바로 ‘소통과 공유’ 그리고 ‘문화정체성’이
다. 첫 번째로, ‘소통과 공유’와 관련된 성취기준들을 살펴보면, “미술 작
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다”, “작품 제작의 전체 과정에서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다”(교육부, 2015a: 7-17)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학습자의 개인성과 연관시킨 것으로 크게 해석할 수 있지
만, 다양한 작품과 시각문화를 접하고 그 안의 집단성과 배경, 특징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또한, 어떠한 집단에 속한 개인과 개
인의 소통, 상호작용을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로 볼 때, 간접적
집단성을 포함한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문화정체성’ 요소를 살펴보면, 모두 감상 영역에서 집중적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교육 단계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나타나는 부분은 초등학교 5, 6학년 군으로 “우리
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을 현대 미술과 비교할 수 있다”, 나 “미술 작품
이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등으로(교육부,
2015a: 13)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적 특징을 습득함으로써 학습자가
속한 집단의 문화와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밑거름을 형성한다. 우리가 속한 집단의 과거와 현재, 시대적 배경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이 가지는 특성이 역사적, 사회 문화적, 배경들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 우리 공동
체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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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단계인 중학교 1-3학년에서는 보다 심화된 성취기준을 세워
올바른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바
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와 “미
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등이 있다(교육부,
2015a: 16).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속한 집단의 문화
의 초석을 다진 후, 중학교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집단 외의 다른 집단들
의 예시를 접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차이와
다름을 발견하거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그 속에 함축하고 있는 문화다
양성 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유 능력’과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 많은
초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가진 정체성을 학생들이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미술과 교수 학습 및 평가 속 문화다양성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의 교수, 학습 및 평가 부분이 따로 존
재하며 각 학년과 각 영역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및 평가 항
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교수, 학습 및 유의사
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감상 영역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표11> 문화다양성이 드러나는 한국 미술과 교수, 학습 및 유의 사항
(교육부, 2015a: 7-17)
영역

학년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②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

감상

초 3-4

심 있는 미술작품과 미술가를 선택하여 설명하도록 지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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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변의 미술관, 박물관 견학을 통해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를 익히도록 지도한다.
① 우리나라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의 비교 감상을 통해 전통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② 미술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며, 자료집
초 5-6

제작, 비교하여 글쓰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등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④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감상 작품의 수, 감상 관점 등

감상

을 적절하게 계획한다.
① 다양한 예시 자료와 활동을 통하여 미술의 변천에 대해 이
해하도록 지도한다.
② 다양한 시대, 지역, 사회적 배경의 작품을 균형 있게 다루
중학교

도록 한다.
③ 관련 미술 용어나 지식을 활용한 글쓰기, 발표하기, 토론
하기 등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
경과 관련지어 해석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은 항목 외에 간접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지도 방안을 알려주
는 항목에는 중학교 체험 영역의 “①생태 환경과 자연 현상 등의 주제를
다룬 다큐, 소설, 신문 기사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③미술에 다양한 분야
가 활용되거나 다양한 분야에 미술이 활용된 사례를 찾아 설명하거나 조
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가 있다(교육부, 2015a: 11). 따라서 1
개의 대 영역에서 10가지 항목에서 나타나며, ‘다양한 분야’ 혹은 ‘다양한
시대, 지역, 사회적 배경’, ‘다양한 예시 자료와 활동’과 같은 광범위한 표
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다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성에 따라 그
적용 내용과 예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 교수, 학습 방향’ 항목(교육부, 2015a: 17)에서 미술교과의
핵심역량 중,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을 위하여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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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술 문화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비교 감상 학습, 토의, 토론
학습, 귀납적 사고법, 반응 중심 학습법, 극화, 현장 견학 등을 활용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뼈대로 구성된 교수, 학습을 바탕
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 평가 계획과 관련
해서는 몇 가지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표12> 문화다양성이 드러나는 한국 미술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교육부, 2015a: 7-17)
영
역

학년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① 자신과 대상의 특징을 발견하는 능력, 이미지 이해 및 활용

초 5-6

능력, 발표 능력, 타 교과의 내용이나 방법 활용 등을 평가
한다.

체험

① 자신과 환경의 관계 탐색 능력,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
중학교

이해 및 활용 능력,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융합 능력, 미술
과 관련된 직업의 이해 능력 등을 평가한다.
② 미술 작품과 미술가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정도, 적극적인 발

초 3-4

표 태도, 올바른 작품 감상 태도, 작품을 소중히 다루는 태
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한다.
① 우리나라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의 특징 이해 및 비교 능
력, 시대적 배경 이해 능력, 작품의 내용과 형식 분석 능력,
미술 용어 활용 능력, 다양한 감상 방법 활용 능력 등을 평

감상

초 5-6

가한다.
② 우리나라 전통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정도, 작품을 자세
히 관찰하는 태도, 작품의 배경을 탐구하고 조사하는 태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
가한다.

중학교

① 미술의 변천 이해 능력, 작품의 맥락적 해석 능력, 미술 용
어의 지식의 활용 능력, 전시 기획 능력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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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발췌를 살펴볼 때, 한국의 평가 계획 속에는 문화다양성
관련 요소 중 학생들의 ‘태도’를 평가하고 검점하는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미술에 대한 흥미 혹은 태도’, ‘미술의 변
천 이해 능력’, ‘작품의 맥락적 해석 능력’,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
도’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감상 영
역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태도’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학생
과 교사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가지는 다른
특성인 평등한 교육기회나, 다양한 학생, 특히 다문화 학생과 같은, 학생
들을 고려한 미술 평가 계획과 관련해서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교사가 평가 계획을 세울 때, 학생의 다양한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
그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4)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지원과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학생들의 태도와 인식 변화에 대한 요소 외에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집단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는 ‘균등
한 교육 기회’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수
자와 소수자의 차별과 구분 없이 ‘교육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유네스코(2001)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 5조에서의 내용에
서도 등장하듯이, 이 개념은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
에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집단 문화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
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질 좋은 교
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적 기회 균등이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교육과정, 특히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총론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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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먼저, 한국의 교육과정부터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던 관련 내용들이 2015년 개정을 거치면서 한 챕터를
구성하면서 제시되고 있다. 문서의 세 번째 대항목인 ‘Ⅲ. 학교 교육과정
평성, 운영’의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 학습 부진 학생을 포함, 특
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귀국 학생
등이 그 대상이다.
가장 첫 번째 항목에서,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
도록 지도한다.” 라고 명시하면서 다양한 배경과 문화, 특징을 가진 학생
에 대한 교사와 학교 현장의 차별 없는 인식을 강조하고, 두 번째 항목
인 ‘나’에서 그들에게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
원한다.”라는 항목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 기회에 대해서
강조한다. 교육 현장과 교육자들의 올바른 인식에 대해 먼저 밝힌 후, 기
회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교육부, 2015b: 34).
다섯 가지 항목들 중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항목은 네 번째인
‘라’ 항목에서 나타난다.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다
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
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2015b: 34)

이 항목은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수업을 받았을 때, 생기게 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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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과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균
등한 교육 기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대 항목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속 ‘1. 국가 수준의 지원’
의 ‘마’ 항목 그리고 ‘2. 교육청 수준의 지원’의 ‘자’와 ‘차’, ‘파’ 항목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파’ 항목을 살펴보면, “6)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한다(교육부, 2015b: 39)” 라고 명
시하면서 국가와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교과용 도서와 교수, 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편견 없는 올바른 ‘인식’을 우선으
로 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
적인 교육적 평등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문서상에서 표현되고 있는
‘아끼지 않는 지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나 항목
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
호주에서는 The Arts(예술)라는 학습 영역(learning area)을 설정하여 5
가지 교과목, 댄스(Dance), 드라마(Drama), 미디어 아트(Media Arts), 음
악(Music), 비주얼 아트(혹은 시각 예술, Visual Arts)로 이를 구성하고
있다. 호주 교육과정에 따르면, 예술이란 학습 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련
이 있지만 서로 다른 형태로 교육된다고 인지하고 각 예술 행위에 대한
지식, 이해와 기술의 독특하고 개별적 특징들을 반영한 다양한 접근과 비판
적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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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영역 안의 5가지 교과군 중, 한국의 미술교과와 견주어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미디어 아트’와 ‘비주얼 아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술교과
안에 시각 예술과 미디어 아트라는 세부 교과영역들이 경계 없이 함께
편제되어 있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2개의 교과로 분리되어
있다.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는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신문, 라디오, 비디
오 게임,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와 같은 통신 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이야
기,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즉, 이
교과를 통해 개별적 또는 협력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세계를 이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학생들은 미디어를 문화적, 시각적으로 사용하고 소통하
는 방법과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을 중심적으로 탐구하는 역동적인 방법
들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
비주얼 아트는 미술(art), 공예(craft) 그리고 디자인(design) 분야를 포함
한다. 이 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 자신의 아이디어나 작가, 관객들과 같
은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다양한 시각적 표현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며, 그렇게 확장된 세계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실용적인 기술 등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더, 호주의 예술 교육과정 속에는 ‘제작(making)’과 ‘응답
(responding)’이라는 두 가지 중요 개념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다. ‘제
작’은 작품 제작에서 아이디어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knowledge), 기술(skills), 기법(techniques), 과정(processes), 재료(materials)
그리고 과학적, 장비적 기술(technologies)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이야기하
며, ‘응답’은 작품을 탐구(exploring)하고 분석(analysing), 해석(interpreting)
하여 거기에 반응(responding)하거나 논리적으로 평가(critically evaluating)
하는 학습자들의 경험과 판단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예술적 형태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여러 가지 기법과 재료, 기술을 실험한다. 이
는 예술가로서 제작과 창작, 표현에 대한 넓은 관점과 역량을 키워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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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응답’의 경우에는 제작이나 표현 보다 반응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감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
는 예술작품 이면의 사회,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상징과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여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미술과 교육목표와 문화다양성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예술 교과의 목표 역시 전체적인 국가 교
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 넘치는 창조적인 개인’ 그리고 ‘적극
적이고 교양 있는 시민’으로 이 세 가지 인간상 모두 예술교과의 총괄
목표에서 녹아들어 제시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2>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13> 호주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ACARA, 2015a: 4-5)
호주
예술 교과를 통해, 학습자들은 스스로 발견하고 해석해 낸 세계와 작품에
총괄
목표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자신과 공동체,
세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창의성을 키워 적극적인 변화와 참여를 추구하는 교양 있
는 시민으로써 성장함을 목표로 삼는다.
학습자의 개인적, 집단적 주변 세계와 타인에 대해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하위

관찰과 상상을 가능하게 하고, 예술 관련 지식과 기술, 표현 기법, 미술

목표

행위들을 통한 아이디어 표출을 통해, 그들에게 가치 있는 예술 문화와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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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관점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과 예
술 표현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표
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제작(making)과 응답(responding)의 과정을 통해, 예술 작품에 대한 자
신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예술 행위에 대한 창의적, 비판적, 미학적 사고
하위

와 이해를 증진시킨다.

목표

예술 활동과 작품들을 통해,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사람들6)을 포함한, 호주의 역사와 전통, 현대
문화와 삶, 생활에 대해 이해한다.
세계의 다양한 예술가, 예술 작품 그리고 관련 전문직 교육을 통해, 지
역, 지방 그리고 글로벌 문화와 그들의 미술사와 전통, 문화와 삶에 대
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호주의 경우,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자체가 목표에 포함되어 있
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예술교과의 특성을 지니는 표현과 기술적인 면들
이 부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화다양성 요소들은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특
히, ‘집단성’과 ‘공통체’에 대하여 집중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총괄 목표
에서는 ‘자신과 공동체, 세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습득함’과 ‘참여하는 시민’, 하위 목표에서는 ‘개인적, 집단적 주변 세계와
타인’, ‘전통, 현대 문화’ 그리고 ‘글로벌 문화 등의 부분에서 그것들을 확
인가능하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다양
6)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케이프요크반도와 뉴기니섬 사이에 있는 해협. 1880년 영국
에 병합되었고, 현재는 행정상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州)에 속한다. 도민은
뉴기니 섬에서 이동해 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도민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유지해 오고 있다. 수렵이나 어로할 때, 사용되는 의례용 대모갑가면, 머리장식,
표주박형의 목제 북 등이 특징적인 공예품이다(두산백과; 미술대사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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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육목표가 예술교과에서도 더불어 강조되고 있음이다.
호주는 예술교과 속 학년 군을 Years 3 and 4, Years 5 and 6,
Years 7 and 8, Years 9 and 10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지만, 각 학년의
교과내용만 제시할 뿐 학년 군별 교육목표는 나타나있지 않으며 대신 성
취기준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뒤에서 그 부분을 분석할 예
정이다.
한국과 다른 호주의 예술교과만의 특징으로 ‘관점(viewpoints)’ 부분
이 눈에 띈다. 이는 교육목표와 더불어 학습자들이 작품을 탐구하고 해
석 할 수 있는 관점이나 시각에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은 작품을 만드는 제작자로서의 경험이나 관객으로서 감상하게
되는 경험적 상황,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제작 영역에서 추구하는 관점
을 한국의 체험과 표현 영역의 목표로, 응답 영역에서 추구하는 관점은
한국의 감상 영역에서 학습자들이 길러야하는 목표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호주의 경우, 학년 군별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크게 2 가지 영역을
구분, 각 영역별 교육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표14> 호주 예술교과에서 추구하는 관점 (ACARA, 2015a: 6)
관점의 예

예술가로써 (As the artist)

감상자로써 (As the audience)

• 작품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 작품이 어떻게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맥락

은?
Ÿ

맥락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관련되어 있는가?
• 다른 감상자들은 이 작품에 어

• 작품들은 우리 문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나?

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 작품이 제작되었을 문화적 맥

• 본인의 작품은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영향을 받아서 제작되
었는가?

락은 무엇이며, 그것이 나타내
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 어떠한 개념이 미래에 대한 자
신의 표현인가?

영향은 무엇인가?
• 미래 작품에게 주는 이 작품의
영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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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식
- 요소

• 작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 작가가 특정한 내용을 사용한
가?

이유는 무엇인가?

- 재료

•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였는가?

- 기술과

• 어떤 기술과 기법, 과정이 사

기법, 과정
- 형식과
스타일

용되었는가?
• 어떤 형식과 스타일이 사용되
었고 왜 사용되었는가?

- 내용
• 작가의 의도가 얼마나 효과적 • 작품은 어떻게 감상자와 소통
으로 나타나있는가?

하고 있는가?

• 작가에 의해서 개념과 맥락이 • 감상자들은 어떤 해석을 해야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Ÿ

평가
(판단)
- 철학과
관념
- 이론
- 제도
- 심리
- 과학

하는가?

• 작품에 어떤 철학과 관념, 정 • 철학적, 관념적, 정치적 관념
치적 관점이 나타나있는가?
• 철학적, 관념적, 과학적 지식

은 감상자들에게 어떠한 영향
을 끼치는가?

이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 • 철학적, 관념적, 과학적 지식
는가?

은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

•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가?

는가?
•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 작품 제작을 위한 행위와 관습
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형성하고 있는가?
• 작품 제작을 위한 행위와 관습
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작품을 해석할 때 어떠한 정서
와 심리가 작용할까?

관점은 맥락과 지식, 평가 항목으로 구분되는, 각 항목과 관련된 질문
들의 예시를 통해 학생이 예술가로서, 감상자로서 어떠한 시각과 질문을
추구해야하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의 질
문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읽어내는 연습을 거침으로써, 각 영역
에서 달성해야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관점의 분야 중, 맥락과 연계된 질문들을 통한 교육으로 문화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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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감상자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맥락 읽어내
기’, ‘문화적 맥락과 의미 읽어내기’ 등과 같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그것
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수업 과정 속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감
상자들이 각 작품들에 서로 서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알아
봄으로써, 각기 다른 집단과 배경에 속해있는 개인들이 그것으로 하여금
어떠한 시각적 차이를 보이는지 느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호주는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읽어내는 관점,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 등을 기르는 훈련을 포함하는 예술교과 군을 통하여
적절하게 변형시킨 문화다양성 교육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미술과 교과내용 및 성취기준 속 문화다양성
호주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다섯 가지 예술 군(Art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미술과에 속하는 영역과의 비교를 위하여
미디어 아트와 비주얼 아트 군을 바탕으로 발췌, 분석하였음을 먼저 밝
힌다. 교과 내용과 성취기준 역시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의 내용에서 추출
하였으며, 그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로 규합하며 표로 정리하였다.
다음 <표14>는 호주의 성취기준 중에서 문화다양성 요소들이 드러나
있는 내용들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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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문화다양성이 드러나는 호주 미디어 아트와 비주얼 아트의 성취기준
발췌 (ACARA, 2015a)
학년

성취기준
Ÿ

Y3-4

학생들은 그들이 제작하고 보는 작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토론하고 서술할 수 있다.

Ÿ

핵심키워드

그들은 어떻게 원리와 과정을 사용하여 예술 작품을

공유, 토론,
소통

제작했는지 토론하고 다른 이와 소통할 수 있다.
Ÿ

학생들은 그들이 만들거나 혹은 이미 제작된 작품 속
에서 다른 아이디어와 개념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

Y5-6

는지 설명할 수 있다.
Ÿ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영향을 받은 작품들
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
다.

Ÿ

학생들은 어떻게 사회와 윤리, 경제, 환경과 같은 사
회적 가치와 요소들이 그들이 만들고 배포하고, 감상
하는 예술작품들에서 나타나는지 인식하고 분석 할
수 있다.

Ÿ

시간에 따른 ‘원인과 결과’, 배경 등이 예술가와 작품
에 반영된 영향을 읽고 해석해 낼 수 있다.

Ÿ

시각예술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 시간, 지역의
작품을 감상하고 제작할 수 있다.

Y7-8

Ÿ

학생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문화
와 시대, 장소의 배경에 영향을 받고, 그 요소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 평가, 판단할 수 있다.

Ÿ

호주 원주민 예술과 토레스 해협 전통 예술을 포함한
호주 예술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예술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다.

Y7-8

Ÿ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민들의 기법과 표현 기
술을 사용할 수 있다.

Ÿ

예술가로써 자신의 문화를 탐구하고 세계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작품에 반영할 수 있다.

Y9
-10

Ÿ

학생들은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대안적인 관

개념 이해,
소통,
작품 속
다양한 배경,
맥락
다양한
표현기법,
관점 분석,
사회적
가치와 요소
반영,
시대, 배경,
원인과 결과,
문화적,
지역적, 영향
관계,
소수 문화,
소수 문화
기법,
아시아
문화,
세계문화,
사회적,

점들이 그들이 제작하고 소통, 배포하는 예술 작품에 문화적 가치,
나타나 있고 어떠한 미술적 의도를 지니는지 분석, 대안적 관점,

- 78 -

평가할 수 있다.
Ÿ

예술가와 관객의 서로 다른 관점 모두를 탐색하고 이
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해석하고, 적절한 용어를 사
용하여 설명, 식별할 수 있다.

Ÿ

호주 원주민 예술과 토레스 해협 전통 예술을 포함한
호주 예술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예술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다.

Ÿ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민들의 기법과 표현 기
술을 사용할 수 있다.

Ÿ

세계의 다양한 전통 예술과 동시대 예술과 작가의 스
타일과 기법을 식별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나만의 작
품을 제작하고 다른 이와 소통할 수 있다.

Ÿ

학생들은 사회적, 제도적, 윤리적 이슈들이 어떻게
예술 작품의 제작과 사용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와 시대, 지역의 작품과 전시 역
시 평가할 수 있다.

Ÿ

학생들은 다른 공동체와 제도적 맥락을 위해 내재된
대안적, 시각적 관점들이 작품을 통해서 소통하고 표

소통,
다른 공동체,
제도적 맥락,
소수 문화,
소수 문화
기법,
아시아 문화,
세계 미술,
전통 예술,
동시대 예술,
사회적,
제도적,
윤리적 이슈,
다른 문화와
시대, 지역의
작품과 전시

현될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3, 4학년에 해당하는 호주의 Years 3 and 4에서는
‘토론’과 ‘생각 공유’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을 이룬다. 결과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호주 교육과정의 3, 4학년 군에서는 아직까지 미술작품
의 문화나 맥락에 대한 수업 보다는 어떻게 제작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
쳤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화다양성 요소들이 직접적으
로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의 토론’ 역시
보다 미술의 원리와 조형요소 분석과 이해에 근접해 있다.
본격적으로 문화다양성 요소가 드러나는 학년은 Years 5 and 6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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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군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영향들을 받은 예
술 작품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해, 해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구성하
고 있다. 또한, Years 7을 넘어갈수록 예술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
양한 가치와 관점, 요소들에 대하여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전통문화와 더불어, 소수 문화, 아시아 문
화, 세계 문화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시들로 제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소수 문화에는 호주 원주민, 토레스 해협
도민 등을 포함한 소수 민족의 문화들을 망라하고 있고, 두 번째, 아시아
문화에는 일본, 중국, 인도, 이집트 등을 포함하며, 세계문화에는 미국,
영국, 독일, 그리스 등을 구체적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다
양한 문화와 미술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법 역시도 습득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2001)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창의성의 원천으
로써 문화유산을 접촉하라는 ‘제 7조’와 각 집단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
여 구분 없이 인류 공동의 유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제 1조’의 그것과 일
맥상통한다. 즉, 다양한 소수 민족, 비주류 국가의 문화와 그들의 미술
작품 기법을 주류 국가의 문화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그것을 새롭게 차
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시키고 진정한 국가 간 문화 이해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은 결과적으로 주류 국가의 문화 기법만을
우선시 여기거나 우월하게 여기지 않으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기법들
을 동등하게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재해석, 재창조가 가능하
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Years 9 and 10의 성취 기준 중, “학생들은 다른 공동체
와 제도적 맥락을 위해 내재된 대안적, 시각적 관점들이 작품을 통해서
소통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Australian
curriculum, 2015a: 54)와 “학생들은 사회적, 제도적, 윤리적 이슈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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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예술 작품의 제작과 사용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다
른 문화와 시대, 지역의 작품과 전시 역시 평가할 수 있다.”(Australian
curriculum, 2015a: 89)는 항목들을 통해, 내가 속한 집단과는 다른 공동
체와 다른 문화, 시대에 대해 인지하여 그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하
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해와 소통 교육을 바탕으로 그
들과 접해있는 문제나,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변화에
참여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주어
진다.

3) 미술과 교수 학습 및 평가 속 문화다양성
호주의 경우, 예술 교과 안에 교수 학습 및 유의사항 영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내용 기술(content descriptions)’ 부분에서 여러 가
지 예시로써 관련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문화다양성 연관 지도
방법 몇 가지를 발췌해 보았다. 아래는 시각 예술(Visual arts) 영역의
내용 기술 부분에서 가져온 것이다.
Ÿ

다른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주제와 형태를 설명하기
ex)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민 예술가들의 표현과 지역 사회
의 현대적인 표현을 비교해 보자.

Ÿ

작품들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차이와 이유에 대해 찾아보고 비
교하기
ex) 울루루-카타추타 컬쳐센터(Uluru kata tjuta Cultural centre)
와 교토 금각사를 비교하고 그들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말해보자.

Ÿ

예술가가 작품의 시각적 관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작품에서

- 81 -

분석보기
ex)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예술가들이 어떻게 장소와 국가의 개념을
작품에서 표현해내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 호주에 설치된 거리 예술
들을 비교해 보라.
Ÿ

감상자로서 그들의 의미, 의도가 더욱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전시해
보기
ex) 문화, 성별, 연령, 시간과 장소와 같은 기타 요소들이 어떻게 감
상자의 작품 해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보자.
ex2) 다양한 연령의 응답을 비교해 보고, 다른 연령의 감상자들이 어
떤 차이로 작품을 해석하는지 알아보자.
(ACARA, 2015a)

이와 같이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쉽게 관련 예시로 어떠한 작
품이나 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시들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실제 나라와 지역 그리고 그곳의 미술 작품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고, 어느 수업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초점으로 비
교해야하는지 특정 표현이나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또한, 그러한 예시들은 대표적으로 ‘비교,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수업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예시 작품들을 놓고 개인의 혹은 여러 명
의 학습자들이 서로 분석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토론하는 과
정들을 통해서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과 차이, 다름을 인지하는 태
도를 집중적으로 길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관련 예시를 미디어 아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Ÿ

특정한 배경과 가치를 지닌 감상자의 관점에 따라 각 작품을
분석할 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ex)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사람들과 같은, 호주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른 문화 집단이나 민족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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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스틸 이미지(still image)를 분석하고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와 의도들에 영향을 주고받는지 토론 해 보자.
(ACARA, 2015a: 44)

내용 기술에서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챕터의 구분 없이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는 교수, 학습 및 유의사항 부분을 따로 명
확하게 분류하여 제시하는 한국의 경우와 구분된다. 하지만 그 예시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참고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교수, 학습과 관련된 유의
사항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 부족함을 보인다.
다음으로, 평가 계획과 관련해서는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의 경우
언급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과 더불어 문화다양성 관련 요소
역시 찾아볼 수가 없었다.
호주 교육과정의 예술 군에서 따로 분리되어 기술된 사항은 없지만 총
론에서 한 부분으로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Implications for teaching,
assessing and reporting)을 제시하면서, 국가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 관할권 및 시스템 정책 그리고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와 학습 환경,
지적 수준, 습득 속도 등의 다름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근본으로 적용
하고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학생
들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다양
성 교육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총론 속 큰 틀에서만 그것을 밝히고 있을 뿐, 미술교과의 특
성과 그에 걸맞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나 서술이 없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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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지원과 문화다양성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국가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학생의 다양성(Student diversity)’이라는 챕터이다. 이는 3가지 범주로
장애학생(students with disability),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Gifted and
talented students), 영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Students for
whom English i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EAL/D)으로 나뉘어
져 있다.
호주의 학교 교육은 ‘평등’과 ‘학문적 우수성’을 첫 번째 목표로 추구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호주 사회에서의 성공과 사회 참여를 위
한 기반이 되는 지식, 이해 기술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
와 교사는 다양한 학생들의 개별적 학습 수준과 배경 등을 고려한 수업
과 교육 환경 조성, 학습 요구 충족에 앞장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
장하면서 이 챕터가 필요한 정확한 목적 4가지를 호주 교육과정은 강하
게 피력하고 있다.
첫 번째는 모든 학생들이 호주 교육과정에 참여, 접근 가능하도록 하
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두 번째로, 호주 교육과정의 3차원적 설계(the
three-dimensional design)가 모든 학생의 학습 요구(needs)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도록 제공하며, 세 번째, 장애, 영재
학생들과 함께, 영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지원을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호주의 교육 과정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ACARA, 2015b: 3).
기본적으로 이 장은 교사와 학교, 학교장을 위함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장치와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한국과 마찬가지로 언어 교육을 일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앞선 3가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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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중 ‘영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한국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이주민 가정, 즉,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포함하면서, 또한, 해외 유학생, 호주의 다른 토착, 소수 민족의 학생들까
지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이다.
호주라는 나라가 비록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며 존중
하고 있지만, 나라 안의 대다수 공동체들이 영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학습자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성공을 위하여 학교
교육에서도 영어를 기본 기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고도 적절한 교육 수
준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어가 제 1
언어가 아닌 학생들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함과 동시에 교과 과정을 수행
함으로, 이해와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 균등한 교육
을 위한 기초적인 언어 학습 요구 충족을 위하여 추가적 언어 교육 시간
과 그와 관련된 여러 물질적, 정신적 자원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두 번째로, 교사 관련 지원이 있다. 교사 관련 지원은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먼저, 각 학교마다 언어 교사(the EAL/D teacher)가 배치되도
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 교사는 각 초등, 중등학교에 1명 이상
배치되어 언어 관련 교육과 함께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의 고민과 어려움
을 상담해 주고, 개별적 교과 과제, 수업 내용 해석 등을 도와주도록 학
교와 국가 차원에서 동시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교사 관련 지원 사항에는 일반 교사들을 교육한다는 점이다.
즉, 언어 교사로서 전공자나 전문 교사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교
육이나 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과 교사들에 대한 문화다양성 태도 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 시행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문화
적,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돕고 어떻게 그 다양성을 교실
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도와주
기 위함에 있다. 그 외에도 다문화 교육 전략, 문화적 예시,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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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제공하여 균등한 학교 현장 구축과
평등한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분석 결과 비교
앞선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양국 미술과 교육과정 속 문화다양성
요소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를 각각 심층적으로 분
석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각 나라의 국가적 미술교육이 가
지는 독특한 특성들과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의 교육목표
그리고 방향성 등에 대한 몇 가지 분석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양국, 한국과 호주의 미
술과 교육과정이 가지는 각각의 방향성과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이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미술과 교육목표
한국과 호주 양국 모두, 미술교과에서 많은 문화다양성 요소들을 찾
아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각 나라의 미술교
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방향이다. 아래 <표16>을 통해, 두 나라의
미술과 교육과정 목표를 비교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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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한국과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목표 비교
한국

호주
예술 교과를 통해, 학습자들은 스스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
총괄

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 작품

목표

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을 기른
다.

로 발견하고 해석해 낸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
에 대해 배우고, 자신과 공동체, 세
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에 대
한 자신감과 창의성을 키워 적극적인
변화와 참여를 추구하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써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
학습자의 개인적, 집단적 주변 세계
와 타인에 대해 의미 있는 방법으로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
다.

관찰과 상상을 가능하게 하고, 예술
관련 지식과 기술, 표현 기법, 미술
행위들을 통한 아이디어 표출을 통
해, 그들에게 가치 있는 예술 문화와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을 기른
다.
다각적인 관점에 대하여 공감을 표
시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과

하위

예술 표현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목표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자기 주도적 미술 활동을 통해 창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의,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제작(making)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응답(responding)

의 과정을 통해, 예술 작품에 대한
자신감과 친밀감을 높이고, 예술 행
위에 대한 창의적, 비판적, 미학적
사고와 이해를 증진시킨다.
미술 작품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
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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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과 작품들을 통해, 호주 원
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사람들을
포함한, 호주의 역사와 전통, 현대
문화와 삶, 생활에 대해 이해한다.
미술을 생활화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세계의 다양한 예술가, 예술 작품
그리고 관련 전문직 교육을 통해,
지역, 지방 그리고 글로벌 문화와
그들의 미술사와 전통, 문화와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먼저, 두 나라의 공통점에는 ‘생각, 감정 표현과 소통(공유)’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중요시한다는 점들이 있다.
두 나라 모두 근본적인 미술의 특성인 학습자의 감정과 생각의 시각적
표현을 중시하면서 그 표현을 통한 소통, 공유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 소통과 공유는 타자, 개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개인이 속함으로
서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는 집단, 공동체의 정보와 문화들에 대한 이
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는 두 번째 공통점인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세계’라는 항목과 연관
된 것으로 개인은 결과적으로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
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타인, 그들이 속한 다른 문화 공동체들과 생
각이나 감정 등을 소통,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양국의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은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공통과정의 미술과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
표에는 한국과 호주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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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보다 학습자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
다. 다시 말해, 개인으로서 미술 작품을 이해, 가치 판단하고, 삶 속에서
미술과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개인적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미술과 총괄 목표 중 “미술 작품
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을 기른다”
라는 구절과 하위 항목, “다. 미술 작품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와 “라. 미술을 생활화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교육부, 2015a: 5). 그러므
로 한국은 궁극적으로 미술교과를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삶 속 문화 향유 태도’를 그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
이다.
그와 다르게, 호주의 경우에는 ‘시민(citizen)’이라는 개념이 국가 교육
과정 총론과 함께 미술교과에서도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는 궁
극적으로 달성해야할 교육 인간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와 참여를 추구
하는 교양 있는 시민”을 설정하고 있다(ACARA, 2015a: 4-5). 즉, 그들
은 학교 교육과 예술 교과를 통해, 올바른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사회와
세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교양 있는 시민(구성원)들을 길러내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올바른 변화
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는 개인 보다는 ‘공동체’, ‘집단’
에 중점을 두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호주의 예술 교과에서도 학습자 개개인의 문화다양성 태도와
인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넘어 국가적
통합을 위한 교육계획과 목표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호주 양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역사 길이
와 깊이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역사가 짧고, 다문화 인구비율도 호주에 비해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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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 개념이 교육과정에서 2007년 처음 등장하였고,
그것을 반영한 다문화 교육이 중요시되기 시작한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
았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다문화 문화다양성 교육
이 자리를 잡아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반면, 호주는 1950, 60년대부터 다문화 사회로 진입, 그것을 경험한
역사가 오래되었다. 또한, 현재의 다문화 인구 비율 역시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으로 약 3.5% 정도라면, 호주는 약 28%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수많은 갈등과 폭력, 문제들을 경험하였고 국가적 규합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 교육이 꽃을 피웠으며, 1980년대 후반을 넘어 1990년대
부터는 공존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성’과 ‘시민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교육과정과 교과 전반에 기본적으로 내포시킨 민주적,
세계적 시민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험적 차이에서
한국과 호주의 핵심 미술교과 교육목표는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상황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인구수가 빠른 비율
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한국
역시, 학습자 개인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를 증진시키는 교육과 더불
어 ‘공동체’의 조화로운 응집과 공생을 위한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을 목표
로 설정하고, 그것을 미술교과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2) 교과 구성
다음으로는, 한국과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문화다양성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비교해 볼 것이다. 크게 교과 내용적 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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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수 방법적 측면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도출
해 내 본다.
(1) 내용적 측면
교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첫 번째, 각 나라의 미술교과에서 문화의 균
등한 편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두 번째, 문화다양성 요소를
통해 미술교과의 어떤 내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
다.
먼저, 문화의 균등한 편제에 관해서 살펴보자. 아래 <표17>은 한국과
호주 미술교과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분류되어 있는 국가 및 미
술 영역을 발췌한 내용이다.
<표17> 한국과 호주 미술교과 내용 속 국가와 미술 영역 예시
한국

호주
호주 (ex. 전통 미술, 소수 문화)

우리나라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

아시아 (ex. 중국, 인도, 일본, 이집트)

다양한 지역 배경의 작품

세계 (ex. 미국, 영국, 아프리카, 독일,
그리스)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를 크게 자국인 호주, 아시아, 그리고 세계 권역
으로 분류하고 있다. 호주 미술에는 호주 전통과 현대 미술, 호주의 다른
소수의 문화와 예술 작품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주민이
많은 아시아 권역을 따로 분류하여, 중국, 인도, 일본, 이집트 등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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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언급,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권역은 세계 미술로 영국과
그리스 같은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북아메리카 지역 등의 국가 예술
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서술하고 있는 문화의 종류도 다양하고, 문화의 분
류 역시 세부적으로, 소수 문화, 아시아 문화, 세계 문화로 나누어져, 어
떠한 특정 문화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예시들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
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보다 다양성과 고른 내용 구성에 집
중하며 교육 자료를 조직하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 하나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 급증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함께 이해, 포용하자는 취지로 교과 내용을
균등한 비율로 편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높은 이
민자 비율을 보이는 중국과 인도의 문화 예술 예시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
또 다른 점은 ‘소수 문화’의 존중과 고른 편제이다. 호주 안에는 다양
한 토착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호주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애보리진이 있다. 그 외에도 토레스 해협 도민과 같이 여전히 자
신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토착민족들이 존재한다. 호
주는 이러한 자신들 안에서 공생하는 또 다른 집단인 소수 문화들을 살
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예로, 호주 애보리진 전통
예술을 호주 현대 미술과 동급으로 대우하고 많은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그들을 하위문화나 종속문화, 비주류 문화로 치부
하며 업신여기지 않고, 주류문화와 동등하게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
와 호주 국민들은 그것이 그들이 가진 중요한 자원이라고 여기며 보호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은 예
술교과에 고르고 높게 편제된 내용적 비중만 보아도 확인 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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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다른 다양한 지역권으로 크게 2가지로만 나누고 있으며 그 내용에
어떠한 나라나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한 정보나 예시들이 존재
하지 않는다. 굉장히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서술과 설명으로 내용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지침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열린 수업 내용을
제시하는 좋은 설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소 광범위하
고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어떠한 문화와 미술을 사용하고 교육해야하는
가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 얼마만큼의 균등한 문화 편
제가 교과 구성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나타나지 않는 모호함이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과 더불어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 아시아권 이주민
과 다문화 가정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문화
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들의 문화와 예술을
한 번이라도 더 접한다면, 그 경험을 바탕 삼아 서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권 문
화 예술을 비주류 문화로만 보지 않고, 서양권, 유럽권 문화 예술과 더불
어 고르게 교과 내용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국
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시와 분류를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
한다면, 지금보다 정교한 지침으로 국가적 미술교육을 학생과 교사, 학교
현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문화다양성 요소 반영을 통해, 미술교과의 어떤 내용적 측
면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다음 <표18>은 각 성취기준에서 추출한 핵심 키워드들을 정리하여
비교해 놓은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 비슷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취하고자 하는 점진적 교과 맥락이 같다
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과 호주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강
조하고자 하는 교과 내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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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문화다양성 관련 한국과 호주의 성취기준 핵심키워드 비교
학년

초
3-4

초
5-6

한국
Ÿ
Ÿ
Ÿ
Ÿ

주변 생활(삶)
삶과 나의 관계
다양한 작품, 작가 인지
느낌과 생각 공유

Ÿ

감상 태도

Ÿ
Ÿ
Ÿ

나
정체성
대상, 현상

Ÿ
Ÿ
Ÿ
Ÿ

의미 해석
다양한 표현 방법 탐색
생각 전달, 공유, 소통
전통 미술, 현대 미술

Ÿ
Ÿ

작품의 시대적 배경
다양한 감상 방법과 태도

Ÿ
Ÿ
Ÿ
Ÿ
중
Ÿ
학교
Ÿ
Ÿ
Ÿ

호주

Ÿ

공유, 토론

Ÿ

소통

Ÿ

개념 이해

Ÿ

소통

Ÿ

작품 속 다양한 배경

Ÿ

맥락

Ÿ

다양한 표현기법, 관점 분석

Ÿ

사회적 가치와 요소 반영

Ÿ

시대, 배경, 원인과 결과

Ÿ

문화적, 지역적, 영향 관계

관계 탐색
전달 방식, 소통
미술과 타 분야

Ÿ

소수 문화, 소수 문화의 기법

Ÿ

아시아 문화, 세계문화

Ÿ

사회적, 문화적 가치

다양한 직업 종류와 특징 이해
문화정체성
전통 미술
세계 미술

Ÿ

대안적 관점

Ÿ

소통

Ÿ

다른 공동체

Ÿ
작품의 다양한 시대적 지역적,
Ÿ
사회적 배경, 맥락 설명
Ÿ

제도적 맥락
소수 문화, 소수 문화의 기법
아시아 문화, 세계 미술

Ÿ

전통 예술, 동시대 예술

Ÿ

사회적, 제도적, 윤리적 이슈

Ÿ

다른 문화와 시대, 지역의 작품
과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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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두 나라 모두 ‘소통’과 ‘공유’의 능력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학습자, 개인의 느
낌과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즉, 표현을 통한 개인적 소통에 보다
강조되어 있고, 호주는 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나 개념 그리고 다양
한 대안적 관점들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표현되고 있는지를 해석하
고 읽어내는 것, 즉, 감상을 통한 소통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차이로는 한국의 경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미술교육 내용
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나와 주변 생활, 삶, 대
상, 현상, 환경 등에 대한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등장하며, 호주 교
육과정 보다 명백하게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정체성’과 ‘전통 문화’이라
는 단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정체성이라고 하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을 포함한 공동체 정체성, ‘문화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그가 속한 집단의 특징과 이념, 문화와
분리되어서 생성될 수 없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가 속한 공동체의 그
것과 상호작용하면서 확립된다. 그렇게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
한 공동체 정체성 교육은 언제나 함께 따라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한국의 미술교과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예술 교육
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통미
술문화 관련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보다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고 올
바르게 인지하는 능력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작품 속 다양한 배경을
분석하거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요소가 반영된 작품을 해석하거나, 작
품이 만들어진 시대, 배경 혹은 원인과 결과 등을 분석하거나, 작품과 문
화적, 지역적,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교과 내용들이 그 증거이다. 호주는
다양한 문화 예술 작품과 작가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여
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하는 문화적 문해력을 키우는 교육 내용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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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호주의 역사적 차이로 비롯된 민족성 때문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 확
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과 더불어 세계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기
대하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적 태생부터 다민족, 다인종 국가였기 때
문에 특정한 정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각의 다양성을 중시 여기면서
공생할 수 있는 시민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백인우월주의를
강조했던 호주의 과거 행적에서 깨우친 시행착오에서도 비롯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차이가 기본 바탕이 되어 각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학습자에게 ‘나’와 ‘전통문화(단일 문화)’ 부분
을 강조하면서 ‘개인적,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한다면, 호주는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의 문화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나라 안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한 방법으
로 문화적 문해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도 이제 점차 호주의 모습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 내 다양성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문화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중하
여 강조하기 보다는 열린 문화 인식, 태도 교육과 균형을 이루는 미술교
육 과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 정체성만을 계속해서 강조하
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민족중심주의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앞으로의 교육 목표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나라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
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인 그리고
세계인으로써의 소양을 분명 이야기하고 있지만,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
정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소수 문화나 비주류 문화들에 대한 세부 언
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 미술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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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실정에 맞게 장점은 변형, 수용하고 단점은 반면교사로써 삼아,
앞으로의 공존을 위한 미술교육을 위하여 정교하고 엄밀한 국가 미술과
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방법적 측면
다음으로는 미술교과의 교수, 학습, 평가 등과 같은 교육 방법적인 측
면들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보았다.
두 나라는 이 부분에서 차이점보다는 많은 공통점을 보였으며, 유사
한 방법과 맥락들을 통해 학습자가 다양한 미술 문화들을 이해하고 해석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표19> 한국과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내 방법적 접근

한국

호주

Ÿ

관심가지기

Ÿ

조사하기, 사례 찾기

조사하기(investigate, interrogate),

Ÿ

설명하기

관찰하기(observe)

Ÿ

이해하기, 해석하기, 분석하기

Ÿ

고려하기(consider), 인식하기(recognize)

Ÿ

비교하기

Ÿ

설명하기(explain)

Ÿ

감상하기, 비교 감상하기

Ÿ

이해하기(understand),

Ÿ

토의, 토론하기

Ÿ

발견하기(identify), 찾아보기(seek),

분석하기(analyse, explore)
Ÿ

비교하기(compare)

Ÿ

감상하기(review)

Ÿ

평가하기(evaluate)

Ÿ

토의, 토론하기(discuss, debate,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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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두 나라 모두 ‘비교 분석 혹은 비교 감상
방법’을 중점으로, 학습 이해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증거로
한국과 호주 양국 모두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비교, 분석을 통한 교수
학습 방법 예시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20> 한국과 호주의 비교 감상 방법 예시 발췌

한국

호주

ex1) 우리나라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

ex1)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예술가들이

의 비교 감상을 통해 전통 미술

어떻게 장소와 국가의 개념을 작품에

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서 표현해내고 있는지를 다른 나라와

ex2) 미술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중점

호주에 설치된 거리 예술들을 비교해

을 두어 지도하며, 자료집 제작,

보라.

비교하여 글쓰기, 발표하기, 토론

ex2) 울루루 - 카타추타 컬쳐센터(Uluru

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kata tjuta Cultural centre)와 교토

지도한다.

금각사를 비교하고, 그들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말해보자.
ex3)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민
예술가들의 표현과 지역 사회의 현
대적인 표현을 비교해 보자.
ex4) 호주 원주민 바위 예술(Aboriginal
rock art)과,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 이집트 예술(Egyptian art) 사이
의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context)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보아라.

학습자들은 비교 감상 방법을 통해, 서로 다른 작품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지고, 보다 분석적으로 그 작품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행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차이에서
- 98 -

오는 다름을 깨닫고 어떻게 그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하는지 그 방법
을 체화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 두 나라 모두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과 방법적 접근으로써 비교
감상 교육 방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토의, 토론 방법’을
통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과 공유, 소통을 하는 수업을 공통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으로는 한국에서는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 부분을 따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
문화다양성 태도를 평가하는 부분들을 몇몇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위한, 특히 다문화 학생들과 같은,
소수 집단 학생들을 고려하는 미술 평가 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이 제시되
지 않고 있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반면,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존
재하지 않았다. 단지 총론 속 큰 틀에서만 관련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교수 학습과 평가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임을 생각해 보았
을 때,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술교과가 가지는 독득한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평가 방법들을 추가하여 수정 보안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3) 균등한 교육 기회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또 한 가지 특
성인 ‘균등한 교육 기회’를 두 나라가 어떠한 방법과 지원들을 통해 제공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장 명백한 공통점으로는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일차적인 교육 지
원이다. 한국과 호주 모두 학교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한국어와 영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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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언어로 지정하고 그것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
인 교육을 펼치고 있다. 그와 관련된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원 사항 등
과 같은 기본적인 틀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을 지칭하는 언어적 표현과 용어가 다르다는 점이
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 ‘귀국 학생’, ‘전, 입학 학생’, ‘학
습 부진 학생’ 등으로 상세히 분리해서 그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각 학생의 특성에 따라 대상들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시
도로써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오히려 불필
요한 라벨링을 통한 구분이 될 수도 있다.
반면, 호주의 경우에는 ‘영어가 제 1언어가 아닌 학생’이라는 수식어
를 통해,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통합하여 이르고 있다. 그 안에
는 분명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귀국 학생, 다문화 학생, 유학생 등등이 포
함되어 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상세하게 구분, 분류하
기 보다는 큰 범주 안에 규합시킴으로써 평등한 시각으로 학생들을 바라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세부적인 구분을 없애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학생
들의 다양한 배경들을 받아드리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소한 것이어서 방과하기 쉬우며, 큰 의미가 없어 보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용어와 표현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후에는 분류가 생기고, 구분이 나뉘면서 결과적으
로는 차별과 차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생성할 수 있다. 호주 역시
역사적으로 백호주의 정책과 같은 ‘구분’에 의한 차별과 갈등을 경험하면
서,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인종
과 민족들을 최대한 평등하게 같은 범주에 귀속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
고 그것이 교육과정에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역
시 학생들을 특정 용어로 ‘구분’하고 ‘분류’하는 진정한 의미와 의도에 대
- 100 -

해서 한 번 깊이 있는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보이는 차이점은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는 한국 보다 교사
교육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교사 지원은 각 학교에
‘언어 교사(EAL/D teacher)’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배치된 교사들은
학교에 상주하면서, 정규 언어 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생들의 고민 상담
과 다른 교과 수업 내용 해석, 개별적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언어 교사 이외의 일반 교과 교사들에게도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호주의 교육과정 홈페이지
에는 교사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관
련된 여러 교육적 예시와 방법, 문화 자료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교사가 다양한 학생들을 보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교사들에게 다양한 학생들의 배경
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
다.
호주 교육과정에 따르면, 다양한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앞서, 그들에
대한 교사의 깊은 문화적 이해와 공감이 우선된다면, 보다 효과 높은 교
육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육자
역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공감과 존중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교육을 학생을 이해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은 서로
간의 정신적 거리를 좁히고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때, 교사
는 결과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학생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 교육과 학교 현장
의 언어 교사 배치와 같은 지원들은 기본적인 언어 교육만을 제공하는
한국 교육과정에서 좀 더 본받아야 하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다양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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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위한 평등한 교육 지원과 더불어,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교육
자에 대한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이 함께 한다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
게 될 우리 학습자들을 위한, 보다 깊고, 탄탄한, 질 좋은 교육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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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국가 교육과정에는 그 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이념과 교육 방
향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과 호주, 각 나라에서 문화다양
성 교육이 어떠한 방향과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한국과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문화
다양성 요소와 개념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미술과 교육과정의 문
화다양성 미술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먼저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함
께, 왜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대두되게 되었는지 그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교육 그리고 미술교육과 그것과의 관계 및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도출해봄으로써,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기
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구축을 토대로 발견한 문화다양
성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에 대한 부각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다름’과 ‘차이’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준다. 오늘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나 요구들을
가지고 교실로 모여드는 학생들에게 나와 타인, 그리고 내 집단과 타인
의 집단에 대한 특성과 차이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차별이나 편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인식교육을 강조한다. 그리고 다양성을 중시하
여 개개인과 각 집단의 개성을 지키고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
다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동화주의적 교육이나 획일화 교육을 혁파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교육 대상의 평등,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내용, 자료의 평등
등 교육적 틀 안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평등’을 강조한다. 학생들 간에
다수자, 소수자 구분을 나누지 않고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 대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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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고 똑같은 교육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또
한, 교육 내용의 비중 역시 어떠한 다수의 특정 문화들에 치우치지 않도
록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과 자료를 개발하도록 고취시킨다.
셋째, ‘문화’라는 인류의 중요한 공동 유산을 교육의 컨텐츠로 계발하
고 학습하게 하여 그것을 근간으로 삼아 인류가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이러한 문화 컨텐츠 활용을 통해, 학습자들에
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문화 간 이해를 증
진시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하여, 앞서 제시한 평등이나, 다름에 대
한 개념들을 고취시키고, 문화를 상호 교류,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교육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을 지닌, 공존 가능한 사회 구성원들을 길러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발견한 문화다양성의 미술교육적 의의를 살펴
보면, 그것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문해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회적 체계와 배경들을 반영한 미술 작품들을 접하고
경험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수많은 문화 정보들을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
내고, 그를 바탕으로 ‘다름’을 인지하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다
양한 문화 미술작품들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무궁무진한 사례와 예시들을 접하게 되고, 그것들을 활
용, 재조합, 변형하는 등의 미술활동을 거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해 내게 된다. 이때, 학습자들은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이 미술교육에 어떠한
영향과 의의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 Ⅲ장에서는 구체적인 두 나라의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에 앞서,
각 나라의 문화다양성 현실과 교육 제도와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호주라는 낯선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사전 이해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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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조사한 역사적, 정치적, 교육적 부분들을 바
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이 어떠한 의도와 방향을 가지는
지 분석해 낼 수 있었다.
제 Ⅳ장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미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분석 부분으로 각 나라의 미술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요소와
개념들을 각각 미술과 교육목표, 미술과 교과 내용 및 성취기준, 미술과
교수 학습 및 평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지원 이렇게 4가지 체
재별로 나누어 분석한 후, 그 각각의 결과를 비교,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
점 그리고 시사점 등을 도출해 내었다.
먼저, 분석을 통해 발견한 한국과 호주 미술과 교육과정의 공통점은,
첫째, 미술교과의 목표에서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세계, 즉 공동체’에 대
한 탐구와 ‘소통과 공유’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두 나라는 ‘나’와 ‘공
동체’의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동시에 소속 집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첫 번째로 추구하고 있다.
그런 다음, ‘소통과 공유’에 대한 능력과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학습자의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시각적
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교육하면서, 그것과 더불어 그 표현을 통한
소통과 공유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소통과 공유는 개인과 타자라
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미술교과와 그 활동들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
단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것을 바탕으로 타자, 그리고 타 집단의 문화,
이념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공통적 문
화다양성 미술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미술교과의 교수 방법적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들을 보였다. 한
국과 호주 모두, 2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예시들을 수업 교육 자료로
선정한 후, 작품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비교 감상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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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들을 설명해보고 논의해보는 ‘토의, 토론 방
법’ 등을 사용하여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셋째,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나라 모두 다양한 학생
들에게 기본 공통 언어 교육과정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혹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을
받았을 때,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리함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러한 지원은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필요한 기회 균등으로 모든 학생
들에게 동등한 국가 교육과정을 소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두
나라 모두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차이점들도 존재한다. 첫째, 한국과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미술교육의 궁극적 목표와 방향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다 ‘개인 능력 증진’에 초점이 맞추
어져서 학습자의 ‘삶 속 문화를 향유하는 태도와 능력’, 그리고 ‘미술의
생활화’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개인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태도
증진’에 최종적 교육 목표를 가진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총론에서
강조되는 ‘시민’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미술과 교육에서도 본인이 속한
사회와 세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다 ‘공동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과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호주의 교과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되고 고르게 편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호주 문화와 미술’, ‘소수 문화와 미
술’, ‘아시아 문화와 미술’ 마지막으로 ‘세계 문화와 미술’로 구성되어 있
다. 특히,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민과 같은 소수문화의 강조와 이
주민이 많은 아시아 문화의 강조가 눈에 띈다. 이는 다양한 미술 문화
영역들이 주류나 비주류의 구분 없이 균등한 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며, 또한, 아시아 문화를 통해 많은 수의 이주민을 포용하려는 노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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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의 다양하고 상세한 사례 제시는
학교 현장과 교사,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교육 지침으로써도 사용가능 하
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다원적, ‘다양한 분야의 미술작품’들
과 같은 보다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서술을 사용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
다. 이러한 열린 지침과 표현들은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을 행하는
교사에게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장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예시와 방향을 가지는지
또한 어떠한 내용들이 고르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
쉬움을 가진다.
셋째, 호주의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위한 기초적인 언어 지원을
넘어 일반 교사 교육의 필요성까지 강조하며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달
리 호주의 교육과정 원문과 홈페이지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다양성을 이
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 예시와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호주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배경과 문화에 대한 교사의 보다 깊
은 이해를 돕고,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 능력을 길
러주어 보다 질 좋은 국가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교사 교육에 대한 지원과 언급이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도출을 통해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에
서 문화다양성 관련 내용과 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개선해야 할지에 대하
여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미술과 교육에서도 ‘공동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상황도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다.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며,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결과적으로 공동의 사회이며, 공생의 사회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술교과에서도 공존과 규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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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내용을 더 첨가하고, 문화 정체성 관련 교과 내용과 더불어, 시
민성 교육과 연관된 교과 내용들을 균등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 내용을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사실상 한국의 미술과 교육과정은 다소 함축적이고 축약된 어조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
막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과
예시들을 사용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내용들을 삽입하고, 그것을 바탕으
로 학교 현장과 교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보다 이를 활발히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어
떠한 교육적 내용이 균등하게 구성되고 있는지 역시 확인 가능할 것이
다.
셋째, 호주의 예술교과에서 아시아 문화, 그 중에서도 이주민의 비율
이 높은 인도나 중국과 같은 아시아 미술 문화들을 강조하는 점을 본받
아, 한국에서도 이주민이 많은 동남 아시아권 문화들을 교과 내용에 구
성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와 함
께 살아하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러므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그 수단으로써 미술 교과는 아주 적합하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공
유할 수 있는 미술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아야 한다.
넷째,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
사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교사 역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몇몇 교사들은 사전 지식 없이 학생
을 마주하면서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 역시 문화다양
성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을 만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
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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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게 다문화 사회를 먼저 경험
한 호주의 상황을 사례로 가져와 한국의 그것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
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한국 문화다양성 미술과 교육이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 한국과 호
주의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교육 체제와 교육목
표, 교과 내용 속 문화다양성 요소를 분석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숨은
국가적, 교육적 의미와 의도를 찾아내어 비교, 분석한 것으로써, 교육과
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연구되었다는 점과 향후 호주의 교육과정을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지니나,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로서의 몇 가지 과제를 남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과정은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신뢰성을 가지
지만, 교육현장에서 학교와 교사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상의 내용은 실제와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가 연구 시
점에서 아직 발행되지 않은 점과 호주에는 한국과 달리 국가 검인정된
교과서가 출판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한계들을 비롯하여 교과서 내용분
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교육 내용
과 성취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원들에 포함되고 나타는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분석과 함께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여 검인증 한국 교과서에서 문화다양
성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완된 교육과정을 토대로 문화다양성 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수, 학습되었을 때, 학생들의 문화다양성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증진되
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09 -

참고문헌
교육부(2015a). 미술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 13]
교육부(2015b).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15-80호 [별책1]
김연수(2006). 한국과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교 연구. 석
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형숙(2015).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감상영역의 변천과 미술비평방법론
개선방안. 미술교육연구논총, 42, 77-101.
김혜경(2014). 핵심역량에 기반 한 미술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박
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숙 외(2013). 미술교육과 문화. 서울: 학지사.
노부자(1999).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 15,
197-222.
문경희(2008).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국제정치총론, 48(1),
267-291.
박지혜(2007). 한국 중학교 미술교육과 외국 중학교 미술교육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소경희, 장주경, 이선영(2011). 호주 국가교육과정의 개발 과정 및 주요
특징. 비교교육연구. 21(2), 51-73.
송이슬(2008). 미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석
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심성보(2014).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변화와 다문화교육 정책. 초등
도덕교육, 45, 183-208.
양영자(2008).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
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오영은(2015). 한국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이스라엘 다문화교육 사
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110 -

원진숙 외(2010).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교육. 서울: 사회평론.
유수연(2008). 문화 간 의사소통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유네스코(2010).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 (조행복 옮김). 서울: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원서출판 2009).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8a). 다문화 사회와 국제교
육의 이해. 파주: 동녘.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8b).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파주: 동녘.
이은수(2010). 시각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 고등학교 미술감상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이은희(2014).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교육과 가정과교육의 통합적
접근. 한국교육문제연구, 32(3), 69-90.
이주연(2005). 고등학교 미술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정을 대비한 국내
외 교육과정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
으로. 조형교육, 26, 319-350.
이진석(2007). 호주의 다문화 교육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한
국사진지리학회지, 17(3), 21-32.
장한업(2011). 한국 이민자 자녀와 관련된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 -"다문
화가정", "다문화교육". 이중언어학, 46, 347-36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문화다양성 공유 공감. 서울: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11).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서울: 예경.
허영식(2015). 문화적 차이, 다양성에 관한 담론과 함의 : 독일과 유럽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5(3), 169-194.
홍경아(2012). 문화다양성 이해와 증진을 위한 박물관의 비교문화 전
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홍죽희(2003). 호주의 교육제도. 교육연구총론, 24(2), 163-177.
- 111 -

ACARA. (2015a). An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8.1: The Arts.
ACARA. (2015b). An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8.1: Student
diversity.
Australian Government. (2015). A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Managing

Migration

to

Australia.

Commomwealth of Australia.
Banks, J. (1991). Teaching strategies for ethnic studies (5 ed.).
Boston: Allyn & Bacon.
Banks, J. (2004).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Banks, J. (2006).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
Curriculum, and Teaching (5 ed.). Boston: Pearson/Allyn and
Bacon
Banks, J. (2009). 다문화 시민교육론 (김용신, 김형기 옮김). 파주: 교육
과학사. (원서출판 2007).
Banks, J. (2014). 다문화교육의 세계동향 (방명애, 김혜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10).
Berk, E. (1991). A Framework for Multicultural Arts Education. New
York: National Arts Education Research Center.
Berlach, R. (1996). Citizenship education: Australian and Singaporean
perspectives. Australi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1(2),
1-15.
Burnouf, L. (2004). Global Awareness and Perspective in Global
Education. Canadian Social Studies. 38(3). 102-112.
Castles, S. & Miller, M. (201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 서
울: 일조각. (원서출판 2009).
Clarke, F. (2002). The history of Australia. Conn.: Westport, Conn. :
- 112 -

Greenwood Press.
Ginsberg, M. (2005). Cultural Diversity, Motivation, and
Differentiation. Theory into practice, 44(3), 218-225.
Marshall, P. (2002). Cultural diversity in our schools.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Martiniello, M. (2008).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옮김). 파주: 한울.
(원서출판 1997).
Scott, D. & Lawson, H. ed. (2002).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Smiers, J. (2009). 예술의 위기 : 세계화 시대의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
하여 (김영한, 유지나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원서출판
2003).
Sniders, M. (2014). Cultural Diversity : International Perspectives,
Impacts on the Workplace and Educational Challenges.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Spencer-Oatey, H. & Kotthoff, H. (2007).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erlin: De Gruyter.
Stables, A. (2002). Education for diversity : making differences.
Burlington: Ashgate.
Tchibozo, G. ed. (2013). Cultural and social diversity and the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work. New York: Springer
Dordrecht.
Wan, G. (2008). The Education of Diverse Student Populations: A
Global Perspective. Dordrecht: Springer.
교육부. 2015년 12월 14일 검색. http://kess.kedi.re.kr/index
국회입국조사처. 2016년 3월 05일 검색. http://www.nars.go.kr/
- 113 -

머니투데이(2016). 정부, ‘이민정책' 각종 위원회 하나로 통합한다. 2016
년 3월 15일 검색.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310403
099110&outlink=1
유네스코(2001).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2015년 12월 14일 검색.
https://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19&pa
ge=2&SearchItem=&searchStr=&Gubun=&Cate=
유네스코(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2015년 12월
14일 검색.
https://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8&pag
e=1&SearchItem=&searchStr=&Gubun=&Cate=
종교학대사전. 2016년 4월 15일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0215&cid=50766&categ
oryId=50794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2014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2016년
2월 18일 검색.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
o?strNbodCd=noti0096&strWrtNo=128&strAnsNo=A&strOrgGbnC
d=104000&strRtnURL=IMM_6050&strAllOrgYn=N&strThisPage=
1&strFilePath=imm/
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년 3월 15일 검색.
http://www.abs.gov.au/
ACARA. (2015).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8.1. 2015년 12월 14일
검색. 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download/f1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6년 2월 18일 검색. https://www.border.gov.au
Australian SBS News. (2016). The number of Australians born
- 114 -

overseas has hit its highest level in more than a century, new
figures from the ABS reveal. 2016년 4월 2일 검색.
http://www.sbs.com.au/news/article/2016/03/30/more-quarter-aus
tralians-born-overseas-abs
Australianpolitics. (2007). 2016년 2월 18일 검색. Rudd Calls For An
“Education Revolution”. http://australianpolitics.com/
InSEA 2014. 2016년 2월 18일 검색. http://www.insea2014.com/theme.html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년 12월 14일 검색.
http://ncic.kice.re.kr/
U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15. 2016년 2월 18일 검색.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dat
a/estimates2/estimates15.shtml

- 115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t Curriculum document of
Korea and Australia with a
viewpoint of Cultural Diversity
Son, Hee Jung
Major in Art Edu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focusing on ‘cultural diversity’, which has emerged as a major
interest in today's international society, this study discusses how
concepts and elements of it is presented in the Art curriculum of
Korea and Australia. In addition, it has a purpose to finding
suggestions and improvements for future art curricul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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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it analyzed each art
curriculum of Korea and Australia in deep by 4 sections, ‘the Aim of
art education’, ‘the Content structure and the Achievement standard’,
‘the Implementation for teaching, assessing and reporting’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After that, it compared the results
and discovered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sugges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o begin with, it is about the similarities of their art curriculum on
cultural diversity. First, all of them have same educational objectives,
which is ‘studying the identity of individuals and community’ and
‘enhancing the capability of communication’. Second, it could figure
out many similarities about the teaching methods of art subjects.
Third, for the equal opportunity in school education, they give an
additional support of common language education to students from
various background.
In succession, it finds out the differences of them. Firstly, the
ultimately goal of the Cultural diversity art education differs 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ly, it has some differences in the
content descriptions and the composition of content. Lastly, unlike
Korea, the curriculum of Australia supports and highlights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for general teachers. It helps to teachers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needs.
Thus, there are sugges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to the
art curriculum of Korea. First, it should add content of ‘community
education’ to the art curriculum of Korea. Second, it need to present
descriptions of content more specifically and organize examples of
various cultures and art works in region more equally. Third, it
should consider about including culture and art of immigrant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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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 Asia is a high rate of them, in the art curriculum, as
understanding and coexisting with them properly. Forth, to better and
more effective school education, it has to supplement culture
education for teachers.
This study brings Australia and their curriculum as an example of
multicultural society to compare with Korea. Also, it researches and
analyses to understand about hidden meaning and int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Therefore, the meaning of it is to suggest
alterations and betterments to Korea and Korean art curriculum, and
to use it as a resource for the follow-up studies of Australia.

keywords : Cultural Diversity, Korean art curriculum, Australian
art curriculum, a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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