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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문화 도덕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임미화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학교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

식하게 하였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와 우리 사회에서 소수로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이

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학교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는

다문화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방적인 태도와 관용의 자질을 함

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다문화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의 전수

혹은 타문화이해교육이 마치 다문화교육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현재 도덕과에서도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수

준이다. 도덕과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느 정도로 반영해야 하는지, 다문화교

육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어떠해야 하며 어떤 원리와 근거

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

다. 이로 인해 다문화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다문화교육을 시행

하고자 하는 교사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도덕과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목표

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학교 및 학급 차원에서

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도덕과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접근법으로써 콜버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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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공동체 접근을 제안한다. 정의공동체 접근은 참여 민주주의 원리를 구

현하여 도덕교육에 대한 정의의 관점과 공동체적 관점 즉, 개인주의적인

도덕교육과 뒤르켐의 집단주의적 도덕교육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가상적 딜레마가 아닌 학교 안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개인 및 집단의 도덕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업성적 부진

뿐만이 아니라 편견과 따돌림일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이러한 어려

움과 문제점에 주목했을 때 가장 필요한 교육적 조치는 바로 학교나 교실

의 분위기를 배려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적인 분위

기, 도덕적인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은 도덕적 판단을 행위로 옮기기가 용

이할 것이며, 다문화교육 또한 효과적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밝히는 다문화 도덕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환경, 실제로

접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도덕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글로벌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시민적 자질인 다문화 시민

성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셋째, 학생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

감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게 한다. 넷째, 그동

안 다문화교육에서 다소 경시되어 왔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교

육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운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개인차원의 도

덕성 뿐 아니라 집단의 도덕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

로 다문화교육에서 그동안 주로 논의되었던 배려윤리나 타자윤리뿐만 아니

라 인지적 측면에서의 정의와 공정함의 시각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문화교육에서 정의에 대한 교육 없이 다양성 그 자체가 지향되어야 할

이상이 되었을 때, 정작 정의의 원리를 간과하기 쉬우며 그것은 다문화교

육의 원래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문

화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은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보다 잘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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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된다.

주요어: 다문화 사회, 다문화교육, 도덕교육, 정의공동체 접근, 다문화 시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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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오늘날 세계의 여러 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자국 내 또는

세계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문화와 가치, 태도를 형성하고 구성원간의 고

유한 특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국가와 공동체 간의 공존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도 여러 나라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또

한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국내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국내에 체류

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은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유학생, 장기

체류 외국 기업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비

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렇듯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

라가 직면해 있는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단일 민족과 순혈주의라

는 신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어 우리와 다른 민족 혹은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

황에서 다양성의 인정 혹은 존중은 곧 사회통합을 해치는 길이라 여겨 더

더욱 우리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했

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서 소수로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은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2)

1)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990년 약 50,000명, 1995년 269,641명, 2000년 491,324명, 
2005년 747,467명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국
내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전 인구의 2%를 상회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언론,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UN등 국제기구는 앞 다투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김연권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이해』 (파주:
양서원, 2010), p. 13. 

2)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이러한 방안으로 위원회는 한
국 안에 사는 모든 인종‧민족‧국가 그룹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을 위한 인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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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처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학교 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다문화적 민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문화 공동체, 국민 국가, 그리고 지구 공동체에 대하여 균형 있고 사려 깊

은 애착심과 일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놓

여 있다. 또한 학교는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방적인 태

도와 관용의 자질을 함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연구에서

다양성 존중의 관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견지하면서,

교과별로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해설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문화교육을 국가 사회적 요구로 인식하여

교육과정 총론, 재량 활동 등에서 다문화교육 방침을 제시하였다. 교과별로

는 도덕과와 사회과 등의 교육과정 해설에 다문화 내용 요소와 교수상의

유의점을 상술하기도 하였다.3)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다문화교육이 시

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보여 주기식의 일회성 문화체험이나,

타문화의 관습, 명절, 의복, 음식, 종교 등 다른 문화들에 대한 지식의 전수

가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유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물론 타문화

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교육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다문화교

육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다문화교육의 담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행해지는 그 어떤 형태의 교육도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주의 담론과

교육 효과에 기반한 다문화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덕과는 인간존중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성의 자질

함양과 소수자의 권리 및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중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 국가 그룹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학
교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했다. 김기봉, “다문화 사회의 한국인 정체
성과 한국사 다시 쓰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파주: 동녘, 2009), p.39,

3) 오은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최충옥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이해』 
(파주: 양서원, 2010),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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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 인간존중, 평등과, 정의, 시

민성 등의 핵심가치들과 내용을 같이 한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의 다

문화교육은 다른 어느 교과보다도 다문화교육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고

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4) 이에 도덕과 에서도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아직까지는 사회과나 국어과 등 타교과에 비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5) 뿐만 아니라 현재 도덕과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느 정도로 반영

해야 하는지, 도덕과에서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

은 어떠해야 하며 어떤 원리와 근거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

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어 다문화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다

문화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교사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도덕교과 차원에서 다문

화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

의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학교 및 학급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는 도덕과에서의 다문화 교육

에 대한 접근법으로써 콜버그(L. Kohlberg)의 정의공동체 접근(Just

community approach)을 제안한다. 정의공동체는 콜버그의 후기 이론으로

서 도덕성의 인지발달적 접근이라는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

4) 이정렬, “도덕과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고찰”, 한국도덕윤리과교육
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0, pp.67-68.

구분 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빈도
(편) 181 19 9 32 1 0 1 3 41 60 10 5

5) 2011년도에 행해진 ‘다문화교육 연구실태’에 관한 전재영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다문화교
육’의 하위 영역으로서 ‘교과교육 적용방안 연구’ 중 절반 이상인 101편(55.8%)이 미술과
나 음악과와 관련된 논문이었으며, 사회과(32편)와 국어과(19편)가 그 뒤를 잇는다. 사실 
다문화교육이 지니고 있는 가치 특성들 예컨대, 시민성, 반편견, 차이의 인정, 정치철학적 
원류, 언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주로 사회과나 도덕과, 국어과와 좀 더 긴밀한 연
관성이 검토 되지만, 예상과 달리 도덕과 적용 연구는 많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아래 표 
참조) 전재영, “다문화교육 연구 실태를 통해 본 개선 방향”, 『다문화교육연구』, 2011, 제 
4권 2호, pp. 24-25.

              < 표-1 > 교과교육 적용 방안 하위 분석 항목의 과목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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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써 모색한 것이 바로 도덕성 발달의 정의공동체 접근이다.

우리에게 도덕성의 인지발달이론의 주창자로 잘 알려진 콜버그는 제자

블래트(M. Blatt)의 연구에 기초하여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6)을 통한 도덕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덕목주의와 행동주의 교육이론에 내

재된 도덕적 상대주의와 교화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콜버그는 이 방법을 학교 및 교도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덕

적 판단과 행위간의 불일치 문제, 실제적인 문제의 경시 문제, 잠재적 교육

과정의 영향력 경시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였다. 그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색한 것이 정의 공

동체 접근이다. 이 접근은 키부츠 방문을 통하여 그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

었고,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다음, 그 긍정적인 연구 결과에 고무 받

아 클러스터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7)

정의공동체 접근은 참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여 도덕교육에 대한 정

의의 관점과 공동체적 관점 즉, 개인주의적인 도덕교육과 뒤르켐(E.

Durkheim)의 집단주의 도덕교육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즉, 실제적인 도

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개인 및 집단의 도덕 발달을 촉진하고

자 하였고, 잠재적 교육과정 즉 공동체의 분위기가 도덕교육에 있어서 중

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

한 책임감과 소속감, 동료집단의 영향력, 도덕적 옹호자, 촉진자로서 교사

의 역할, 형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가상적인

딜레마보다는 학교 안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강조하였다.8)

이렇듯 정의공동체 접근은 정의와 배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

6) 가상적인 도덕딜레마 토론의 기본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도덕발달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함으로써 인지구조의 비평형화(disequilibrium) 상태를 유도하고, 학
생들은 인지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추론 능력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른바 ‘블랫 효과(+1전략)’ 라고 한다. 윤영돈, 『다문화시대 도덕교육의 프리즘과 
스펙트럼』, (파주: 학술정보, 2010), p. 59. 

7) 박병춘, “정의공동체 접근에 대한 도덕교육적 고찰”, 『교과교육학연구』, 2009, 제 13권 1
호, p. 31. 

8) 박병춘, 위의 글, pp.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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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학생들의 실제 삶과의 연결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불일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

어 오늘날 지 정 의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도덕교육에 유의미한 시사

점을 주고 있다. 민주적인 분위기, 도덕적인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은 보다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다문화교육 또한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춘 다문화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다문화적 시민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긴장, 분쟁을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며, 자기가 속한 공동체 혹은 사회에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

는 시민이다. 도덕과에서 다문화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은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 보다 잘 도달할 수 있게 해줄 것

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걸 맞는 다문화적 시민성의 함양을 위

하여 도덕과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의 정의 공동체적 접근의 의의와 그 적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과 정의 공동체의

전반적인 이론적 탐색을 통해 도덕과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정의 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 및 의의를 모색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도덕교과를 중

심으로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학교 및 교과 차원의 적용방안

을 살펴보고자 한다.9)

따라서 연구의 대상은 도덕과에서의 다문화교육으로 한정하고, 다문화사

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2009년 12월에 고시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
고등학교 선택과목만을 개정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2007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과정
의 도덕과 성격, 목표 및 내용, 방법 등은 2009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초‧중
등, 고등 10학년의 국민공통기본과정을 다루는 본 논문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분
석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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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등장이나 형성과정,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음을 미리 밝힌다. 또한 콜

버그의 정의공동체 접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콜버그의 저작과 더불어 파

워(C. Power)와 히긴스(A. Higgins)의 도덕교육과 학교풍토(atmosphere of

school)에 관한 정의공동체 접근에 대한 연구에서 참조하였다.

다문화교육과 정의공동체에 대한 이론은 국내외의 다양한 저서들을 참고

하였다. 특히 다문화교육 이론의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 뱅크스(J. Banks)와

베넷(C. Bennett) 골닉과 챈(D. Gollnic & P. Chinn), 슬리터와 그랜트(C.

Sleeter & C. Grant) 등의 미국 내의 저명한 다문화교육 학자들의 저서와

이론을 참고하였다. 그 외 다문화교육과 정의공동체에 대한 2차 번역본과

국내외의 논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전개에 있어 Ⅱ장은 다문화 도덕교육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문화 도덕교육이 무엇인지 정의하기에 앞서 여러 의미로 혼

용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립을 시도하였다. 또한 정부나

관계부처의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

을 살펴본 뒤 과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과

도덕교육의 관계 설정을 통해 도덕과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정의공동체적 접근을 통한 다문화 도덕교육에 대한 논의에

앞서 콜버그의 정의공동체 이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정의공동체

의 등장배경 및 실제, 도덕교육에의 시사점에 대해 알아본 후 다문화교육

에서 정의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그 의의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도덕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관한 정의공동체적 아이디어는 다문화교

육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유의미한 내용

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정의공동체 접근이 내포하고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문화교육이 추구하는 다문화적 시민성과 목표와

내용에 있어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접근이 보다 용이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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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Ⅳ 장에서는 정의공동체 접근을 통한 다문화 도

덕교육의 구체적인 실행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본 뒤 각 영역별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영역은 성격 및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정의공동체적 접근을 통한 다문화 도덕교육을 위한 수업의 실

제에 대해 밝힌다.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의 수업을 위해서 선행되

어야 할 조건으로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형성과 학생 간 그리고 교사와 학

생간의 상호작용 방식의 설정 등 실제 수업차원에서의 조건들을 고려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도덕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의 실행조건으로 학급

및 학교차원, 교사 차원 그리고 가정 및 지역공동체 차원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학생이 실제 지내고 학습하는 환경이 다문화와는 거

리가 멀다면 아무리 좋은 교수법과 잘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한다

해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배우는 내용과 실제

삶과의 괴리가 커서는 안 된다. 이에 학급 및 학교를 보다 민주적이고 정

의로운 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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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초연구

1.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1)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교육의 개념은 다문화교육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이나 많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 또한 매우 다양하다. 어떤 학자들의 개념

정의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적 특징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

들은 사회 내에서의 억압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문제, 정치권력, 자원의 재

분배를 강조한다. 일부 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의 초점을 인종개념에만 맞추

고 있는 반면, 어떤 학자들은 주류 문화와 차이점을 보여주는 모든 집단들

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골닉과 챈(D. Gollnick & P. Chinn)은 다문화교육은 효과적인 교실 수업

과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는 교육전략이

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학교라는 무대 속에서 문화, 다원성, 평등, 사회 정

의, 민주주의의 개념을 지지하고 확장시켜준다고 밝힌다.10)

뱅크스와 뱅크스(J. Banks & C. Banks)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은 하나의

아이디어, 교육 개혁 운동, 그리고 하나의 과정이다. 다문화교육의 주된 목

적은 교육 제도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남학생과 여학생, 예외적인 학생,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문화 집단의 성원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지게끔 하는데 있다.11)

베넷(C. Bennett)은“미국 다문화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신념에 기

초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교수 학습

10) D. M. Gollnick & P. C. Chinn,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rson, 2006), p. 5. 

11) J. A. Banks & C. A. M. Bank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4th ed., (Boston: Allyn & Bacon, 200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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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이며,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공교육의 주요 목표는 모든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

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니에토(S. Nieto)는 한층 더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에서 다문화교육

을 정의한다. 다문화교육은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고, 인류 평등주의적이며

포함적인 하나의 확산적인 교육학적 과정이다. 다문화교육은 교육과정과

학교에서 활용되는 제도적 전략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상호작용 나아가 학교가 교수 학습의 본질을 개념화하는 방식까지 스며든

다. 다문화교육은 기저의 철학으로서 비판교육학을 활용하며, 사회 변화의

근간으로서 지식, 성찰,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라는

민주적 원리를 촉진시켜 준다.12)

슬리터와 그랜트(C. Sleeter & C. Grant)는 정의의 문제는 뒷전에 둔 채

다양성 예찬에만 몰두하는 다문화교육은 한갓 교육적 유행으로 끝날 위험

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적 사회 정의

교육(multicultural social justice education)13)’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는 반대로 정의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비판하며 배

려중심의 반성적 다문화 교육을 통한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팽(V. Pang)

은 배려 중심 다문화교육은 관계 형성과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철학적 지향이라고 주장하였다.14)

비록 학자들마다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다문화교육은 공통적으로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기반으로 한다. 과

거의 주류문화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 혹은 소수집단의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인식하는 데서 다문화교육이 출

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다문화교육은 학교교육에서의 교육적

12) S. Nieto, Affirming diversity: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multicultural 
education, 3r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p. 305.

13) C. E. Sleeter & C. A. Grant,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5th ed., (Hoboken: Wiley, 2007).  

14) V. O. Pang, Multicultural education: A caring centered, reflective approach, 
(Boston: MaGraw Hill, 2001),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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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지향한다.

이렇듯 다문화교육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주는 결정을 내리기 이한 개념, 이론 틀, 사고방식, 철학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일군의 기준이다. 하나의 개념, 아이디어 혹은 철학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생활양식, 사회적 경험, 개인적 정체성, 개인 집단 국민의 교

육 기회를 조형함에 있어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

히 여기는 일군의 신념이자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술적 차원과

규정적 차원을 갖고 있다. 기술적으로 다문화교육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

로 다양한 사회 구조를 인정한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공평

한 처우를 보증하기 위해 행해져야만 하는 것을 규정한다. 평등, 상호존중,

수용과 이해, 사회 정의에 대한 도덕적 결단의 원리에 기반을 둔 교육 체

제 속에서 문화적 다원주의의 철학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교육인

셈이다.15)

반면에 개혁운동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다

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 기획의 구조적 절차적 본질적 구성 요소들의

개정을 강조한다. 다문화교육의 옹호론자들은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민족적

정체성, 문화적 다원주의,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 오랜 억압의 역사

로부터 파생하는 여타의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다. 그들은 다문화교육이 교육 개혁을 위한 철학이자 방법론인 동시에 수

업 프로그램 안에서의 일군의 내용 영역이라고 믿고 있다. 즉, 다문화교육

은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학습, 문화적 다원성을 위한 준비, 문화적 다원성

의 경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문화교육은 학교의 프로그램 정책 관행에

서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요청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옹호론자들은 다문화교육이 학교의 수업 행정 경영

상담 프로그램 계획 수행 사정 학교 풍토 등 교육의 모든 수준에서의 작동

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위한 시사점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있어

15) 추병완,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육 방안”, 『다문화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우, 2010),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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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원성을 장려하는 것은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 다원성을 모든 수준에

통합하는 것, 다원성이 바람직하다는 진지한 신념 속에서 문화적 다원주의

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해

채택된 행동들은 지구 공동체 속의 인종, 언어, 민족 집단의 습관과 관습을

반영해야만 한다. 학교는 문화 집단에 대한 학생들의 포괄적 이해를 위해

다학문적이고 다차원적인 방법을 활용해야만 한다. 나아가 단일 문화 지향

적인 방식에서 관리되어 왔었던 교육 체제에서의 근본적인 수정이 요청된

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학교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동시적인 변화를 요구

한다. 즉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이며, 동시에 소수자와

다수자의 공생,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교육이고, 민주주의의 이념인 평등

과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문화교육의 목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뱅크스는 다문화교

육을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오늘날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하는 총체적 교육 개혁 운동

으로 정의하면서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들로 하여

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

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그리고 타문화가 공

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 데

있다. 넷째, 소수민족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

는 고통과 처벌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다섯째, 지구적(global)이고 평평한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기, 쓰기,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

도록 돕는 것이다. 여섯째,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공동체, 국가적 시민

공동체, 지역 문화, 그리고 지구적 공동체에서 제구실을 하는데 필요한 지

식, 태도, 기능을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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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와주는 것이다.16)

슐레이만(M. Suleimann)은 다문화교육을 모든 학생들을 위한 학습 기회

를 증대하고 교육과 사회 제도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찬양하는 포괄적인

교육적 접근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학생의 차원과 예비

교사의 차원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에게 다

음과 같은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를 가진다고 보았다. 첫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타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 둘째, 다양성

을 인식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셋째, 자민족중심주의

에 의해 조장된 부정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이미지를 제거하도록 한다. 넷째,

이해와 공감을 통한 차이의 간격을 해소한다. 다섯째, 다민족 사회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개발한다. 여섯째, 민주적인 기능과 다원주의적인 시민 가치

를 개발한다. 일곱째, 민주주의에서의 역동적인 사회 변화를 인식하도록 한

다. 여덟째, 자신을 둘러싼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도록 한다. 마

지막으로 모든 사회에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인구 변인과 문화 변인에 대

한 탐색이다.17)

존슨과 존슨(D. Johnson & R. Johnson)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

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적 사회적 개인적 발달을 조장하는

것은 개별 학생들에게 학습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것이 바로 다문화교육의 목표라고 보았다. 나아가 그들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네 가지의 상호 관련된 활동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활동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학

생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활동은

다문화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것

이다. 세 번째의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과는 상이한 문화의 성원들과 효과

16) Banks,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N. Y. Teachers College 
Press, pp. 2-8.

17) M. F. Suleimanm, Multicultural education: A blue print for educators, In G. S. 
Goodman & K. Carey, Eds., Critical multicultural conversations, (Cresskill, NJ: 
Hampton Press, Inc, 2004), p. 13.



- 13 -

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간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가르치는 것이다. 네 번째의 활동은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지식과 사회 행위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다.18)

슬리터와 그랜트는 평등한 기회와 문화적 다원주의의 이상에 근거한 다

문화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고 역설하였다. 첫째, 문화적 다양

성의 이해 인정 수용을 증진한다. 둘째, 자신의 인종, 젠더, 장애, 언어, 종

교, 성적 지향, 사회 계층 배경을 완전히 확인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적인

선택을 장려한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 및 지배 집단이 아닌 사람들의 기회를 제한하

는 특권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력을 제고한다.19)

한편, 베넷은 포괄적인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념 모델을 제안하면서 다문

화교육의 핵심가치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의

핵심 가치는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의

존중,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 존중이다. 한편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이해, 문화적 의식의 개발, 간문화적 능력의 개발,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및 모든 형태의 억압 차별과의 항쟁, 지구와 세

계 공동체의 상태에 대한 인식의 제고, 사회 행위 기능의 개발이다.20)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크게 일곱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21)

첫째, 민족적 문화적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의 계발: 수업 자료 및

교육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배제되어 왔었던 다양한 민족 집단의 역사와 기

여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8) D. W. Johnson & R. T. Johns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lations, 
(Boston: Alley and Bacon, 2001), pp. 4-5. 

19) C. E. Sleeter & C. A. Grant,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5th ed., (Hoboken: Wiley, 2007), pp. 
185-186.

20) C. I. Bennett,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6th ed., (Boston: Person, 
2007), p. 32. 

21) G. Gay, A synthesis of scholarship in multicultural education, (Urban 
Education Monograph, 199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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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가 아닌 소수 민족 집단의 역사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소수 민

족 집단의 구성원 역시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경

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 집단의 문화

적 유산과 타 집단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

다.

둘째, 개인적 발달: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토대는 자기 이해, 긍정적 자

아개념,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강조한다. 자신에 대해 좋

게 느끼는 학생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더욱 개방적이고 수용적

이며,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높다. 자신이 속한 집단

및 다른 민족 집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 및 다

른 민족 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개념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셋째, 태도와 가치명료화: 개인의 속성과 행위를 그가 속해 있는 전체 민

족 집단으로 귀인하려는 경향성은 고정관념, 편견, 인종차별주의를 영속화

하는 근거가 된다. 다문화교육은 민족적 태도와 가치를 명료화하는 목표를

지닌다. 이것은 편견, 고정관념, 자민족중심주의, 인종차별주의에 직접적으

로 맞서는 것, 부정적인 민족적 태도와 가치의 근원 표현 효과를 비판적으

로 분석하는 것, 민족적 신념과 진리 간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것, 낡고 부

정적인 민족적 태도와 가치를 새롭고 긍정적인 민족적 태도 신념 가치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문화교육은 인간 존엄성, 정의, 평등, 자유, 자

기 결정,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파생하는 핵심 가치들을 조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핵심 가치들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다양성은 인간적 삶의 총체적인 조건

임을 인식하도록 만든다.

넷째, 다문화적인 사회적 능력: 학생들이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다문화교육은 다른 문화 집단 성원과의 의사소통, 대인 관계, 입장채택,

맥락적 분석, 대안적 관점 혹은 준거 틀의 이해, 문화적 조건이 가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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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선호 기대 행위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분석에 필요한 기능을 가르침

으로써 문화 간 단절과 고립을 해결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목

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적 능력을 실천하고, 상이한

문화 집단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한다.

다섯째, 기본적 기능 숙달: 다문화교육은 민족적으로 상이한 학생들의 기

본적인 리터러시 기능을 촉진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교육은

민족 자료, 경험, 사례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민족적으로 상이한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기본 기능을 숙달시켜 준다. 즉, 다문화교육은 교육의 과정

을 민족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적으

로 맥락적인 교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섯째, 교육적 공평과 수월성: 다문화교육은 공정한 교육적 기회의 부여

를 통하여 교육적 수월성을 추구한다. 어떤 집단이 최상의 품질을 갖춘 교

육을 받을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그 집단에 속한 학생이 교육

적 수월성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동일성이 아니라 동등성이다, 학습 기회의

동등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교사는 문화가

학습 양식, 교수 행위, 교육적 결정을 조형하는 방식을 이해해야만 한다.

일곱째, 사회개혁을 위한 개인적 능력의 구비: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

표는 학교에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여 그것이 사회로 확대되게끔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은 기회에서의 민족적 인종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회 변화의 주체 세력이 갖추어야

할 태도 가치 습관 기능을 계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민족적 이슈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의사결정

능력, 사회 행위 기능 리더십 능력 정치 효능감 인간 존엄성과 평등에 대

한 도덕적 결단을 계발하게 된다.

위의 다문화교육의 목표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문화교육은 자기 존중 의

식과 자아 정체성의 긍정적 함양을 가장 기본적인 출발 목표로 설정하여,

다른 소수 집단들 간의 상호 이해와 다수 집단과의 소통을 중간 목표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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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주류와 주변

부의 경계를 완화하여 평등과 사회정의가 정립되는 민주주의 사회로의 통

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성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2. 다문화교육의 접근유형과 정책

1) 다문화교육의 차원 및 접근유형

다문화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편견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

향이 있다. 그 결과 일부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도덕이나 사회 교과에 국

한된 활동으로만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한 차시의 수업,

어느 한 교과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학교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학교개혁운동의 성격을 띠기도 하며, 지역사회 및 사회전체의 변화를 촉구

하는 급진적인 이론이기도 하다. 본 절에서는 다문화교육을 학교에 적용할

때의 다양한 차원과 접근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뱅크스는 다문화교육의 차원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내용 통

합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나 학문 영역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원칙, 일반

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및 집단에서 온 사례, 자료, 정보

를 가져와 활용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둘째로 지식구성과정은 특정 학문

영역에 내재하는 문화적 가정, 준거 틀, 관점, 편견 등이 해당 학문 영역에

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편견 감소

는 학생들의 인종적 태도의 특징과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인종적 민족적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다룬다.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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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교수법은 교사가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계층 집단에서 온 학생들

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업을 수정하는 것을 칭한다. 이것

은 여러 문화적 인종적 집단 내에 존재하는 독특한 학습 습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문화와 사회구조는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사회계층 집단

에서 온 학생들이 장차 교육적 평등과 권한 부여를 경험하도록 학교의 문

화와 구조를 제구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것은 모든 집단에서 온 학생들

이 평등한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변화의 단위로 개념화하

고, 학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2)

한편 베넷은 다문화교육의 차원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공평 교

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교사는 긍정적인 교실 풍토를 창조하고, 학생들의 성취를 위해 문화 감

응 교수를 활용하며, 교수 학습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빈부와 같은 조건뿐

만 아니라 문화적 양식 및 문화에 기반을 둔 아동의 사회화를 고려한다.

둘째, 교육과정 개혁은 주류 백인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재고하여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다문화 능력은 민족적 정체성을 발달시키

고, 주류 문화와 토착 문화 간의 분열적인 이분법을 회피하며, 다문화주의

를 정상적인 인간 경험으로서 인식하여 편견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 정의를 지향한 교수는 적절한 이해 태도 사회 행위 기능의 발

달을 통하여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에 맞서려는 결단력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23)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형태는 뱅크스의 이론에서는 내용통합과 편

견감소 차원, 베넷의 이론에서는 교육과정 개혁 차원 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는 다문화교육의 다른 차원이나 접근법

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뱅크스와 베넷

22) J. A. Banks,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3rd ed, (Boston: Allyn 
& Bacon, 2002), p. 14.

23) C. I. Bennett,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6th ed., (Boston: Person, 
2007), pp.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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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통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문화와 긍정적인 교실풍토의

조성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이 단순히 교육과정 상에

다문화교육적인 내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적인 인식과 능력을 갖

춤으로써 기존의 불평등과 잘못된 지식 혹은 편파적인 교육과정을 비판적

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다문화교육 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을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양

한 접근법들을 내놓고 있다. 먼저 뱅크스에 의하면 다문화적인 내용을 교

육과정에 통합할 때 사용하는 접근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기여적 접

근법(contribution approach)’은 영웅, 공휴일, 개별적인 문화적 요소에 초점

을 맞추는 접근법이다. ‘부가적 접근법(additive approach)’은 교육과정의

구조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내용, 개념, 주제, 관점을 교육과정에 더하는

것이다. ‘변혁적 접근법(transformation approach)’은 학생들이 다양한 민족

집단 및 문화 집단의 관점에서 개념, 이슈, 사건, 주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끝으로 ‘의사결정 및 사회적 행동 접근법

(decision-making and social action approach)’은 학생들이 중요한 사회 문

제들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

이다.24)

한편 슬리터와 그랜트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섯 가지 접근법을 제안하

였다.‘문화적으로 상이한 학생을 가르치는 접근법(teaching the culturally

different approach)’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수업을 통하여 유색 인종 학생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 접근법은 문화적으로 상이한 학생들을

주류 사회에 조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인간관계 접근법(human

relations approach)’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해하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공통성을 학습하게 한다. 이 접근법은 다

양한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단일 집단 연구

접근법(single group studies approach)’은 유색 인종 여성 동성애자 낮은

24) J. A. Banks,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2008, 모경환 외 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8),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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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집단에 대한 억압의 역사와 현재의 이슈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접근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한 집단에 대

한 인식 존중 수용을 발달시키는데 치중한다. ‘다문화교육 접근법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이상

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적인 과정의 변혁을 조장하고자 한다. 이 접근법은

편견 감소, 만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 및 사회 정의의 구현, 불공평한

권력 분배가 민족 인종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끝으로‘다문

화 사회정의교육 접근법(multicultural social justice approach)’은 다문화교

육이 단순히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간의 협력만을 중요시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초래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 사

회 비판,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다. 이 접근법은 비판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적 차이 및 불평등을 논의한

다.25)

그 밖의 학자들이 제안한 접근법들 또한 위에 언급한 것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게이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한 여타 학자들

의 논의를 크게 세 부류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문화적 다원주의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을 가르치는 것, 여타의 학문

주제와 지적 기능을 가르치기 위하여 문화적 다원주의를 활용하는 것이

다.26)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공통적인

접근법이다. 그것은 민족 집단의 역사 유산 기여 사회적 이슈에 관한 수업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에 주로 내용 중심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사회, 음악, 미술 등의 수업에서 특정 민족 집단에 관

한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주류 사회에서 과소평가되거나 편

25) C. E. Sleeter & C. A. Grant,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5th ed., (Hoboken: Wiley, 2007), pp. 
29-30.

26) G. Gay, A synthesis of scholarship in multicultural education, (Urban 
Education Monograph, 199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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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오해로 얼룩져 있는 특정한 민족 문화 집단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사

실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치중한다.

문화적으로 상이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용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

정 지향적이다. 이 접근법은 교육 기회 및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으로서 상이한 민족 문화 인종 배경에서 온 학생들과 더욱 효율적인

수업 관계 및 래포를 형성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 이 접근법은 문화와 인

지, 교육과 민족성, 교수 학습 양식과 문화적 조건화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앞에 언급한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하여 가

르치는 것이 자료 개발과 교육과정 개선을 강조한다면, 이 접근법은 교사

교육, 직원 역량 개발, 교실 수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접근법은 문화

적으로 상이한 집단에서 온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갖고 있는 태도 가치 지

식이 개선된다면, 교사들이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더욱 적절한 수업을 전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의 접근법은 내용과 과정을 결합한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이 접

근법은 여타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침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내용

경험 관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이해, 어휘, 의미 추론 등

과 같은 여러 가지 읽기 기능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특정 민족 집단의 소설

시 민담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입지 개념을 가르침에 있

어서 특정 민족 집단의 이주 및 정착 유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나아가 학

생들은 특정 문화 집단의 상황이나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가치 분석 기능 등을 함양할 수도 있다. 이에 덧붙여 교사는 문화적

조건화가 학습 상황에서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으로

써 어떤 수업 전략 수행 평가 욕구 사정 교육과정 자료 학습 풍토가 문화

적으로 상이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극대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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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교육 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이 주로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감안한다

면 중앙정부나 관련부처의 다문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 다

문화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강조된 것은 비교적 최

근의 일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화 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따

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가속화시켰으며, 세

계화와 소통체계의 혁신은 국민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교류를 활성화 시

켰고, 인권 및 교육 등 사회문제의 대두에 따른 출산율 저하 현상은 인구

감소 문제와 연계되어 국제결혼의 증가로 나타났다.27)

이로 인해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면서

중앙 정부는 물론 관련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들도 갖가지 다문화 관련 정

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 분야와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단일한 정책 대상에 관한 것으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28)

사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다문

화교육을 비롯한 각종 대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지원정

책은 결혼이민자가족, 그중에서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결합된 국제

결혼 가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결혼 이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영주하게

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까지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취업 계약의 만료와 함께 출신국으로 돌아가

27) 김용신, 『글로벌 다문화교육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p. 289.
28) 곽한영, “다문화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하여”, 제 4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pp. 47-49, 

김향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 안경식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2008), p. 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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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인 근로자나 상대적으로 언어적 인종적 불이익이 덜한 북한이탈주

민에 비해 다문화 교육을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

다.29)

결혼 이민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

처는 여성가족부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 이주자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수준별 한국어 교재를 발간하였고, 결혼이민자가족 지

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양육 사업 등을 실시

해 왔다. 또한 가족교육 및 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상담, 배우자

교육, 멘토링 및 후원가족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결혼 이주자의

입국부터 결혼과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원 서비스

를 도입해왔다. 2008년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예산을 4배 이상 대폭 늘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도 확

대하였다. 2006년 21개소의 개설을 시작으로 2007년 38개소로, 이어 2008년

에는 8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2012년 현재 201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다. 향후 전국적으로 늘어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

어 교육, 아동 양육지도, 가족상담 등에 관한 방문교육 사업을 확장하고 결

혼 이민자의 피해를 구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와 관련된 각종 서비

스를 제공하고 육아휴게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

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지

원을 실시할 방침이다.30)

이외에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를 주관하는 부처

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모 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과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입국부터 한국 생활 정착에 이르기까

지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안내지「행복한 한국생활도우미」를 발간 배

29) 김향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 앞의 책, p. 48.
30) 김향은, 위의 책,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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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여 생활정보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농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농촌생활 전반에 필요한 생활문화 교육

과 농업 기초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와 상담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결

혼 이주 여성의 주요 출신국인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10개국의 사회와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국제결혼 상대국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

육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지방문화원과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문화예

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는 정보 접근권 취약계층 사

업의 일환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

다.31)

여성가족부가 결혼 이주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생활복지 전반과 교육

서비스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

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핵심적인 지원주체가 되고 있

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5월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보

호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적 소외를 방지하

며, 이들을 글로벌 시대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부

처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지원,

학교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

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한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것

이다.32)

이상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다문화교육 정

책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체계

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실행에 있어 이를

31) 김향은, 앞의 책, pp. 49-50.
32)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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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역할 배분이나 전달 체계가 모호하여 부서 간 역할

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체계적인 틀에 의해 이

루어지기 보다는 시범적 실험적 차원에서 일회적이고 단기간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인 구성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교육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

에 그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다문화교육 정책의 주요 대

상은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 이주자 여성과 그 자녀 혹은 외국인 근로자 가

정과 그 자녀로 국한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이 다수자 혹

은 일반인들에게는 불필요한 교육이라는 오해를 가지게 한다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오해를 갖게 한다. 하지만 우리나

라의 특성상 다문화교육의 대상에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상당수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

다.

다행히 기존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

해나가고자 하는 정책들이 최근 들어 하나둘 발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 이주자 여성과 그

자녀 혹은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그 자녀로 대상이 국한되었다면 그 대상

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여성 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과

그 자녀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청소년과 기타 외국에서 생활한 후 국내로

이주하여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 지원 법상 다문화가족

의 청소년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청소년 자녀뿐만 아니라 북한이

탈 청소년, 기타 외국에서 생활한 후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

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33) 이밖에 여성 가족

부 산하‘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지역사회정착지원과 중도입

33) 여성가족부, 「201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2011. 12. 19. 보도자
료,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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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청소년의 입국초기 적응을 위한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을 운영

하는 등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소수자 적응 교육, 한국문화 교육, 타문화이해교육 일관도이던

다문화 교육에서 점차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으로 교

육 대상을 확대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최근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

육을 위해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근래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및

다문화코디네이터 운영, 둘째, 한국어 교육과정(KSL)34) 도입 및 기초학력

책임 지도 강화, 셋째,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 언어 교

육 강화, 넷째, 다문화학생 진로 진학 지도 강화, 다섯째, 다문화 친화적 학

교 환경 조성(글로벌 선도학교 150개교 육성), 여섯째, 일반학생과 학부모

에 대한 지원 강화 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지금까지 다문화학생

은 소외 취약계층으로 보아 지원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다문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사회

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존중은 모든 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 소양으로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

다.35)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정책에 따라 그 방향이나 목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또

34)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35)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2012. 3. 12. 보도자료.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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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다음 절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방향 및 내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봄으로

써 다문화 도덕교육은 과연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다문화교육의 쟁점과 다문화 도덕교육

1) 다문화교육의 쟁점

현재 다문화교육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및

방법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덕과목과 관

련하여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철학과 방향, 범위와 대상, 교수 전략 및

효과를 둘러싼 다문화교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동화주의 대 문화 다원주의

다문화사회의 교육의 딜레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문화적

단일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교육

목적상의 갈등이다. 단일성과 다양성 사이에서 어떤 지향점을 취하느냐 하

는 문제는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것과 다원주의를 기리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36) 교육목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이주자 대상별로 이뤄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단일성 추구에 목적이 있다. 반면,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상에서는 다문화교육을 도입하면서 다양성 추구의 다문화주

36) Lynch, J. 1983, The multicultural curriculum, London: Batsford Academic and 
Educatio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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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

국의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교육목적 수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37)

또한 현재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상에 드러난 다문

화교육의 방향성이 정당하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주자들, 그중에서도 인종과 종족

측면에서 다름을 인정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국제 결혼자 자녀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또 그 결과로서 종래 단일민족주의 기조의 교과서

와 교육과정의 재검토를 공표하고 이를 반영한 교과서를 발간하고자 한

다.38)

이 과정에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와 단일성을 강조하는 ‘민족

주의’를 대립적 지향점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중 민족주의를 재검

토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목적과 이

념의 측면에서 과연 다문화교육의 요구 증대가 반드시 기존 교육에서 강조

되었던 단일민족주의 교육의 재검토를 요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다문화 환경을 준거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동화주의와 문화 다원주의에 대한 논쟁은 다시 다문화교육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

다.39) 문화 다원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주류 문화로의 동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언어, 문화, 가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극단적으로는 사회 분리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 대신 집단 문화 간의 유사성과 사회 공통의 핵심 가치를 강조함

으로써 개인, 집단, 국가를 통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다문화교육

에서‘통합을 위한 교육’과‘다양성을 위한 교육’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문제로

37) 양영자,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과제”, 오경석 외 공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
실과 쟁점』 (파주: 한울, 2007), p. 212.

38) 양영자, 위의 책, pp. 212-213.
39) 박윤경, “다문화교육의 원리와 쟁점들: 교육적 함의”, 『교수논문집』, 제 13집, 청주교육대

학교 대학원, 2008,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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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것이다.40) 그런데 최근 다문화교육학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

중하면서도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뱅크스 등은 ‘통합 속의 다

양성’이 바로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바라고 강조한다.41) 앞으로 우리가 지

향해야 할 다문화교육 또한 다원성의 원리를 수용하면서도 통합을 추구하

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나. 소수를 위한 교육 대 모두를 위한 교육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관련하여 다문화교육은 흔히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혹은 소수집단을 위한 교육이라고 이해된다. 특히 인종, 종족적

소수집단이 다문화교육의 핵심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는 국제결혼 및 외국

인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로 이행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이 대두된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문화교육을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교육이라거나, 혹은 그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주

장은 소수집단 구성원이 없거나 적은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낳게 되어 다문화교육의 확산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42)이런 점에 비추어, 다문화교육이 단지 소수민족집단만을 위한 것이

라는 주장은 다문화교육이 해결해야 할 가장 해로운 오해 중 하나로 인식

되고 있다.43)

다문화교육 학자들은 하나같이 다문화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주

장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소수집단만이 아니라 다수집단의 구성원도

40) A. Craft, Multicultural teaching. In J. J. Wellington(Ed), Controversial issues in 
the curriculum, (Oxford: Basil Blackwell, 1986), p. 74.

41) J. A. Banks, P. Cookson, G. Gay, W. D. Hawley, J. J. Irvine, S. Nieto, J. W. 
Schoefield & W. G. Stephan, Diversity within unity: essential principle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Phi Delta Kappan, 2001). 83(3), 
pp. 196-202.

42) 박윤경, “다문화교육의 원리와 쟁점들: 교육적 함의”, p. 113.
43) N. Glazer, A new world for an old problem: Multicultural “school wars” date to 

the 1840s, Multicultural Education, 1(5), 1994, p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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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교육을 받아 전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다문

화교육의 결과가 소수집단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수집단 구성원에게도

이롭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능력을 갖게 되고, 다문화적 사회

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의 대상에 대한 논쟁은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

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교육은 거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혹

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는 불필요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다문화교육을 하나의

새롭고 특수한 영역으로 파악하여 다문화교육 논의가 기존의 교육적 성과

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이 다양성의

공존과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고 생각할 때, 다문화교육은 특정 집단이 아

니라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44)

또 다른 다문화교육의 범위와 관련된 쟁점은 다문화교육이 학교 교육의

전반과 관련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교육의 일부를 개선

시킴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뱅크스 등의 학자들

은 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이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개

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거나 특정 교과의 주제나 내용을 변화시

키는 수준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후자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범위를

협의로 파악할 경우 교육환경에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우려된다, 하나

는 학교 구성원 및 교육 관련자들이 자신들을 다문화교육과는 무관한 사람

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다

문화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교과서나 프로그램 내에서만 다문화를 강조하

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학교에서 지식차원에서

만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학교 환경 및 정책

이 전반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경우, 다문화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범위는 단지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 뿐만

44) 박윤경, 앞의 책,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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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학교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다문화 도덕교육의 방향

다문화교육과 도덕교육 간에는 교육목표와 내용 측면에서 상호 접점과

중첩 영역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교육목표 측면에서 볼 때, 타인 존중과 타

인을 향한 의무가 도덕교육과 다문화교육 모두에 있어 필수 조건이라는 점

에서 이 두 교육 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은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낯설게 느껴

지는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특히 사회적

으로 주류에서 밀려나기 쉬운 소수집단의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

념과 태도를 갖도록 돕고, 편견과 차별적인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

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도덕교육 또한 인간을 인간답게 대

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렇게 볼 때 두 교

육 형태 모두 다른 사람 간의 만남에 있어 어떻게 하면 타자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

다.45)

또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가치 기반의

공고화와 사회적 연대감 및 결속력의 증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다

문화교육과 도덕교육 간에 상호 접점과 중첩 영역을 찾을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인 다양성과 차이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강조

한다. 이에 린치(J. Lynch)는 이러한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상반되는 두

가지 가치로 인해 많은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지향해야 하는 까

닭은 다문화적인 사회에서는 여러 개별 문화와 개인의 삶의 경험이나 역사

를 여전히 존중해야 하고, 동시에 이런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45) 정창우, 「다문화 윤리교육의 쟁점과 방향」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 
2011, 제32호,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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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정치 공동체로서 ‘국가’의 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도덕교육에서도 공공정신,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여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 통합을 증진시킬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급격한 다원화 추세에 따라 가치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들의 가치관 혼란 및 사회 분열 양상이 날로 확대되고 있

다. 도덕과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의 가치관 확립과 우리사회

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기반의 공고화를 그 중심과제로 삼는다.”고 밝히

고 있다.46)

이렇듯 도덕교육이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 사회의 요구와 미래 사회의 변

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도덕교육이 되어야 한다. 다문

화 도덕교육이란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교육의 이상을 도덕교육에 적용하려

는 하나의 시도로서 문화적 다양성 사회정의 공평 배려 공감 인간존중 등

과 같은 민주적 가치들에 기반을 두고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 반성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표

로 삼는 도덕교육을 의미한다. 다문화 도덕교육은 한국인 및 세계 시민으

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

해 준다. 왜냐하면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존중, 인간 존엄성 및 보편적

인권 존중,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 존중과 같은 다문화주의의 핵심

가치들은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윤리

적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도덕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학교에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여 그

것이 사회로 확대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도덕교육은 기회

및 결과에서의 민족적 문화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없애기 위해 사회를 개혁

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회 변화의 주체 세력이 갖추어야 할 태도 가치 습관

기능을 계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은 다문화 도덕교육을 통하

여 자신들의 민족적 문화적 이슈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의사결정 능력

비판적 사고력 사회 행위 기능 리더십 능력 정치효능감 인간존엄성과 평등

46) 정창우, 앞의 글,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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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도덕적 결단과 서약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단순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추구하

는 가치 혹은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 실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혹은 규범은 바로

정의(justice)라고 주장한다. 민족주의의 개념에서 타문화를 인정하고 수용

하는 형태의 다문화교육이 아닌 정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제 3의

공동체 속에서의 다문화교육이야 말로 도덕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다문화

교육의 이상과 보다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과에서 다문화교육은 교육 목적 내용과 연계되면서 다문화 시

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덕과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도덕교육방법의 기존의 원리들을 적용하되 다문화교육의 특성을 고

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뱅크스는 다문화교육과정은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적이며, 개별화되고, 협동적인 수업 전략으로 실행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교사는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성별 집단에

서 온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47)

또한 도덕과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를 정상적인 인간 경험으

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주고, 자신과는 다른 민족 문화 사회계층 젠더 종교

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주며,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 도

움이 될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교수 방

법을 형평교수법(equity pedagogy)이라 한다.48) 형평성을 추구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내는 효율적인 개별 주체가 되

기 위한 기본 기능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도록 가르

친다.

한편, 도덕과에서 다문화교육을 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도덕과 교육방법

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J. A. Banks(모경환 외 공역), 『다문화교육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08), p. 180.
48) J. A. Banks(김용신‧김형기 역), 『다문화 시민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2009). p. 

1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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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합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도덕 윤리과에서 통합적 접근을 추

구한다는 의미는 인지 정의 실천의 통합적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인지 정의 행동적 측면이 분리되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교육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결국 다문화교육

이 단지 지식 수준에 머무르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실천적 요구를 함의하는 것이다.49)

둘째, 목표와 내용에 부합되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도덕 윤리과 수업은 학생들의 지적 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교수 학

습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하고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알맞은 다양

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다문화교육에 적용한다면, 다문

화적 시민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수법(culturally relevant

approach)’은 목표와 내용에 부합되는 다문화교육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50)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수법이란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교수

법을 뜻한다. 교사는 다양한 학생들이 가진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

고 그와 관련된 예나 설명 방식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다.51)

셋째, 학생 경험 중심적 접근을 지향해야 한다. 도덕과 수업에서는 학생

들의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력 및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

생들로 하여금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도덕 문제를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시

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다문화교육에

서도 우리 공동체와 일상에 존재하는 다문화적 요소를 교과 내용과 연계하

여 수업자료를 제작하거나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

49) 이정렬, “도덕과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고찰”, 『다문화사회, 글로
벌 시대 초‧중등 도덕과 교육의 과제와 지향』,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0, p. 62.

50) 우희숙, “한국 다문화가정의 이해”, 최충옥 외, 『다문화 교육의 이해』 (파주: 양서원, 
2010), p. 280.

51) 이정렬, 위의 글,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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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점을

가지며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다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

다.

넷째, 교수 학습 자료의 다양성과 비편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도덕과 수

업에서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와 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를 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도덕과에서 다문화교

육을 할 때에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도덕과에서 다문화

교육 자료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부당한 선입견과

편견을 반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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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의 기본 설계

1. 콜버그의 정의공동체의 개념 및 실제

1) 정의공동체 접근의 등장 배경

콜버그는 정의를 이상적 형식이자 궁극적인 덕, 선의 지식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정의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교

수에 의해서가 아니고 대화, 즉 토의(논의)에 의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

했다. 이러한 콜버그의 정의의 개념은 가설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한 교실

수업 접근에서 도덕교육의 기본원리로 작용했다. 즉, 도덕교육의 목표를 정

의의 단계인 제 6단계에 두고, 가설적 딜레마를 제시한 후, 직접적 교수가

아닌 인지갈등과 역할채택의 원리를 적용하여 대화(토의)에 의해 도덕성의

발달을 자극, 촉진하는 도덕교육을 실시한 것이다.52)

그러나 콜버그는 197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정의의 교육의 목표를 플라

톤적 시각의 정의인 제 6단계로부터 사회적 계약 및 인간권리로서의 정의

의 개념인 제 5단계로 단축하기에 이르렀다. 콜버그의 8년여에 걸친 경험

적 연구에 의하면, 연구가 시작되었던 1968년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1976

년에는 성인이 되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제 6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없었

다. 그러므로 그는 제 5단계를 자연적 도덕성 발달의 단계로 확인하게 되

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의의 도덕교육의 목표와 개념을 플라톤적 이상주의

인 제 6단계로부터 합리적 자유주의인 제 5단계로 단축해야 한다는 시사를

주었다. 이는 동시에 공교육과 도덕교육의 현실적인 목표는 시민교육이어

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기도 하였다. 발달심리학에서도 제 5단계 수준의 인

지자극이 공교육 및 도덕교육의 목표로서 보다 타당하다고 시사하고 있

다.53)

52) 남궁달화, 『콜버그의 도덕교육론』 ,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p. 192.
53) L. Kohlberg,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francisco: Harp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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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콜버그는 시민교육으로서의 도덕교육에 관심을 두고 ‘정의 공

동체’ 접근의 도덕교육에서는 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정의의 목표와 개념을

제 4 단계 수준으로 단축하였다. 다시 말하면 도덕교육의 목표를 공동체의

선한 구성원, 즉 선한 시민이 되는 데 두었다.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 접근

에서 ‘정의’는 옳음 또는 의무로서의 도덕성이다. 한편, ‘공동체’는 선으로서

의 도덕성이다. 그는 선(善, the good)을 이타주의의 이상(理想, ideals)으

로, 서로에 대한 그리고 서로를 위한 책임으로 본다. 또한 선을 공동체의

관심사에의 참여로 보며, 공동체를 하나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54)

듀이(J. Dewey)는 공동체를 한 집단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이해관

계를 가지고 다른 집단들과의 상호작용 및 협동적 교제를 하는 단체로 본

다. 이러한 공동체는 곧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민주주의는 이해관계가 갈등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삶(생활)의 방식으로 공동체에

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콜버그는 듀이의 민주적 공동체의 개

념을 도덕교육의 수단으로 본 것이다.55)

로이스(Royce)는 인간의 조화로운 삶은 나와 나의 사회적 세계와의 사이

에 행복한 결속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결속은 나의 사회적 순응, 즉 사회

에 대한 ‘충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충성은 나와 타인을 구속하는

모종의 결속에 대한 충성으로 우리는 이러한 결속을 통해 타인에게 충성할

수 있다. 충성의 명분은 항상 개인과 사회와의 결속이다. 이처럼 충성이란

사회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며,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실

제로 바친 사랑이다. 충성은 공동체를 요구한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충

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로이스는 이러한 갈등은 충성에 충성함

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콜버그는 그러한 문제는 정의 공

동체의 철학인 정의와 책임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Row, 1980), p. 458, 남궁달화, 『콜버그의 도덕교육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pp. 192-193에서 재인용. 

54) 남궁달화, 위의 책, p. 193.
55) 위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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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켐에 있어서 공동체(사회 또는 집단)는 구성원들의 합(合, sum) 보

다 더 큰 전체이다. 전체 속에서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도덕감과 행동을 유발시킨다. 도덕감은 한편으로는 집단의 규범과 규칙에

대한 존경감과 규율정신이고, 도덕감을 갖게 해주는 집단에 대한 존경감이

다. 다른 한편으로 도덕감은 이타주의 정신이요, 자아의 이익과 특권과 소

유를 집단 또는 집단 구성원들을 위해 자유롭게 포기하는 자발성이다. 뒤

르켐은 정서를 담고 있는 이타주의를 도덕성의 핵심으로서, 도덕성의 내적

수용으로서 본다,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감정이입의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개인이 그 자신을 초월하여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느끼고 행

동할 때 감정이입 및 동정심은 이타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56)

가설적 딜레마 접근에 의한 콜버그의 전기 도덕교육 이론은 주로 어떻

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즉 무엇이 정의인가를 ‘추론하는’ 인지적 역할채

택에 의한 도덕발달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이론이었다. 그러므로 선에 대

한, 즉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도덕감 및 도덕적 행동에 관해서는 소홀한

편이었다. 이 점에 대해 콜버그의 이론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정의 공동

체 접근의 도덕교육은 그가 그러한 비판의 일부를 수용하여 ‘정의’의 원리

를 중심으로 한 전기의 이론을 일부 수정하고, 그것에 ‘공동체’의 원리를

보완함으로써 두 원리가 균형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도덕교육론

이다.

그러나 두 원리가 균형을 유지하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부 도덕성의 요소들, 즉 인습과 원리, 내용과 형식, 인지(판단)와 정서(행

동), 주입과 비 주입의 문제에 대해 콜버그가 전기에 취했던 개념과 입장

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흔히들 콜버그의 도덕이론을‘도덕발달 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덕 판

단 발달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라이머 등은 말한다.57)

56) 남궁달화, 앞의 책, p. 194.
57) J. Reimer, D. P. Paolitto, R. H. Hersh, Promoting Moral Growth: From Piaget to 

Kohlberg, (New York & London: Longman, 1983), p. 45, 남궁달화, 『콜버그의 도덕
교육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p. 1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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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그가 제시한 도덕성 발달 단계들은 결국 도덕적 판단의 단계들이기 때

문이다. 그는 도덕적 판단의 유형(구조)에 따라 3수준 6단계의 위계적 순서

를 가진 도덕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리적 도덕 판단의 단계로서

제 1 수준은 전인습적 도덕, 제 2수준은 인습적 도덕, 제 3수준은 후인습적

도덕이다. 콜버그는 원리의 도덕은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판단

양식의 도덕보다 더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즉 원리의 수준을 가장 현

명한 판단으로, 가장 훌륭한 도덕적 행동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의 초기의 도덕교육은 인습수준이 아닌 원리의 수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원리의 도덕수준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성인

(成人)들이다. 그의 장기간에 걸친 실험연구에서도 극히 소수의 참여자만이

제 5단계에 도달했을 뿐 제 6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인습수준 이상의 도덕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제 4단계의 도덕적 추론과 제 5단계 사이의 도덕

적 추론 사이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58)

제 4단계는 인습적 도덕으로, 콜버그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인들이 도달

할 수 있는 발달수준이다. 한편 공동체는 사회적 집단으로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콜버그는 교육적으로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도덕교육은 인습수준인 제 4단계에서의 판단과 행동의

일관성을 기하는 교육적 노력이 보다 합당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도덕교육

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변화

가 원리 수준에서의 도덕적 추론과 행동을 도덕교육의 목표로서 아예 포기

한 것은 아니다. 제 6단계에서의 정의의 도덕교육 목표는 대학이나 성인

도덕교육의 프로그램으로 계속 주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콜버그가 초기

에는 도덕교육의 목표를 원리의 수준에 맞추었으나 후기에 들어 보다 실제

적이고 현실 가능한 목표로서 인습 수준의 도덕교육을 목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8) J. Reimer, D. P. Paolitto, R. H. Hersh, 위의 책, p. 249, 남궁달화, 위의 책, pp. 
195-1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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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콜버그는 초기에 도덕성의 내용과 형식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도덕교육에 적용했었다. 인지발달 도덕교육 이론은 발달을 자극, 촉진하는

이론으로 발달은 도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도덕적 사고의 방식 또는

구조라는 형식의 발달을 의미했다. 원리의 도덕에서 원리는 내용보다는 형

식적 측면으로 더 작용한다. 콜버그가 초기에 시도한 가설적 딜레마 접근

은 교사가 도덕성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수하고, 그들이 그것을 내면화하

는 접근이 아닌, 그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도덕적 사고방식에의 노출 경

험에 의해 인지의 갈등과 역할채택의 자극을 받아 자연적으로 단계의 상향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의 도덕교

육은 원리의 단계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공동체’ 원리에 의한 도덕교육

접근은 도덕교육의 목표를 원리의 수준으로부터 인습의 수준으로 단축하기

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동체’의 원리가 통합될 수 있기 위해서

는 인습의 도덕성을 구성하는 ‘내용’의 도덕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

생들을 인습적 도덕에 입문시키기 위해서는 인습적 도덕의 내용을 구성하

는 사회적 규칙, 규범, 가치 등을 다루는 ‘내용’의 도덕교육이 요구된다.59)

콜버그는 처음부터 도덕성 발달의 구성요소로서 인지(cognitive)와 정서

(affect)를 제시한 바 있다. 인지와 정서는 분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란

히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초기의 가설적 딜레마 접근에서 딜레

마에 대한 토의는 학생들의 인지갈등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정서적 불

균형도 일으키게 함으로써 도덕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도덕적 갈등에 처하게 되면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서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콜버그는 이 정서적 동기가 보다 합당한 도덕적 판단

양식을 구성하는 데 작용한다고 보았다.60)

그러나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이‘인지’도덕 발달 이론이라고 이름 붙여

진 바와 같이, 그의 전기의 도덕교육 이론은 인지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었

다. 즉 그는 도덕발달은 인지를 핵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인지가

59) 남궁달화, 앞의 책, pp. 196-197.
60) 남궁달화, 앞의 책, pp. 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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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면 발달하는 만큼 정서도 그만큼 발달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인지를 발달시키는 데 주로 관심을 가진 나머지 정서 감정을 발달시키는

데에는 소홀한 편이었다. 그러나 후기의 정의 공동체 접근을 통해 형식(구

조)과 내용의 균형 있는 도덕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소홀히 다

루었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가설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통해 야기된 도덕적 갈등은 실제

적 생활 딜레마에 의해 야기된 갈등만큼의 정서적 상태에 이르기는 어렵

다. 물론 학생들이 가설적 딜레마에 관심(흥미)이 있는 한, 그들의 사고를

자극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동기로서 작용하기는 어렵

다. 즉 그것이 도덕적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실천동기로서 작용하

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콜버그는 정의 공동체 접근에서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지기제(support system)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의

힘, 즉 집단의 도덕적 권위를 도입한다.61) 예컨대 인습수준의 학생들이 옳

다고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관성 있는 내적 동기가 부족할 경우,

집단이 행동을 위한 외적 동기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동기는 이른바 뒤르켐의‘집단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의 규범적 기대에 따라 살도록 이끄는 개인과 또래간의 정서적

유대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의 규범과 개인의 집단에 대한 정서

적 애착은 그로 하여금 집단의 도덕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도록 작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집단의 힘, 집단의 도덕적 권위로서 판단

과 행동을 이어주는 동기(정서)이다.6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콜버그는 인지적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행동

을 수반한다는 전기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후기에 와서는 공동체 자체

가 정서적, 행동적 요소로 작용하는 정의 공동체 접근의 도덕교육에 관심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초기의 인지중심의 접근은 인지와 정서의 균형

있는 접근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었다.

61) J. Reimer, D. P. Paolitto, R. H. Hersh, 앞의 책, p. 251, 남궁달화, 앞의 책, p. 199
에서 재인용. 

62) 남궁달화, 같은 책, p. 199. 



- 41 -

2) 정의공동체 접근의 실제

본 절에서는 정의공동체 접근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체운영의 일반 지침과 대안학교에서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할 것

이다. 먼저 콜버그의 정의공동체 접근에 의한 도덕교육은 다음과 같은 공

동체 운영의 일반 지침들이 충족되어져야 한다.63)

1. 공동체(학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의사결정 과정

에서 각자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

회합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교직원과 학생들은 학교의 공동체 정신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여야

한다.

4. 교직원들은 도덕발달 이론을 수업 및 공동체 회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이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운영의 지침과 함께 정의 공동체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참

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심 기관인 ‘공동체 회의(community meeting)’의

운영 조건이다. 라이머 등은 공동체 회의의 운영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여 제시한다.

1. 학생들의 관심은 옹호되어야 한다.

2. 분명하고 융통성 있는 절차적 순서가 있어야 한다.

3. 이슈는 구체적 제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토의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4. 학생과 교직원이 그들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이슈를 토의

63) J. Reimer, D. P. Paolitto, R. H. Hersh, Promoting Moral Growth: From Piaget to 
Kohlberg, (New York & London: Longman, 1983),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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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지 개인적 입장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식으로 토의해서는 안 된다.

5. 구성원 모두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실천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야 한다. 높은 사람 또는 소수의 반대자들에 의해 전복될 수 있다고 생

각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은 운영 조건에 입각해서 공동체 회의는 대개 다음과 같은 절

차와 방법으로 전개된다.

1. 전체 공동체는 소집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2. 전체 회의가 있기에 앞서 각 교직원 구성원은 각 소집단의 학생들과 만

나 그 주의 주제를 토의한다. 각 집단의 학생들은 그 집단의 입장을 정

하는 과정에서 각자 그의 의견을 말한다. 교직원은 공정성을 강조하고

의견 및 추론에 도움을 주며 토의를 사회한다. 전체 회의가 열리면 각

집단의 대표는 그 집단의 입장을 발표한다.

3. 공동체 회의의 주최는 매주 각 소집단들이 차례로 맡는다. 주최를 맡은

집단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의장은 의제를 발

표하고, 이어서 각 소집단의 보고를 듣는다. 대개 각 집단의 대표가 행

동 방안을 제시하면 토의가 시작된다. 참여자들이 손을 들면 그들이 소

속된 집단의 총무가 칠판에 이름을 적는다. 차례가 오면 의견을 발표한

다. 각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제시된 의견과 추론에지지 또는 이의를 제

기한다.

4. 한 차례의 토의가 끝났다고 생각되면 의장은 비공식 투표를 요구한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이어서 토의가 계속된다. 이 계속된 토의에서 소

수 의견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이 다시 지지받는 역전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찬반의 토의가 계속된 후 최종 투표에 의해 공동의 결

정이 있게 된다.

5. 공동체가 결정하여 규칙으로 채택하면, 그 규칙은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

의해 준수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규칙의 준수가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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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을 다루기 위해 공동체는 각 집단으로부터 대

표 학생 한 명과 교직원 두 명으로 구성된 ‘규율 위원회(discipline

committee)’를 교대로 운영한다. 위반이 발생되면 매주 한 번씩 개최되

는 위원회에 그 사례가 보고된다. 반복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공동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접수되면 공동체는 회

의를 열어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게 한 후 결정을 한다. 위반자에게

는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계속 위

반을 할 경우, 부모에게 통보되고 결국에는 공동체에 의해 공동체 학교

로부터 축출당하게 된다.

콜버그는 집단 혹은 학교의 도덕적 분위기 형성을 통해 아동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정의

공동체 접근을 통한 도덕교육을 실제로 실시하였다. 그가 중심이 되어 연

구, 운영한 대표적인 대안학교 중 하나인 캠브리지 집단학교는 중3에서 고

3에 이르는 60명의 자원 학생과 8명의 자원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1974년

가을에 출범하였다. 5년여 동안 지속된 이 대안학교에서 있었던 도덕적 문

제 사태 해결 과정의 사례를 정의공동체 접근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1975년 10월에 하나의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수업시간에 누군가가

한 여학생의 지갑에서 9불을 가져갔다. 그러나 아무도 그 돈을 가져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도난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공동체 회합이 소집

되었다. 한 소집단의 학생들이 회의에서 제안한 문제해결의 방안은, 60명의

대안학교 학생들 모두가 각자 15센트씩 내어 모은 돈 9불을 도난당한 학생

에게 전해 주자는 것이었다. 이 방안을 제안한 소집단의 필리스(Phyllis)는

도난 당한 돈을 변상하자는 원리를 제시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학생이 돈을 도난당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사람들이 공동

체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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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모두는 개인이고 공동체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도난당한 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는 돈을 거두어 그녀에게 주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제안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밥(Bob)은 그들의 제안을 받

아들이면 누구나 ‘나도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질

(Jill)은 ‘돈을 도난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밥과 질은 잘못은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

니고 지갑을 방치한 채로 놔둔 그 여학생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돈을

훔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갑을 잘 간수했더라면 돈을 도

난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이러한 반응에 필리스는

그녀의 요점을 반복했다. ‘집단은 공동체이어야 하므로 구성원들은 상호신

뢰를 해야 한다.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집단의 실패이다. 그러므

로 변상해야 한다.’그러나 다수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공동체나 죄책감을 느

끼는 집단에게 돈을 걷으라고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므

로 절충안이 제시되었다. ‘만약에 그 돈이 일정한 시간까지 익명으로 돌아

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15센트씩 걷어 그녀에게 전해주자.’ 이 절충안은

투표에 붙여졌고 결국 채택되었다. 마침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자백을 했

다.64)

이러한 일이 있은 후 3년여 동안 캠브리지 집단학교에서는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콜버그는 보고하였다. 이 도난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집

단학교 구성원들, 특히 필리스가 보여준 도덕적 의견 및 추론에 대해 콜버

그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필리스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배려와 신뢰라는 규범적 가치에

따라 살아갈 것을 권장하면서 전체학교(집단)를 위해 말한 것이다. 그녀는

‘학생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기대에 따라 살아가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배려와 신뢰는 더 이상 교사가 제시하는 덕목

64) 남궁달화, 앞의 책,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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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공동체가 공유하게 되는 공동의 가

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이 공동의 가치를 개인적 도덕적 판단에

서 표현되는 가치와는 구별되는 집단적 규범적 가치라고 생각한다.65)

다음으로 소개될 사례는 콜버그가 1983년에 스칼스데일 대안학교 공동체

회합에 참석했을 때에 다루어졌던 리사(Lisa)라는 여학생의 대안학교로부

터의 추방에 관한 사례이다.

리사는 고1 여학생으로 대안학교에 자원한 지 일 년 밖에 되지 않

는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주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

다. 그 뿐 아니라 교직원들을 험담하기가 일쑤였다. 교사들은 리사는 대안

학교가 기대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지도 않았고, 그녀에게 할애되는 시간

과 정력의 낭비가 너무 커서 성실한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기도 어렵게 되

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교직원들은 리사의 문제로 회의를 하였고, 그

녀를 정규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그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공동체 학교

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만장일치로 추방을 결정하였다.

리사의 추방문제는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소집단 회의에서 늘 다루

어왔던 다른 문제는 다루지도 못하고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콜버그가

참여한 한 소집단의 학생들 중에는 ‘리사는 이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녀의 어려운 가족관계라든가 친한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의 학생들은 그녀가 정규학교로 추방되는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 학생은‘대안학교는 강력한 공동체이므

로 그녀가 수업에 참여하고 공동체 학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

지와 조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체 회의가 개최되었고 의장은 리사의 문제는 공동체가 결정해야 할 사

65) L. Kohlberg, The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In Theory and 
Practice, In Berkowitz, M. W., Oser, F., ed., Moral Education: Theory and 
Application, 1985,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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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라고 말했다. 의장은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리사의 입장에서, 교직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직원의 대변인이 리사를 추방해야 하는 이유와 권고 보고서를 낭독했다.

리사에게 그녀의 견해를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의 처음의 반응은 지

극히 도구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제 2단계의 진술이었다. ‘나는 정규학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업에 빠지지도 않았다.’ 왜 수업에 참

여했느냐는 물음에는 ‘추방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전체 토의가 시작되었다. 샤론(Sharon)은 ‘대안학교는 강력한 공동체이므

로 리사를 지원하는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비록 리사가 자아규율이 잘 안

되어 수업에 규칙적으로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그녀를 도와 수업에 참여하

도록 매일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론의 발언에 동조하는 한 학생

은 ‘나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런데 리사를

돌보아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가치를 평

가 절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리사와 같은 출결문제를 가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하

느냐?’고 물었다. 다른 한 학생은 ‘나는 이 대안학교가 치료하는 공동체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이 ‘우리 대안학교는 치료 공동체

가 아니다. 그냥 공동체이다. 공동체란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에 관계없이 구성원 각자에 대해 배려한다는 뜻이다’라고 말

했다.

토의가 계속된 후 울고 있는 리사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대

안학교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리

사의 반응은‘사람들이 상호 배려하는 장소인 학교가 그녀에게 무엇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제 3단계적 사고가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

된 토의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돌보는(배려하는)공동체는 좋다. 그러나 책

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

했다. 세 개의 대안이 칠판에 기록되었다. (1) 학교에 계속 있게 한다. (2)

교직원과 리사가 계약하는 보호 관찰 하에 학교에 있게 한다. (3) 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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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교에서 잘 할 경우 1년 후에 대안학교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추방을 한다. 리사에게 세 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두 번째의 보호 관찰 하에 학교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대안을 원했

다. 토의는 계속되었고 일부의 교직원들은 심경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

다. 한 시간 반 후에 투표에 들어갔다. 리사에게는 투표 장소에서 나가달라

고 요청했으므로 그녀는 누가 자기에게 반대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결국

리사는 보호 관찰 하에 학교에 머물게 되었다. 76명 중 72명이 리사의 추

방에 반대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리사와 그녀의 지도교사 그리고 지원그룹의 학생들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리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 그룹과 만났다.

그 후 리사는 모든 수업에 출석했을 뿐 아니라 성적도 향상되었고 욕설도

없어졌다.66)

앞의 두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공동

체의 토론은 공정함, 공동체,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개방적인 토론이라는

것이다. 둘째,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과 보다 높은 단계의 추론을 접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적 갈등을 자극한다. 셋째, 규칙 제정과 규칙

확대, 권력과 책임감의 공적인 사용에 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토록 한

다. 넷째, 높은 수준의 집단적 유대나 공동체의식의 발달이 있다. 두 대안

학교에서의 사례 중 앞의 사례에서처럼 서로간의 신뢰와 집단적 책임감이

라는 공동체의 이상에 대해 교사 및 학생 전체가 지지하고, 민주적인 토론

을 하는 과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공유된 규범을 확인할 수 있

게 하였다. 그 결과 공동체 내에서 도난이 점차 수용될 수 없는 도덕적 분

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정의공동체 접근의 실제 사례는 다문화교육과 도덕교육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집단 따돌림 차별, 편견

과 같은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66) 남궁달화, 앞의 책, pp. 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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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게 한다. 비록 학생들이 정의로운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느리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할지라도 학생들은 성공을 경험하고 확

실히 그들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효율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

우게 될 것이다.

3) 정의공동체 접근의 도덕교육적 시사점

정의 공동체 접근은 공동체의 운영 관리 통치의 수단으로서는‘민주주의’를

도덕교육의 수단으로서는‘공동체에의 참여’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참여 민

주주의’는 정의 공동체 접근의 기본원리가 된다. 전통적인 학교운영은 주로

권위적인 유형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의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물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면, 왜 그 규칙의 준수가 의미 있는 것인가를 이

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규칙의 준수에 성의를 보이지 않게 된다. 그들

은 규칙을 준수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측

면에서 또는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규칙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정의 공동체 접근의 기본원리는‘참여 민주주의’이다. 참여 민주주

의는 정의 공동체 접근에서‘정의’와 함께 도덕의 원리인 것이다. 참여(직접)

민주주의는 공동체에의 참여를 촉진할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a sense of

community)을 형성시켜 주기도 한다. 콜버그에 의하면 오늘날 학생들이

가지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는 이른바‘사생활 중심주의(privatism)’라 하는

극단적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이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학생들이 공익이

나 공공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성취와 명예에

초점이 맞추어진 학교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의 운

영 및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식을 길러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제 4단계의 도덕성 개념 및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콜버그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발달이다. 발달은 개인과 사회 환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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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경험의 행동을 요구한다. 도덕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의 목적도 보

다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 참여에 대한 이해와 동기의 구조를 가

진 학생들의 개발이다. 시민교육의 목적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의 경험과

함께 법적, 정치적 인습에 대한 도덕적 토의의 경험을 요구한다. 사회 도덕

적 발달을 시민교육의 목적으로 볼 때 시민교육은 사회적 역할채택과 참여

를 위한 기회와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67)

콜버그의 도덕교육은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한다. 그는‘인지’를 도덕성 발

달의 핵심으로 본다. 그러므로 인지의 발달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발달시키

는 과정을 도덕교육으로 본다. 도덕교육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콜버그는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로서,‘인지갈등

의 조성’과‘역할채택의 자극’을 제시한다.

한편, 콜버그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3수준 6단계의 도덕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 콜버그에 있어서 도덕교육은 학생들의 도덕발달 단

계를 진단하고, 이어서 그들을 현재의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다음 단

계의 도덕적 사고방식(구조)에 노출시킴으로써 인지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동시에 역할채택을 자극하는 교육을 일정기간 지속함으로써

단계의 상향이동을 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도덕성의 발달을 자극 또는 촉진하는 과정을 도덕교육으로 보는 콜버그

는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가설적 딜레마’를 사용했다. 가설적 딜레마는 실

제적 딜레마 또는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더 도전적인 사고를 이끌 수 있다

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제시된 가설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지

갈등과 역할채택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소크라테스적 대화에 의한 수

업이 콜버그가 처음에 주로 사용한 도덕교육의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도덕교육의 목표를 원리의 수준에 두었다. 그러므로 인습의 도덕을 소홀히

하였다. 인지의 발달에 주로 관심을 가진 이 접근법은 형식, 구조, 사고방

식에 비중을 둔 나머지 내용과 이의 전달방법에 소홀하였다. 또한 인지발

67) 남궁달화, 앞의 책,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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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의 관심은 도덕성의 정서 감정적 측면에도 소홀하였다. 이는 동시에

판단과 행동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68)

도덕성 요소로서의 인습, 내용, 정서 감정, 행동 등에 대한 콜버그의 관

심의 부족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후기에 이르러 콜버그는 이와 같은 비

판을 수용하였다. 도덕교육에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그의 잘못(mistake)을

시인했다. 그러므로 가설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한 교실수업 접근법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수정, 보완된 접근법이‘정의 공동체 접근법’이다.

콜버그가 전기의 그의 접근법에 실수를 인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그가

소위 ‘심리학자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오류란 ‘발달심리학

연구를 위해 중요한 것은 동시에 교실의 교사들에게도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로부터 인

간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심리학자가 심리학적 실험 연구에 의해 발견한 이론을 교육현장의 실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자의 오류’를 인정하고 새롭게 수정, 보완한 후기의 콜버그의 ‘정

의 공동체’ 접근은 더 이상 학생들의 도덕교육의 목표를 원리의 수준에 두

지 않았다. 초 중등학교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원리의 단계에까지 기대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덕교육의 목표를 인습수준에 둔 정의 공동체 접

근은 인습의 도덕을 위해 ‘내용’의 도덕교육을 ‘추론’의 도덕교육과 병행하

게 되었다. 인지 도덕적 판단과 함께 정서 감정적 행동도 함께 다루게 되

었다.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지지적 접근법’도 제시하였다. 정의 공

동체 접근은 이와 같은 내용의 도덕교육을 위해 가설적 딜레마보다는 실제

적(현실적)문제를 다룬다. 표면적 교육과정에 의한 접근보다는 잠재적 교육

과정에 의존한다. 개인적 차원의 도덕성 발달보다는 집단적 차원의 도덕성

발달에 관심 가진다. 그러므로 집단의 사회 정치적 차원에 관심 가진다.

‘참여 민주주의’ 또는 ‘정의 공동체’ 자체를 도덕의 원리로 보고 이의 적용

에 의한 시민교육을 도덕교육의 목적으로 한다.69)

68) 남궁달화, 앞의 책, pp.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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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동체 접근에서 ‘정의’는 ‘옳음’에 관심 가지는 콜버그의 전기 도덕

교육 이론과 관련된다. 한편 ‘공동체’는 ‘선’에 관련되는 것으로 그의 후기

의 관심의 반영이다. 그러나 ‘정의’와 ‘공동체’ 가 통합된 ‘정의 공동체’ 이

론은 사실상 콜버그의 도덕교육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공동체’접근이 그의 후기 이론이라는 인상은 배제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끝으로, 콜버그의 전기 이론과 후기 이론은 다 함께 도덕발달 이론이라

는 점에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도덕교육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토의 또는 논의를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같은 측면이

있다. 다만 그 접근의 과정에서 전 후기에 그가 비중을 둔 측면이 다를 뿐

이다. 전기에는 교실에서 가설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학생들의‘도덕적 판단’

을 통한 도덕성 발달을 촉진하려 했고, 후기에는 공동체로서의 학교의 분

위기 변화에 의해 ‘도덕적 행동’을 통한 도덕성 발달을 촉진하고자 했다.70)

2.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1)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의 필요성

다문화 도덕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말하기 전에 ‘다문화’

라는 개념과 ‘공동체’라는 개념이 친화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다문화의 지향성과 공동체의 지향성 사이에는 친화

력보다는 긴장 관계가 현저하다. 다문화가 차이와 해체를 지향한다면 공동

체는 정체성과 응집을 지향하기 때문에 두 개념의 통합은 일견 모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문화의 논의는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의 맥락 속

69) 남궁달화, 앞의 책, PP. 212-213.
70) L. Kohlberg, The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In Theory and 

Practice, In Berkowitz, M. W., Oser, F., ed., Moral Education: Theory and 
Application, 1985,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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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대립되는 두 개념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접근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긴장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다문화 윤리는 무엇보다 ‘타자성(차이)’과 ‘동일성(정

체성)’을 융합할 수 있는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 한마디로 ‘다양성 속의 통

일성’을 지향할 수 있는 윤리학적 근거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71)

한편 사회적 상황에 의해 정의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현

재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학교 생활문제는 한국어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집단 따돌림 등이다. 설동훈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자녀 7명중 1명 꼴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3

명 중 1명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이고, 5명 중 1명은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라고 한다.72)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중 ‘사회적 차별

의 시선’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있는 ‘어머니 나라’

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관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비율이 많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

녀 중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인식하는 아이들은 단지 17% 뿐이고, 외

국인이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43%로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스스로에 대해 한국인이라는 인식보다는 외국인이라

는 인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면 학교에서의 편견과 차별이 그들의 조

국을 빼앗고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주고 있는 셈이다.73)

상황이 이러하므로 지금과 같이 피상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우

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국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명목 하에 ‘다문화’라는 명칭으로 그들을 더욱 일

반학생들과 분리시키고 주변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71) 윤영돈, 『다문화시대 도덕교육의 프리즘과 스펙트럼』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pp. 
248-249.

72) 설동훈,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구정화 외 공저, 
“한국 다문화가정 이해”,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0), p. 81에서 재
인용. 

73) 구정화 외 공저, 위의 책,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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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주목했을 때 가장 필요

한 교육적 조치는 바로 학교나 교실의 분위기를 배려적이고 정의로운 공동

체로 만드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능력

의 부족’과 같은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학생과 분리교육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체성의 혼란이나 집단따돌림 문제는 분리교육을 시행

함으로써 더욱 그 문제가 부각되고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은 소수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

어야 하고, 분리가 아닌 통합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다

문화교육에 적합한 것이 바로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에만

기대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공동체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

인 배려나 시혜, 동정이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체를 통한 다문화교육은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내 소수 집단들에 대한 포용과 지원, 상호존중 및 공존, 그리고 기존

주류 다수자와 그 자녀에게 다문화적 공동체에 적합한 시민성, 시민의 자

질을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교육적 과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학교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일반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시민성교육과 다문화교육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캠벨(D. Campbell)은 다문화교육은 시민성을 발전시키

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우수한 시민

성은 또다시 다문화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한다. 다시 말해 민주적인 시민성

은 폭넓고 포괄적이며 다원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교육과 우수한 시

민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학생 모

두를 위한 것이며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함께 배우며 의사결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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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해야 한다. 민주주의 가치와 더불어 숙고의 전

략과 의사결정을 가르치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핵심과정이다.74)

정의공동체 접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회의는 토론을 통한 민

주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다문화교

육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생활과 관

련 있는 것들을 토의의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크다.

듀이가 『경험과 교육(Experience and Education)』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생은 경험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배운다. 트레이거와 야로우(H. G.

Trager & M. R. Yarrow)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적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

생은 비민주적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보다 더 민주적 태도와 가치를 발전

시킬 가능성이 크다. 트레이거와 야로우는 1∼2학년 학생들의 인종 태도와

관련된 민주적-비민주적 교육과정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

과정 실험처치(interventions)는 읽기 자료, 활동, 민주적-비민주적 교수 방

식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실험 후, 민주적

실험처치에 참여한 학생들보다 더 민주적인 인종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

또한 교사는 실험 처치 후 더욱 긍정적인 인종 태도를 표현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learn what they live).”고 결론을 내렸다.75)

이상으로 다문화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요약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학교 환경을 변화시켜 학교 전체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정의공동체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시민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정의공동체적 다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킴리카(W. Kymlicka)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은 ‘다문화 시민성’이라고 말한바 있다. 우리의 교육도 다양

74) D. E. Campbell( 김영순 외 역),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12), p. 
436.

75) H. G. Trager & M. R. Yarrow, They learn what they live: Prejudice in young 
childre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2), J. A. Banks, 『다문화 시민교육론』, 
p. 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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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

으며 상호 공존하기 위한 자질의 함양을 위해 정의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

다.

셋째,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및 국가공동체를 위해 정의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동체주의자인 에치오니(A. Etzioni)에 의하면, ‘좋은 사회’ 란

‘다양성 내에서의 사회 통합을 이룬 사회’ 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서로를 이

용하거나 조작하지 보다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좋은 사회는 서로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사회이다. 그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요소로 도덕적 문화와 상호간의 결속 및 협력을 든다. 진실한 공동체의 결

속은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원천이고 공동체의 도

덕적 문화는 사회질서를 유지시켜주는 힘이다.76)

2) 정의공동체적 다문화도덕교육의 의의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정의공동체적 다문화도덕교육의 필요성에 근

거하여 다문화교육을 시행했을 때의 교육적 효과와 의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정의공동체적 다문화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환경, 실제로

접하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실제 도덕적으로 행위로 이

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아무리 수업 중에 교사가 중요하다고 강조

하고, 교과서 속에 담겨있는 지식일지라도 학생이 자신의 삶과 배우는 내

용과의 어떠한 연관성도 느끼지 못한다면 학습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반면에 학생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결된 교육일수록 행동이나 실천으로 이

어지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정의공동체 접근은 등장배경부터 도덕적 사고

와 판단이 왜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76) A. Etzioni(이범웅 역), 『넥스트: 좋은 사회로 가는 길』 (고양: 인간사랑, 2006), pp.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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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콜버그는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배우는 내용과 실제 삶

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편

견 극복, 배려와 관용에 대해 배울지라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옳

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실천하기가 힘든 교실환경으로 돌아와 버린다. 이

는 학생들이 도덕적 문제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의롭지 못한 교실 안에 있는 한 그들의 사고방식에서의

변화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의공동체적 접

근은 다문화교육과 도덕교육에서의 사고와 행동의 불일치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가교가 될 수 있다.

둘째, 글로벌화 다문화된 사회에 적합한 시민적 자질을 기르는데 효과적

이다. 다문화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은 학교를 하나의 사회, 다문화의 장

으로 만들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필요한 능력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한다. 규칙 제정, 처벌, 태도, 양식 까지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학생들

을 통해 직접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창시절의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성인

이 되어서도 지역사회 및 타인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은 다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도

덕교육에서도 핵심적인 목표이다. 과거부터 도덕과의 교육목표는 우리의

학생들이 바람직한 한국인,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다문화도덕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은 다

문화교육과 도덕교육의 핵심목표를 공유함으로써 두 교육이 모순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이다.

셋째, 학생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게 한다. 사실 다문화교육에서 핵심이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체성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학생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역량이 한국 사회의 경쟁력으로

바로 직결되는 만큼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가진 바람직한 시민으로 길러내

는 것은 국가역량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넷째, 다문화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은 그동안 다문화교육에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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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경시되어 왔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다. 베넷은 교육과정이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갖게 되는 공식적 비공식

적 경험의 총체라 하며,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할 때 다문화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당된다고 말하였다. 예컨대 다문화 교육과정은 교사

의 가치관과 기대, 학생의 또래집단 형성, 학교의 규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 문화적 스타일,

지식, 견해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광의적 관점

에서 볼 때 다문화 교육과정은 학교환경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수 학습 과정에 편견을 없애는 비판적 사고가 없다면 다문화 교육

은 결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와 학생들은 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자가 되어야만 한다.

타인의 생각에 공감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관점들을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77) 만일 교수자와 학습자가 비판적인 사고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다문화교육은 윤리적으로 타당한 시야라기보다

는 오히려 주입식 교육과 비슷한 것이 된다. 이러한 윤리적으로 타당한 시

야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이해와 같은 핵심적 가치에 기반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인 권리 등을 중요시 한다.78) 베넷의 이러한 주장

은 다문화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다문화 관련 내용의 직접적인 교수는

오히려 주입식 교육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보다는 학생들이 다문화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

이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개인차원의 도덕성 뿐 아니라 집단의 도덕

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문화교육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

는 소수집단 혹은 타문화에 대한 배려차원에서의 개인의 도덕성에만 초점

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집단의 도덕성 함양에 보다 중점을 두어

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

77) C. I. Bennett,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김옥
순 외 공역,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9), pp. 62-63.

78) C. I. Bennett, 위의 책, p.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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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만 기대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

고 서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공동체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교육에서 그동안의 주류담론이었던 배려윤리나 타자윤리

뿐만 아니라 인지적이고 정의적 측면에서의 정의와 공정함의 시각도 필요

함을 일깨워준다. 다문화교육은 사실 도덕교육이론에서 지향하는 정의와

배려의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또 포함해야 한다. 또한 도덕과 교육

에서 다문화교육을 하고자 할 때, 인간의 존엄성,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에서

정의에 대한 교육 없이 다양성 그 자체가 지향되어야 할 이상이 되었을

때, 정작 정의의 원리를 간과하기 쉬우며 그것은 다문화교육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도덕성과 인격의 발달은 구체적인

공동체와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개인들에게 “해야 할 역할들, 생각하는 관점

들, 지켜야 할 약속들, 배려해야 할 관계들, 어떻게든 져야 할 책임 등을

요구한다. 그런 요구들이 우리가 살면서 도덕적 존재가 되는 사회적 기반

이다.



- 59 -

Ⅳ.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의 실행 방향

1.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

다문화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교육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교육과정 속에서 다문화교육적인 내용이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

되었느냐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 영역

을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

도록 하겠다.

1) ‘성격’ 및 ‘목표’ 영역 분석 및 개선 방안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교과서 및 교육과정이 다문

화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민족적 문화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꾸준히 지

적받아 왔다. 이에 2007년 2월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

에서 비판받아 온 단일민족주의 관점을 지양하고 다문화,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문화교육을 범교과적 주제로 강조하고, 특히

도덕과에서는 타문화 이해와 편견극복, 새터민의 삶, 관용의 자세 등의 내

용 요소가 강조되었다.

이렇듯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도덕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도

덕교육의 본질은 ‘모든 인간을 인간답게 대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함양

하는 데 있다. 즉, 모든 인간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과 국가 모두 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

고 배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도덕교육에서는 인간

존중을 위해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해야 하며, 특정 문화가

개별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결정한다는 사회문화 결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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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도덕과에서 다루는 다문화교육, 즉

다문화 도덕교육은 ‘비교에 의하지 않은 존중’보다는 ‘비교에 의한 존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도덕과 교육은 보편적으로 옳고 바라직한 삶에 대

한 사유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문화교육을 도덕과에

서 다룰 경우 보편적 도덕성과 그것에 의한 중재를 지향하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인권 같은 근본가치가 사회집단 간 상호협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

기 위해서는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며 구속력을 지니는 보편 윤리

규범의 원칙을 지향할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79)

한편 다문화교육과 글로벌교육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이념에 대

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2007 개정 도덕

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이념인 민족주의와 새로운 이념인 다문화 시민

성 간에 그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

을 주고 있지 않다. 교육과정 이념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단지 단일민

족주의 관련 표현을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단일민족주의 기조의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보

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교육이념 상의 변화인 것이다.80) 분단과 통일

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합하면서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고려하기 위해

서는 단일민족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지양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

다. 대신에 민족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담보하면서도 다문화교육의 도전을

의미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폐쇄적이

고 닫힌 민족주의가 아닌 성찰적 민족주의 혹은 열린 민족주의와 다문화주

의의 보완적 접근 등 이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에 상호 접점을 모색해

야 할 필요가 있다.81)

다문화 도덕교육의 목표는 인종이나 문화적 차이에 근거하여 부당한 방

식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다문화적

79) 정창우, “다문화 윤리교육의 쟁점과 방향”, 도덕윤리과교육, 제32호, 2011, p. 42. 
80) 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 교육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25(3), 2007, p. 27.
81) 정창우, 위의 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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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사회정의

의 실현과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는

데 두어진다. 이러한 목표의 추구는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종과

문화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 및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공동

의 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 인종, 언어,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은 존재

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국가에 주어진 과제 중의 하나는 다양한 집단을 구

조적으로 포용하여 그들이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충성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동시에, 해당 집단이 사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그들 고유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이 결여된 통일성은 문화적 억압과 헤게모니로 귀결되고, 반

대로 통일성이 결여된 다양성은 분파주의와 균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런 이유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은 다문화적 국민 국가 내에서 정교하

게 균형을 이루며 상호 공존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성과 통일성 간에

정교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사회적 연대감의 증진과 도덕적 가치기반의 공

고화를 추구하는 것이 민주 국가의 핵심 목표인 동시에 다문화 도덕교육의

종국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82)

2) ‘내용’ 영역 분석 및 개선방안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도덕과의 교육과정은 3학년에서 10학년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기존 7차 교육과정의 생활영역 확대법에서 가치

관계 확장법으로 내용 구성의 원리가 변화되었다.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

심으로 다양한 가치관계를 포섭하는 것으로 각 내용영역은 영역Ⅰ: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Ⅱ: ‘우리 타인 사회와의 관계’, 영역Ⅲ: ‘국가 민족 지

구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Ⅳ: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

다.83)

82) 정창우, 앞의 글, p. 43. 



- 62 -

주요 가치
덕목

       내용
영역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정직
자주
성실
절제
책임
용기
효도
예절
협동

민주적
대화
준법
정의
배려

애국‧애족
평화‧통일
생명존중
자연애
사랑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도덕공부는 
이렇게 해요
◦소중한 나의 
삶

◦정직한 삶
◦자신의 일
을 스스로 하
는 삶

◦최선을 다
하는 생활
◦감정의 올
바른 관리
◦ 반 성 하 는 
삶

◦ 자 긍 심 과 
자기계발
◦자기 행동
에 대한 책임
감
◦용기 있는 
행동

우리‧타인‧사
회와의 관계

◦가족사랑과 
예절
◦감사하는 마
음의 표현
◦친구 간의 
우정과 예절

◦약속을 지
키는 삶
◦공중도덕
◦인터넷 예
절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
◦서로 돕는 
생활
◦대화와 갈
등 해결
◦게임 중독
의 예방

◦준법과 규
칙 준수
◦공정한 행
동
◦남을 배려
하고 봉사하
는 삶

국가‧민족‧지
구공동체와

의 관계

◦나라의 상징
과 나라사랑
◦분단의 배경
과 민족의 아
픔

◦우리나라‧민
족에 대한 긍
지
◦통일의 필
요성과 우리

◦ 북 한 동 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재외 동포
에 대한 관

◦편견극복과 
관용
◦우리가 추
구하는 통일
의 모습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기본생활 예절을 습

득하고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도덕과는 정직, 자주 등의 가

치덕목과 함께 36개의 지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3, 4학년에 각각 8개의

지도요소와 5, 6학년에 각각 10개의 지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각 지도요

소별 지도내용을 의미하는 내용요소는 각 지도요소별로 3개씩 배정되어있

다. 2007 개정 초등학교 도덕과의 내용체계는 <표-1> 과 같다.84)

<표-2> 2007 개정 초등학교 도덕과의 내용 체계

83) 조난심 외, 「도덕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5-4, pp. 105-108.

84) 김용신, 『글로벌 다문화교육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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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노력 심 ◦ 평 화 로 운 
세상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생명의 소중
함

◦올바른 자
연관과 환경
보호

◦참된 아름
다움

◦사랑과 자
비

     내용
영역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도덕적 
주체로서

의 나

<인간과 도덕>
◦도덕의 의미
◦도덕적 탐구
◦도덕적 실천

<일과 배움>
◦일과 놀이
◦공부와 진로
◦계획과 성취

<삶의 목적>
◦자아정체성
◦행복한 삶

<인간과 자유>
◦자유와 자율
◦도덕적 판단의 
과정

우리‧타인‧ <예절과 도덕> <청소년과 도덕>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와 윤

중학교 단계에서는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대사회

의 여러 가지 도덕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함

양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교 도덕과는 모두 31개의 지도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을 의미하는 7학년은 11개, 8학년은

12개, 9학년은 8개의 지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내용을 의미하는 내용

요소는 지도요소별로 3∼5개씩 배정되어 있다.85)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윤리학의 기초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도

덕적 삶과 공동체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반성

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지니도록 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도덕과는 모두 8개의 지도요소로 구

성되어 있으며, 10학년은 8개의 지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2007 중 고등학

교 도덕과의 내용체계는 <표-2>와 같다.86)

<표-3> 2007 개정 중 고등학교 도덕과의 내용체계

85) 김용신, 앞의 책, pp. 185-186.
86) 위의 책,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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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의 
관계

◦가정생활과 도덕
◦친구와 우정의 
의미
◦이웃에 대한 관
심과 배려
◦사이버 예절

◦청소년기와 비
인간화문제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
◦이성교제와 성
도덕

인권>
◦인간 존엄성과 
소수자보호
◦양성 평등의 
도덕적 의미

리>
◦사회제도와 정
의
◦사회윤리의 제
문제

국가‧민족‧
지구공동
체와의 
관계

<나의 삶과 국가>
◦바림직한 국가의 
모습
◦국가 발전과 나

<통일과 민족 공
동체 윤리>
◦민족의 삶과 통
일의 필요성
◦북한 주민과 민
족애
◦바람직한 통일
의 모습

<세계 평화와 인
류애>
◦타문화에 대한 
편견극복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국가와 민족의 
윤리>
◦국가와 윤리
◦민족과 윤리

자연‧초월
적 

존재와의 
관계

<환경과 도덕>
◦환경과 인간의 
삶
◦환경 친화적 삶
의 방식

<문화와 도덕>
◦진정한 아름다
움
◦예술과 도덕
◦과학과 도덕

<삶과 종교>
◦삶의 유한성
◦종교와 도덕

<이상적인 삶>
◦평화로운 삶의 
추구
◦이상적인 인간
과 사회

학년 불일치: 간접관련주제 부분일치: 중간관련주제 전면일치: 직접관련주제

3학년

◦도덕공부는 이렇게 해
요
◦소중한 나의 삶
◦가족 사랑과 예절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생명의 소중함

◦나라의 상징과 나라사랑
① 태극기, 애국가, 무궁
화 등 우리나라 상징들의 
올바른 이해
② 다양한 사례를 통한 나
라의 중요성 이해(문화다
양성)
② 나라 사랑에 관한 예화 
읽기

◦친구간의 우정과 예절
① 친구 간의 진정한 믿음
과 우정
② 친구 간에 지켜야 할 
예절(친구 등과 친하게 지
내기)(소수집단)
③ 친구 간의 다툼과 갈등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법)(타
인존중)

4학년 ◦정직한 삶
◦자신의 일을 스스로 

◦우리나라‧민족에 대한 
긍지 -

다음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을 표로 나타낸 것이

다.

<표-4> 2007 개정 도덕과 다문화 관련 내용 체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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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삶
◦약속을 지키는 삶
◦공중도덕
◦인터넷 예절
◦올바른 자연관과 환경
보호

① 나의 행복과 나라‧민족 
발전과의 관계(사회정의)
② 도덕과 예절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
③ 오늘날 우리가 계슬 발
전시킬 수 잇는 우리 민족
의 전통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
① 분단 비용 및 통일의 
기대효과 등 통일의 필요
성 찾기
②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의 노력
③ 민족 통합을 위한 우리
의 자세(타인존중, 문화다
양성)

5학년

◦최선을 다하는 생활
◦감정의 올바른 관리
◦반성하는 삶
◦서로 돕는 생활
◦게임 중독의 예방
◦재외 동포에 대한 관
심

◦대화와 갈등 해결
① 도덕적 갈등의 원인
②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갈등의 해결과 그렇지 않
은 경우(집단관계)
③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
결의 구체적인 과정과 절
차
◦참된 아름다움
① 일상생활, 동화, 예화 
등에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준 사례(타인존중)
② 아름다운 마음씨가 사
람들에게 주는 것
③ 아름다운 마음을 기르
는 방법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
①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생활예절(타인존
중)
② 다양한 현대생활 예법

◦북한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① 북한 동포의 생활상 및 
문화적 차이 알기
② 북한 동포와의 인간적 
교류와 협력 방안(정체성)
③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서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
(소수집단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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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양예절과 서양예절, 
전통예절과 현대예절

6학년

◦자긍심과 자기계발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
감
◦용기 있는 행동
◦준법과 규칙준수

◦공정한 행동
①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의 느낌
② 불공정한 행동이 가져
오는 결과
③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
해 실천해야 할 일(사회정
의)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①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평가
②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③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설정(융합문화)
◦평화로운 세상
① 지구촌 시대에 세계 평
화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
(국제이해)
②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
람
③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
의 역할과 자세
◦사랑과 자비
① 성인들의 가르침의 의
미와 근본정신
② 사랑과 인 및 자비의 
다양한 실천사례(타인존
중)
③ 사랑과 인 및 자비의 
삶에 비추어 나의 생활 반
성해 보기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
①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
을 때 나타나는 결과(타인
존중)
②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
하고 봉사하는 공동체의 
특징(타인존중)
③ 배려하고 봉사하는 사
람들이 실천해야 할 일(타
인존중)
◦편견극복과 관용
① 예절, 관습 등을 포함
한 다른 문화에 대한 우리
의 편견(편견극복)
②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
는 사례와 공존의 장점(문
화다양성)
③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와 존중(다양성)

7학년
◦도덕의 의미
◦도덕적 탐구

◦친구와 우정의 의미
① 학교생활과 친구 간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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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실천
◦가정생활과 도덕
◦사이버 예절
◦국가 발전과 나
◦환경과 인간의 삶
◦환경 친화적 삶의 방
식

갈등
②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③ 바람직한 친구 관계(타
인존중)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① 국가의 필요성
②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민주주의)
③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① 다양한 이웃과 나의 관
계
②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다양성)
③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
법
④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
례( 타인존중) 

8학년

◦일과 놀이
◦공부와 진로
◦계획과 성취
◦청소년기와 비인간화 
문제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
방
◦이성 교제와 성도덕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진정한 아름다움
◦예술과 도덕
◦과학과 도덕 

◦북한 주민과 민족애
①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
한 이해
②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
서 본 북한주민의 생활
③ 민족 정체성과 민족 공
동체의 의미(정체성)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① 민족의 동질성 확대와 
이질성 극복을 위한 평화
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②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
③ 새터민의 사회 적응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
안(편견)
④ 통일 이후 예상되는 남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다양
성)

9학년

◦자아정체성
◦행복한 삶
◦삶의 유한성
◦종교와 도덕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실
현
① 평화의 소중함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들
② 비폭력과 평화
③ 남북한 상생의 추구
④ 외국의 재난과 우리의 
협조

◦인간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① 인간 존엄성의 의미
② 타인의 고통과 약자의 
불행에 대한 공감(타인존
중)
③ 정당화가 가능한 역차
별 사례(소수집단)
④ 소수자 보호를 위한 다
양한 방안(소수집단)
◦양성 평등의 도덕적 의
미
① 성역할 및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의미와 
문화 다양성
② 한 성을 억압하거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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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특권을 부여했을 때
의 부정적 결과
③ 양성의 상호 보완성을 
추구할 때의 긍정적 결과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
복
①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② 다른 나라 풍습 중 우
리가 존중해야 할 것(타문
화 이해, 편견)
③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
견이나 오해
④ 타문화 이해를 위한 문
화 체험, 문화 교류

10학
년

◦자유와 자율
◦도덕적 판단의 과정
◦사회윤리의 제 문제
◦국가와 윤리
◦평화로운 삶의 추구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

◦사회제도와 정의
①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평
등, 사회정의)
② 제도의 불공정으로 인
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
③ 사회정의의 의미(사회
정의)
④ 정의로운 사회제도
◦민족과 윤리
① 세계화 시대의 민족의 
정체성과 기능의 변화(정
체성)
②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
주의의 구체적 사례와 문
제점(문화다양성)
③ 통일 등 민족공동체 형
성을 지향하는 원동력으로
서의 민족애
④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
화에 의한 한민족 공동체
의 긍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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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준거 개념87)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덕과에

서 다문화 개념과 관련된 부분은 4개의 영역 가운데 ‘우리 타인 사회와의

관계’와 ‘국가 민족 지구공동체와의 관계’의 2개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8)

대주제에 해당하는 지도요소를 대상으로 1차 분석을 한 결과 다문화 개

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타인 사회와의 관계’에서 10개의 지도요소와 ‘국

가 민족 지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 13개의 지도요소가 있었다. 이 외에 ‘자

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도 2개의 지도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89)

2차 분석은 25개의 지도요소(대주제)와 그 하위 요소인 내용요소(소주제)

를 교차 분석하여 다문화 개념에 전면적으로 일치되는지, 부분적으로 일치

되는지를 판별하였다. 전면 일치와 부분 일치의 구분은 상대적 해석적 준

거를 사용하여 분류하였으며, 내용요소에 다문화 개념의 내용이 들어 있으

면 전면 일치로 판정을 하고, 내용요소에는 다문화 개념은 없으나 교육과

정해설에 다문화 개념과 관련한 언급이 있으면 부분 일치로 판정하였다.

이렇게 2차 분석을 거친 결과 전면 일치하는 지도요소 11개와 부분 일치하

는 지도요소 14개를 추출하였다.90)

최종분석은 지도요소와 내용요소의 다문화 개념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총 75개의 지도요소

시민권, 소수인종, 성, 소수문화, 소수언어, 평등, 집단관계, 이중언어, 다양성, 사회정의,
사회계층, 장애인, 형평성, 총체성, 사회운동, 종족, 문화집단, 융합문화, 정체성, 타인존
중, 타문화존중, 편견, 소수집단, 소수전통, 문화다양성, 사회변화, 우월집단, 의사소통, 
갈등, 의사결정, 사회참여, 민주주의, 문화 간 상호작용, 세계화, 정보화, 국제이해, 상호 
의존

87) 다문화 준거개념이란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 목표, 개념화 요소 등을 검토하여 다문화
의 핵심 개념 요소를 도출한 것이다. 다문화 개념 요소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 용어 반복
성과 의미 중첩성을 기준으로 핵심 개념 요소인 준거 개념들을 도출하면 <표-5>와 같다. 
김용신, 앞의 책, pp. 145-146.

 <표-5> 다문화 준거 개념

88) 김용신, 앞의 책, 191p. 
89) 위의 책, 같은 곳. 
90) 같은 책, pp.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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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불일치:
간접 관련 단원

부분 일치:
중간 관련 단원

전면 일치:
직접 관련 단원 총 단원 수

3학년 6 1 1 8
4학년 6 2 0 8
5학년 6 3 1 10
6학년 4 4 2 10

빈도수(%) 22(63.9%) 10(22.2%) 4(13.9%) 36(100%)
7학년 8 2 1 11
8학년 10 1 1 12
9학년 4 1 3 8
10학년 6 0 2 8

빈도수(%) 28(64.2%) 4(12.8%) 7(23%) 39(100%)

가운데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불일치 50개, 부분 일치 14개, 전면 일

치 11개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36개 지

도요소 가운데 4개의 지도요소가 전면 일치되었고, 10개의 지도요소가 부

분 일치하여 전체 39% 가량이 다문화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학교 도덕에서는 총 31개의 지도요소 가운데 5개가 전면 일치, 4개

가 부분 일치하여 29%가량이 다문화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8개의 지도요소 가운데 2개가 전면 일치로 나타나 전체

지도요소의 25%가 다문화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91)

<표-6> 도덕과의 다문화 개념 관련 내용 최종분석 결과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 관련 내용 요소들이 연계성이 없이 교육되어 지고 있다. 교

육과정 분석 결과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은 도덕과 교육과정 곳곳에 분포되

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이 병렬적이며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다문화 교육적 관점에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일관성 있게

단원을 전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1) 김용신, 앞의 책,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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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수자 및 다수자의 정체성함양 부분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초등도덕과 교육에 비해 중등도덕과 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 내용

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의 지식과 기능적 측면이 대부분이며, 실천이나 태도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진술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도

덕과에서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뒤 이에 따른

하위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학교 차원의

목표, 개별 교과 차원의 목표와 범교과적 차원의 목표에 차이를 두어 시행

해야 내용 중복이나 병렬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과정

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를 먼저 이해한 뒤에야 다른 문

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

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인

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은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적 가치 덕목들의 내용요

소가 더욱 성숙해져야 하며,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

판단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덕목들은 서로 유기적이

고 복합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재편성 되어야 한

다.

넷째, 다문화교육은 살아 있는 실천적인 도덕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포

함시켜야 한다. 살아 있고 실천적이라는 말은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나

개념들을 실제생활에서 직접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과 개념의 전달

중심으로 피상적으로 다문화교육 접근을 하기보다는 정의공동체적 접근을

활용한 다문화 도덕교육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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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및 ‘평가’ 영역 분석 및 개선 방안

타인 존중과 타인을 향한 의무가 다문화 도덕교육의 필수 조건이라면,

어떤 형태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할까? 첫째, 인간을 개별적 주체로

바라보며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은 타자성 혹은 타자성 존중의 내용

에 대한 명시적 교육과 더불어 이런 타자성 존중을 은연중에 체감하고 습

득할 수 있는 잠재적 교육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가치 지

향이나 태도, 모습들이 학교나 사회 속에서 용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학교의 수업 방식도 일방적 내용의 주입이 아닌 교사 및 동료 학생 간의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수 학습이 이루

어지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도전적인 학습이 가능한

과업에 기초하여‘배려’와‘책임’을 포함하는 인간적 만남을 통해 타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학습 스타일’을 존중하는 교수 학습에서의‘차별화 전

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 영역의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들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욕구, 기

능, 경험들은 교수 전략의 개발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각각의 학생들은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능력, 인종, 종족, 성, 언어, 종교, 계층적 배경을 갖

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각 학생들의 학습 필요와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각자 어떻게 학습하는가’, ‘어떤 형태의 학습에 참여하

기를 원하는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교수 학습 방

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초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

생 수가 많고 입시 준비로 인해 교과 지식에 대한 학습 부담을 가질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 학습 스타일을 고려한‘차별화전략’을 적용하기 어

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수업 방식을 활용하고, 다문화적 역량을 길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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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종, 민족, 성, 종교, 계층 등이 다양한 이질 집단으로 학습 단위를 구성하

여 진실한 대화(meaningful dialogue)를 통해 개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동 학습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협동학습은 민주주의를 위한

교수법이며 나아가 다문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공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 중심에 놓도록

권장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학급의 실천 활동이다. 협동학습은 권위적 인

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협동학습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화, 다양한 관점 갖기, 집단적인 판단 행동과 같은 시민의식과 역할의 발

달을 장려한다.92)

끝으로 다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쟁점 위주의 수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가 다루기 편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학생들이

다루고자 원하는 학습자 요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

해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도덕적인 관

점을 가지고 복잡한 논쟁적 성격을 지닌 다문화적 도덕적 딜레마들을 탐구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지를 나타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덕과 교사는 다

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 및 쟁점을 탐구하고, 우리 자신 및 우리 문화가 지니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등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학생들에게 마련해주

어야 한다.93)

한편 다문화교육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내용이나 방법에 비해 낮은 수준의 관심을 끌고 있는 형편이

다. 그 이유는 특별한 평가 내용이나 방법을 고안해내기 보다는 일반적으

로 활용되는 평가 방법을 학생들의 상태와 수준에 맞게 변용하는 식의 평

가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

된 평가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2) 김영순, “다문화 사회와 시민교육”, 『시민인문학』, 제 18호, 2010, p. 53.
93) 정창우, 앞의 글,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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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평가

오은순 외
(2007)

◦다문화 가치 인식 평가        ◦ 학생 특성을 고려한 평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국 문화요소 반영 ◦실천도 평가
◦과정 중심 평가               ◦ 모국어 활용
◦개인 내 진전도 평가          ◦  모국어 사전 사용 허용
◦절대 평가                    ◦ 학생의 언어적 수준 고려

Banks(2007) ◦지필 평가와 표준화 검사 사용 지양

Coelho(1998)

◦절대평가
◦관찰, 협의, 학생 저널 등 교실 기반 평가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쓰기 평가에서 모국어 사용허가
◦평가 문항에서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 사용
◦시험에서 사전 사용 허용
◦학습과정 평가(예: 관찰 체크리스트 활용) 

<표-7> 다문화교육 평가94)

다문화교육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지필고사나 상대평가보다는 포트폴리

오,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절대평가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이 처해있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

여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94) 오은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최충옥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이해』 
(파주: 양서원, 2010),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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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을 위한 도덕과수업의 실제

1) 상호 작용의 방식 설정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또한 정의공동체 접근

의 핵심이 공동체 회의와 토론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상호작용의 방식을

설정하는 것은 다문화 도덕교육의 실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학생과

학생간 그리고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

공동체회의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비교해 보거나

산혹 그들의 입장을 채택해 보고 자신의 도덕발달 단계보다 높은 차원에서

도덕적 추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에 활발

한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95)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그

들에게 자신의 것보다 위 단계의 사고에 노출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노출은 그들에게 현재의 사고방식보다 더 높은 다음 단계로의 상향

이동을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은 동료들로부터

배운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교의 중요한 부분은 친구들과의 만남 및 상호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대개 동료들과의 상호

작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교실이라는 사회적 맥락

과 교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동료관계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해체하는 데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종, 성, 사회 계층에

따른 학생들의 지위 차이를 고려하는 준비과정 없이 집단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동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낮은 집단의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

95) 정창우,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고양: 인간사랑, 2001),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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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96) 학생들은 단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상

호작용과 관계의 복합성을 반영해야 한다.

나.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

학생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즉 대화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

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중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발문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적절한 발문을 통해 학생의

도덕적 추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발문전략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문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은 발문

이 학생들을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발문 중에서 70-80%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회상만을 요구하

고 20-30%만이 명료화, 확산, 일반화, 추론 등 고차적 사고과정을 요구하

고 있다고 평가하였다.97) 이렇게 적절치 못한 발문은 교사가 무엇을 의도

하는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발언을 존중하고 허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뿐 아니라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유발시키며 문제

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유도하는 발문을 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교사가 갖춰야 할 성향을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지식이 인식 주체의 유리한 지위

로부터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학습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공동체와 문화적 규범에 민감해야 한다.

96) E. G. Cohen & S. S. Roper, Modification of interracial interaction disability: An 
application of status characteristic theory, Ameican Socialogical Review, 37, 
1972, pp. 643-657.

97) 정창우, 앞의 책,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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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사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

도록 만들고, 그들이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참여가 헌신을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참여가 교실에서

민주적 가치의 표현과 활용을 서약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여섯째, 교사는 의사소통의 문화적 차원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민감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해

야 한다.98)

2) 수업 분위기 조성

다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덕과에서 정의공동체적 다문화교육을 하고자 할 때

에도 수업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

절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교실 내 책상과 의자의 물리적 배치만을 뜻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학생 모두가 정면을 바라보는 식의 배치는 전통적

으로 교사의 권위를 내세워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 일제

식 수업을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다. 반면 모두가 마주보는 형

태의 원형식 책상 배치는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하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

사에게 그리고 학생 간에 질문과 발언을 해도 좋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적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란 단지 이런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교과 내용, 교육 방법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적용될 수 있

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교육 환경

및 문화 자체가 민주적이고 다문화적 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교사 및 동료 학생들과 자

98) 추병완, “다문화교육을 위한 도덕 교사의 역할 탐색”, 『교육과정 평가 연구』, 11(2), 
2008,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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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때 학습에 대한 동등한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반영된 교실의 분위기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형태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소수집단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존중

감의 형성, 학업 성취도 수준 및 다수 집단 학생들이 소수집단 학생들을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서는 교실 내에서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인정되고 존중

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99)

베넷은 다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 개념과 전략들은 긍정적인 학급 분

위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긍정적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평등교수법(equity pedagogy)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

다. 평등교수법이란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아동

과 청소년들이 평등하고 정당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구하는 차원

의 다문화교육을 의미한다.100) 교사는 평등교수법을 통해 소수집단 학생들

에게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긍정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의 문화에 적합한 교수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01)

3.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의 실행 조건

1) 학교 차원

학교는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방적인 태도와

관용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피부색

99) 박윤경, “다문화교육과 교사”, 구정화‧박윤경‧설규주 공저,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0), p. 233.

100) C. I. Bennett,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6th ed., (Boston: 
Person, 2007),  p. 379.

101) C. I. Bennett, 앞의 책,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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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소득수준 장애유무 성별 세대가 다양한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살아

가는 데 필요한 자질을 학교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이

를 위해 다양성이 존중받고 수용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102)

학교는 수많은 변수들이 상호 관련되는 사회적 체제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 이때

학교 환경이란 공식적 교육 과정 및 학습자료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교사의 전문성, 교과 외 활동,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

집단 활동,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등을 모두 포괄

한다. 다양한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학업 성취를 촉진하

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교의 환경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실제 세계의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

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어야만 하는지를 배우는 소규모 공동체이다.

뱅크스는 다문화적인 학교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다음의 8가지로 제시하

였다.103)

첫째, 교사 및 학교 관리자가 모든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긍정

적인 태도를 갖는다. 또한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한다.

둘째, 공식 교육과정에 다양한 문화, 종족, 양성 집단들의 경험, 문화, 관

점을 반영한다.

셋째, 교사가 활용하는 교수 스타일이 학생들의 학습, 문화, 동기 양식에

적합하다.

넷째, 교사 및 관리자는 학생들의 모국어를 존중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활용하는 교수 자료들에 다양한 문화, 종족, 인종 집단

의 관점을 반영한 사건, 상황 및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102) 임정수, “학교 다문화교육의 사례”, 최충옥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이해』 (파주: 양서
원, 2010), p. 231.

103) J. A. Banks,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3rd ed.) (Boston: All
yn & Bacon, 2002),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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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학교에서 사용되는 평가와 검사 절차는 문화에 민감해야 한다.

일곱째, 학교 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은 문화 및 종족적 다양성을 반영한

다.

여덟째, 학교 상담 교사들은 다양한 인종, 종적, 언어 집단 학생들에게 높

은 기대를 갖고 학생들이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

는다.

2) 가정 및 지역공동체 차원

다문화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

부모의 관심과 참여 또한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학력 신장 프

로그램, 이중언어교육, 한국어 교육, 상담 활동 등의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든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반편견 반차별 교육을 실시할 때는 학부모들

의 동참과 협력이 있을 때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104)

뿐만 아니라 학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배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대학, 다

문화센터, 교육 관련 연구소, 국제 교류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의

연계를 통해 재량활동 및 교과 학습에 필요한 강사를 초청하거나, 멘토링

과 통역 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다.105)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공동체 조직 사례의 하나로 대구서부고등학교의

RAINBOW106)가 있다.

104) 최충옥 외, 앞의 책, p. 233.
105) 위의 책, p. 234. 
106) ◦ 연구기관(Reaseargh): 대경연구소, 중앙다문화연구센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네스

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강연 및 연수 프로그램을 다문화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자원으로 활용.

◦ 대학(Academy):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등 관련 주제의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 개최.
◦ 교육기관(Integration):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다양한 협의체에 참석, 다문화 연구학교 운영
에 대한 조언을 구함.
◦ 민간기관(N.G.O): 이주노동자 통역‧상담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상담 시 도움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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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이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거나 방향성을 잃

지 않고 교육현장에 천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수준 혹은 교육청 수준에서의

교과 및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현장 교사

들이 학교 및 학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다. 그 밖에도 정부와 대학, 기타 민간 및 사회단체들의 몫도 사회적 지지

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앞의 사례와 같은 정부와 교육청, 대학과 연구기

관, 민간 사회단체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교육 관련자 모두가

각각의 몫을 충실히 할 뿐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안

목을 가지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들을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시민

으로 길러낼 때 다가올 다문화 사회 또한 보다 창조적이고 밝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3) 교사 차원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교

사들의 구체적인 교육 행위는 교사의 인식 및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교육의 실현 여부 및 실현 양상 역시 교사가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더 직접적으로 교사의 인식 및 태도는 학생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슐레이만은 다문화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춰야 할 목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소수자와 다른 민족 집단의 상이한 경험과 공

헌에 대한 지식 이해 평가, 둘째, 다원주의 사회의 본질, 한국 사회에서의

◦ 거점학교(Base School): 다문화 거점학교로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
◦ 정부기관(Organization):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지원을 받는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
움을 받아 전문 강사의 초청 및 학생교육 실시.
◦ 의료기관(Welfare): 다문화가정 학생의 신체발달 및 영양상태 진단 및 문제해결(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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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사회적 불평등의 기본 원인에 대

한 철저한 이해. 셋째, 교육과정 영역에 전이될 수 있는 교육학적 원리들을

통합하는 철학적 근거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의 건전한 이론적 근거 개발,

넷째, 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식과 절차

를 통해 학생에게 최선의 학구적이고 사회적인 발달 증진, 다섯째,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학생 태도 가치 및 다른 동기적 요인의 이해, 여섯째,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전문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교실에서 민주주의 정

신 증대를 위한 다문화적 교수법과 수업에 대한 지식의 획득, 일곱째, 다양

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학급 경영

및 중재 기법의 학습, 여덟째,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

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민감해야 하며, 적절한 다문화적 자료를 활용해야한

다.

추병완은 다문화교육의 성공 및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도덕 교사가 무

엇보다도 다문화적 능숙함(multicultural proficiencies)을 보여야 한다고 말

한다.107) 여기서 능숙함이란 다문화교육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 기

능, 성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신임 교사의 자격 기준

을 통해 다문화적 능숙함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108) 먼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학습 장애, 시각적

인식적 곤란, 특수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공격을 포함한 학습에서의 예외

분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제 2 언어 획득 과정 그리고

영어(우리의 경우 한국어)가 제 1 언어가 아닌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이 개인적

경험, 이전 학습뿐만 아니라 언어 가정 공동체 가치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문화와 공동체의 다양성을 이해

하기 위한 매우 근거 있는 이론 틀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경

험 문화 공동체의 자원들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 및 그것을 수업에 통합하

107) 추병완, “다문화교육을 위한 도덕 교사의 역할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제 11권 2호, 
2008, p. 126.

108) D. Golnick & P. Chinn, 앞의 책, 2006,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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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다섯째, 교사는 사회 집단이 기능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 및 사람들이 집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여섯째, 교사는 문화적 차이와 성 차이가 교실

에서의 소통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일곱째, 교사

는 학교 밖의 학생 환경(가정 상황, 공동체 환경, 건강 및 경제 조건)이 학

생들의 삶과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팽은 학급에서 다문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신념과 실천에 따라 네

가지 교사의 유형을 구분하였다.109)

첫째, 동화주의 교사는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강조하는 교사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보편적인 진리이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라고 믿는다. 이런 유형의 교사는 지식을 전수하여 학생들이 기존의 사

회정치적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동화주의 교

사는 학생들이 출신 가정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고 주류 사회의 문화를 습

득함으로써 주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편견을 극복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주류 사회 적응을 위하

여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할 필수 지식이 있다고 믿는다.

셋째,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도전하여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을 다문화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학교를 기존 사회의 현상유

지적 도구로 파악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노동자 계층, 유색 인종, 여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불평등과 인권 등을 다룬다.

넷째, 배려 중심 교사는 정의, 자유에 기초한 다문화 사회 건설을 목적으

로 한다. 이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통해 공정과 평등의 가

치를 공유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수업에서는 인간이 편견을 가지고

109) V. O. Pang, Multicultural education: A caring centered, reflective approach, 
(Boston: MaGraw Hill, 2001), pp. 232-246.



- 84 -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파별과 편견을 다룬다.

다문화 도덕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에서의 교사는 사회적 행동을 강조

하는 교사와 배려 중심 교사의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두 입

장은 현상유지의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정의공동체적 접근방식으로는 적절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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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교육은 인간의 주체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

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문화시민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다문화교육방법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다문화 상황과 그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교육방법을 제시 하는 것은 매우 조

심스러운 일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이 당위적인 과제로 요청되고 있는 우리

의 현실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복잡하고 긴 물음들을 생략하

게 만든다. 하지만, 교육방법론은 단지 하나의 수업기법이나 기술적인 측면

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교육방법론은 다문화의 의미와 지향성, 다

문화교육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철학적 논의를 전제로 하

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방법론에 대한 제안에 앞

서 다문화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다문화교육의 현실, 또 도덕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도덕과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은 어떤 모

습이어야 하는가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과에

서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다문화 도덕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그 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과 목표, 기존의 접근 유형과 같은 다문화

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교육은 학교 교육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언어,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업 성취의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운동이자 이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또한 사회정의의 원리를 추

구함으로써 학교와 사회의 모든 종류의 불평등에 도전하며, 모든 학생들의

지적, 개인적, 사회적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자기 존중 의식과 자아 정체성의 긍정적 함양을 가

장 기본적인 출발 목표로 설정하여, 다른 소수 집단들 간의 상호 이해와

다수 집단과의 소통을 중간 목표로 삼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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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주류와 주변부의 경계를 완화하여 평등과 사회

정의가 정립되는 민주주의 사회로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

에게 동등한 성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다.

다문화교육의 접근법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다문화적인 내용만을 부가하

는 것에서 학교전체를 다문화적인 환경으로 개혁하는 것까지 나아간다. 어

떤 접근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이 달라지

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의 접근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는 계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의 정책을

통해 한국 다문화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이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감안할 때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현황

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다문화교육의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의 대상이 소

수자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와

교과부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문화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 친화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도덕과에서의 다문화교육

과 정의공동체적 접근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동화주의 대 문화다원주의, 소수를 위한 교육과 다수를 위한 교

육 등 다문화교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이슈들을 통해 도덕과에서는

어떤 다문화교육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도덕과의 다

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윤리적 상대주의로 가는 것

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단일민족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지양하는 자세보다

는 민족주의의 순기능을 살려 다문화주의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덕과에서의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다수

를 위한, 모두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덕과에서의 다문화교육 즉, 다문화 도덕교

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문화 도덕교육은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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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및 다문화교육을 도덕교육에 적용하려는 하나의 시도로서 문화적

다양성 사회정의 공평 배려 공감 인간존중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들에 기

반을 두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능동적 반성적인

참여자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표

로 삼는 도덕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문화적 시민성의

함양이라는 것에는 대다수의 학자가 동의하는 바이며, 이에 다문화적 시민

성의 함양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Ⅲ장에 해당하는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의

기본설계」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

문화 도덕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을 시도하기에 앞서 콜버그의 정의공동

체 접근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정의공동체 접근은 콜버그가 가상적

딜레마토론을 핵심으로 하는 초기의 인지적 도덕발달 이론의 한계를 깨닫

고, 키부츠 방문과 교도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도덕성에 있어서 집

단과 공동체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정의공동체 접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회의는 토론을 통한 민

주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성함양을 위한 다문화교

육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생활과 관

련 있는 것들을 토의의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더욱 그 효과가 크다. 다문

화가정 학생들이 실제생활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마 편견어린 시

선과 그로 인한 따돌림의 문제일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이러한 어

려움과 문제점에 주목했을 때 가장 필요한 교육적 조치는 바로 학교나 교

실의 분위기를 배려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학교와 교실

을 다문화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정의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의공동체적 다문화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환경, 실제로

접하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실제 도덕적으로 행위로 이

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글로벌화 다문화된 사회에 적합한 시민적 자질을 기르는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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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셋째, 학생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게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의 정의공동체적 접근은 그동안 다문화교육에 있어 다소

경시되어 왔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개인차원의 도덕성 뿐 아니라 집단의 도덕

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에서 그동안의 주로 논의되었던 배려윤리나 타자윤

리 뿐만 아니라 인지적이고 정의적 측면에서의 정의와 공정함의 시각도 포

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Ⅳ 장에서는 정의공동체 접근을 통한 다문화 도

덕교육의 구체적인 실행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본 뒤 각 영역별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도덕교육의 궁극적인 목

적이자 도덕교육의 본질은‘모든 인간을 인간답게 대할 수 있는 능력과 품

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 또한 다문화 도덕교육의 목표는 인종이나 문화적

차이에 근거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다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문제들을 윤리적으

로 탐구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과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는 데 두어진다.

다음으로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해설서 상의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요소

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

정의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관련 내용 요소들이 연계성이 없이 교육되어 지고 있다.

둘째, 소수자 및 다수자의 정체성함양 부분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초등도덕과 교육에 비해 중등도덕과 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 내용

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의 지식과 기능적 측면이 대부분이며, 실천이나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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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진술을 보

다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학생 개개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다문화적 가치 덕목들의 내용요소가 더욱 성숙해져야 하며, 체계적

으로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 판단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

다. 더불어 다문화교육은 살아 있는 실천적인 도덕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공동체적 접근을 통한 다문화 도덕교육을 위한 수업의

실제와 실행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의

수업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는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의 형성과

학생 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다문화교육뿐 아니라

모든 교육에 있어서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의

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에서는 특히 긍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와 환경이 조성되고, 학생들끼리와 교사와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분위기와 상호작용의

방식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의공동체적 다문화 도덕교육의 실행조건으로 학급 및 학교차원, 가정

및 지역공동체 차원 그리고 교사 차원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

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방적인 태도

와 관용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이를 위해

다양성이 존중받고 수용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중요

한 요인이다. 교사들의 구체적인 교육 행위는 교사의 인식 및 태도의 영향

을 받는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다문화적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교사는 다문화적 인식, 태도와 더불어 다문화적 능숙함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거나 방



- 90 -

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현장에 천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사회단체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은 그 성

격상 지식의 습득보다는 체험과 실천, 참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 다양한 민간 교

육기관 및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고 지원하여 다문화교육을 연계하는 방법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는 제도적 정책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급속히 전

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맞는 다

문화교육에 대한 논의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다문화 사회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지구적 시민사회를 위한

윤리의식의 확보가 전제 되어야만 한다.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학교나 사회

의 적응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상호 책임을 나눌 수 있는 통합적

시각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다. 그것은 다문화교육이 다수 문화들의 혼합적

이고 병렬적인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즉, 다문화교육은 지

금과 같이 더 많은 문화를 교육의 장에 가져오는 양적 과업이 아니라 다문

화적 소양을 기르고 다문화적 시민성의 함양을 기르는 것과 같은 질적 작

업이어야만 한다. 이에 도덕과에서도 교과의 특징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교

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접근법,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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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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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ulticultural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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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pid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makes us

recognize the necessity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school.

The biggest problems in the time of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are school maladjustment and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These left social conflicts in

school education. In this situation, school education should

provide a proper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to achieve the open attitude and the generosity.

However, the current korea school education is not offering

a appropriate education to them. Passing on other culture

knowledge or just understanding other culture are not enough

to help multicultural children to adapt to the korean school.

Also, in moral education, there is no agreement of what

purpose multicultural education has, which directions it has to

take, and what principle it is based on. So, researcher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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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difficulty in conducting a research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eachers in educating th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what objectives

multicultural education has to set and which contents and

methods it should take. And based on this research, this paper

proposed a concrete and practical application method. L.

Kohlberg's Just community approach is the approach this

paper chose. This approach pursue the harmony of the

perspectives of justice with the perspectives of community.

This paper clarified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Just

community approach. It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Multicultural moral education based on just

community lead multicultural children to behave the moral

behavior by solving the real problems which the children may

have faced in their real environment. Second, Multicultural

moral education is an effectiveness on cultivating civic

attitudes. Third, Multicultural moral education let

multicultural children have a positive sense of self-identity by

developing a sense of belonging and responsibility. Forth,

Multicultural moral education awaken to latent curriculum

which had been more or less ignored in multicultural

education. Fifth, Multicultural moral education implies that

not only the individual's morality but also group's morality is

important. Finally, Multicultural moral education underscores

that justice and fairness from cognitive aspects as well as

ethics of the other should be included.

Without educating the justice, it is easy to overlook the

principle of justice when we put too much importanc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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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This lead rather to an unexpected result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makes children move further away from

the original purpose. Therefore, from the viewpoint of moral

education, just community approa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is expected to be the effective way for attaining the

multicultural education's ultimate objectives.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moral education, just community approach, multicultur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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