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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연구

김가영

  본 연구는 학교환경의 다양한 개념과 의미를 살피고, 다문화교육과의 

연계성을 밝혀 다문화교육에서 학교환경의 의미와 다양한 측면의 함의를 

찾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이 다문화교육에서 차

지하는 역할을 새롭게 고찰함과 동시에 도덕교육의 의의까지 살펴 보고

자 하였다. 특히 학교환경요인이 다문화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을 탐색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에 대한 의의를 검증하는 일은 향후 학교차원 또는 교사차원에서 다

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해 본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환경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학교환경’ 또는 ‘다문화 교실환경’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의 개념적 정의를 밝히고자 접촉이론과 생태주의 교육과정 이론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다문화 학교환경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교

육과정상의 의미와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학교와 교실의 실제적인 현장 자료를 얻

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

과 면담기법을 사용, 실제 초ㆍ중학교의 다문화 교육환경의 구성과 특징

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과 교육적 함의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 및 

교실환경은 크게 물리적환경과 사회ㆍ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두 가지 요소의 내용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찾아 다문화 

교육에서의 의미를 이론적 배경과 교육과정 종류, 도덕교육적 함의를 기

준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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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

데 첫째, 학교의 교육과정 수립 시, 교육과정 전반에서 다문화교육을 위

한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여야 하고 둘째, 학교환경은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실환경과 달리 장기간 조성하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는 장점을 갖

는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환경은 무엇보다 학교장의 올바른 다문화적 

교육철학과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의지가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다문화 학교환경을 대부분 공동체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생각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친화적 교실환경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학생 개개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직접적 교육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ㆍ심리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조화로운 교실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교사는 주어진 교실환경의 제약 안에서 

다문화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구성과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연구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척도 개발이 어렵고, 이를 통한 

학교환경의 구체적 개선이 가능한 일반화된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교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과 사회과학 조사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며, 후속연구에서 학교급별ㆍ지역

적 표본 확대를 통해 연구범위를 확장시킨다면 학교환경과 교실환경의 

개선ㆍ개발을 통한 효율적 다문화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라 판단된다. 

  다문화교육에서 지향하는 학교와 사회는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원

리와 부합됨과 동시에 차별이나 편견을 배제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지해 주고 뒷받침 해 

주는 것은 결국 학교라는 공간의 힘 일 것이다. 다문화적으로 구성되고 

다문화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자체가 학생들을  다문

화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기본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는 점은 앞으로의 다문화교육의 발전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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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다문화 사회, 다문화교육, 학교환경,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 

도덕과 교육

학번 : 2012-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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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다문화교육은 전 세계적인 이슈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교육

계를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 다양한 연구물들과 경험들을 제공해주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사회에도 결혼,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

문화가정 학생도 2013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총 55,767

명에 이르며, 이는 2012년 46,954명에 비해 8,813명, 18.8% 증가한 

수치로 학교나 사회에도 다양한 출신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진출해 있음

을 의미한다.1) 정부 공식 통계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5만명이 넘은 것

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이 1% 이상 육박하는 수치

는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

다. 이제 다문화주의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며, 세계화시대에 지극

히 보편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차이를 수용하

고 권장하는 것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등과 같은 보편적인 문화 원리

와 부합됨과 동시에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명제

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다문화 교육이 비로

소 의미와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차윤경, 2008). 이에 따라 한국사회

에서도 다문화교육은 새로운 교육사조로 빠르게 수용되고 있다.    

  정부도 다문화가정의 확산과 맞물려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논의와 대

책을 내놓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

책”(2006)에 이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2007)을 발표하면

서 새로운 다문화교육 지원 대책에 대한 인식이 교육현장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

안’(2012.3.13)은 다문화학생이 2014년에 국내 초ㆍ중ㆍ고 전체 재학

1) 교육부 잠정집계 (2013년 4월1일 기준), 2013년 8월 4일 발표



- 2 -

생의 1%를 넘을 것이라 예상하며 다문화 예비학교와  다문화코디네이

터 운영, 한국어 교육과정(KSL)확대 신설, 이중언어교육 강화, 다문화 

학생의 진학ㆍ진로지도 강화 등 6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번 대책에서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한 전 사회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다문

화 친화적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이는 다문화교육에서 환경

적 요소의 중요성과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함의하고 있으며 ‘다문

화 친화적 학교환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문화교육에서 학교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여전히 학자들마다 개념이나 범주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보다 일반적 개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통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대중문화 안에서도 

다문화적 요소를 적잖게 발견할 수 있는 점들을 통해 어느 정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의식적 자각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모순적 패러다임은 이상적인 다문

화사회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에 주목해야 하지만, 한국사회의 순혈주의나 단

일민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주민들은 일방적인 동화나 사회통합의 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2) 다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다

문화교육은 외국 문화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기 쉽고, 이는 오히

려 편견과 고정관념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다문화 

교육의 대상을 사회문화적 소수집단으로 한정하거나 그들에 대한 편견이

2) ‘다문화주의’를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면 한국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이주민을 바라볼 때 ‘부러움’과 ‘무시’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동화와 사회

통합의 개념은 이주민에 대한 ‘타자화’로 인한 이질적 의미를 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주민

의 정체성 또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을 넘어서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

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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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외의 극복 양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주류문화의 우월성에 

기반한 순응을 강조하는 문화적 집단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다문화교육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회적 구성원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평화적 공존을 전제로 시작되고 이로 인한 사회통합과 안정적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이러한 모순적 요소들

은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육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찰이 다문화교육을 논의

하는 모든 담론의 시작이자 핵심일 것이다. 다문화교육과정의 핵심 목표

는 공감과 관심의 함양이다(Banks, 2009). 즉 이질적 인식으로 인한 

편견과 오해, 차별로부터 벗어나 다양성의 인정과 이문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 및 겸허한 수용적 자세, 더 나아가 보다 넓은 세계와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려는 의지를 학교교육을 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본 목적이 일시적 행동변

화가 아닌 장기적인 차원의 의식적인 깨달음과 바람직한 방식의 행동 체

득을 통한 자연스러운 행동 변화와 사고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의 현실

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이상적 목표와는 그 내용과 방법에서 상당한 괴리

감이 있다고 여겨진다. 대부분의 ‘다문화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

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문화행사와 전문가의 방문교육 같은 일회성 

활동이 많으며 수업시간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교과 연계된 내용 전달

과 같이 단순한 여행자 교육과정(tourist curriculum)3) 내용으로는 이

러한 의식과 태도를 함양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다

문화교육의 핵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주된 요소로 ‘학교환경’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여행자 교육과정은 문화 사이의 이국적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제 생활 속 일상

적인 문제와 경험을 다루는 대신에, 축제의 표면적인 면과 오락의 유형을 다루기 때문에 반편

견교육의 방안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추병완, 『다문화 사회에서의 

반편견주의 교수전략』,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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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 즉 특정 제도 및 문

화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며 인간 자신이 사회의 

창조자임과 동시에 문화의 피조물이기도 하다(차윤경, 2008). 즉 사람

들이 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다 보면 상식적 수준의 행동양식과 사고

방식이 자연스레 비슷해지듯, 의식과 태도는 환경에 의해 가장 큰 영향

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물리적ㆍ정서적 환경

자체가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양식을 만들어내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

이다. 따라서 ‘학교’라는 학생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은 학생들의 행동변화

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공간이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클 수 밖

에 없다. 

  학교환경은 구성원들의 특성 및 관계를 포함한 학교체계의 다양한 요

소들이 통합되어 구성되는 것이며, 다문화에 대한 학교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주요인자로 작용한

다(고경은, 2010). 학교와 교실은 이미 사회의 축소판이며 그 속에서 

다문화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

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

계의 당위적 의무라 할 수 있겠다. 학교와 교실내이 점차 다양한 인종적

ㆍ문화적ㆍ사회경제적으로 출신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되어지는 

현실에서 적절한 교육환경은 교사가 학생의 개인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

식하여 그에 알맞은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Banks는 학생의 다문화교육의 여러 차원과 다문화 학교의 특징 중 하나

로 학생의 역랑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와 조직을 꼽고 있다. 여기서 말하

는 다문화교육은 모든 집단에서 온 학생들이 평등한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변화의 단위로 개념화하고, 학교환경을 구조적으로 변

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Banks, 2009: 51).

  이에 학교환경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생들은 물론 다양한 지역사회가 결연

을 맺고 있는 교육의 장이기에 단순한 학습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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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주체의 직접적인 만

남의 장이 되는 학교환경이 다문화교육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를 찾아보

기 힘들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가 다문화교육의 흐름

에 맞춘 교육정책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학교와 교

실에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환경 및 교실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나 정책들은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교실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방안이나 프로그램개

발을 위한 요구분석차원의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연구는 학

교다문화분위기를 알아보는 척도개발 연구와 다문화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있다.4) 다문화태도나 수용성차원

의 인식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다문화교육에서 학교환경의 개념이나 

위상 정립 등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며, 더 나아가 학교환경의 효용

성에 대한 연구나 논의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다문화 교육정책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발맞추려는 시

도들은 계속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의 방향제시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여러 대책과 사업에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복잡다단한 형태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적 적용과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하나의 

업무로 인식되며 임기응변식으로 흘러가며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이

끌어내는데 실패했고, 정부의 정책 홍보부족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5) 

다만 앞서 말한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2012.3.13)

에 의하면,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학

교’ 150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

경’이란 어떤 의미 인지 보도자료 상에서 자세히 서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정책보고서와 같은 결과물이 보고된 바는 없지만 차후 다각적인 차

원의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를 해 보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의 

4) 박휴용, 『비판적 다문화교육론』 참고  

5) 전재영, “다문화교육 연구 실태를 통해 본 개선 방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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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의미를 살피고, 다문화교육과의 연계성을 밝혀 다문화교육에서 

학교환경의 의미와 다양한 측면의 함의를 찾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로 인해 학교환경이 다문화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새롭게 고

찰해 보고 도덕교육의 의의까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방향까지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환경요인이 다문화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탐색한 연

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에 대한 

의의를 검증하는 일은 향후 학교차원 또는 교사차원에서 다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험적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지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

하거나 연구대상을 직접 관찰하면서 연구대상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를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식을 말한다. 질적 연구에

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학교 및 교실 환경’이라는 연구주제의 특

징을 고려,  사례연구(case study) 및 현지조사(fieldwork) 방법을 선

택하였다. 주제의 특성상 양적 연구에 의한 양적 자료(quantitative 

data) 로의 변환이 극히 제한적이며, 연구대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측정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므로 관찰과 면접을 통한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연구목적에 부합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하는 사례 연구란 한 사람, 한 집단, 한 프로그램, 

한 조직이나 한 시간대,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나 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깊이 있는 연구조사를 하는 것이다. 분석단위와 상관없이 질적 

사례 연구는 맥락과 전체적인 면에서 각 단위에 대해 심도 있고 자세한 

서술을 추구한다(Patton, 1990: 54). 특히 여러 학교의 사례를 함께 연

구하기 위해 집합적 사례 연구(collective case study)를 실시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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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례들의 통찰을 통해 다문화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을 발견하는 도

구적 사례연구로 확장시키고자한다. 

  또한 사례연구는 본질적으로 상호교류와 참여를 필요로 하며, 상징적 

상호작용자인 Blumer와 같은 사람들은 의미가 사회적인 것이라고 보고 

인간의 상호교류에 접근한다고 본다. 특히 사례 연구는 하나의 분석 단

위로 정의될 때 다른 질적 연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용인되므로 연

구 대상 학교의 교사 인터뷰를 내러티브 사례 연구로 사용함으로써 해석

적 타당성(interpretive validity)6)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통한 사회ㆍ문화적 환경과 

학교 내부 및 교실환경의 사례들을 조사한다. 기본적으로 ‘학교환경’이라

는 연구대상의 특징을 감안, 공간 다각검증(space triangulation)방법 

을 통해 한 지역의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 고려, 서울시내 다문화 거점학교 또는 

연구ㆍ시범학교와 글로벌 선도학교8)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학교와 

교실의 환경자체를 관찰대상으로 삼으므로 학교급별 구별을 따로 두고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현지조사를 위한 실제적 조사방법으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과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와 교실의 환경

에 대해 총체적 시각으로 다양한 자료를 획득한다. 현장의  관찰을 통해 

얻지 못하는 ‘심층적’ 자료 즉, 환경 구성의 의도와 목적과 같은 다양한 

6) 맥스웰(Maxwell, 1992)에 의하면 질적 연구자는 실증주의자들처럼 동시적, 예측적, 수렴적, 

준거 지향적, 내적 및 외적 타당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하며, 미슬러(Mishler, 

1990)는 질적 연구자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는 용어보다 ‘이해(understanding)’라는 용어가 더 

어울린다고 하였다. 맥스웰은 이러한 ‘이해’를 탐구하기 위하여 다섯 종류의 타당성을 제시하

는데 그 중 한 가지가 해석적 타당성이다. 해석적 타당성이란 연구자가 연구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미, 해석, 용어, 의향을 포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종규, 『질적연구방법론』, 이

종규,  pp. 320-321 참조)

7) 다각검증은 교육적 결과의 보다 총제적(holistic)인 견해를 탐구할 때 적합하다. 다각검증은 복

수의 방법으로 사용되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육(education)분야에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연구자가 사례연구, 특히 복잡한 현상의 사례연구에 관계하고 있는데서 유용한 

기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종규, 『질적연구방법론』, 이종규, p.333 참조)

8) 2013년부터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글로벌 선도학교’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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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각적 정보는 교사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보완한다. 

  이와 같은 원리와 방법에 입각하여, 서울시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

각 2개교 총 4곳을 선정,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일반학교와 교실환경보다는 다문화교육에 보다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다

문화교육 연구ㆍ시범학교와 글로벌 선도학교나 특별 교육연구 과제를 부

여받은 학교 중 ‘학교환경’ 관련내용이 연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및 교사가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일반학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연구대상 학교는 스프레들리의 참여관찰 선정기준 내용에 의거, 

연구를 허락하는 상황이 비교적 많고, 주제와 관련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서울에 위치한 학교 2곳, 대전시 2곳, 총 4개교를 선정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학교환경과 교실환경, 그리고 

교사의 의견이다. 먼저, 학교환경은 지역사회의 지리적ㆍ공간적 특징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비롯해 사회ㆍ문화적 특징 등의 정보를 조사하고, 

학교환경의 입지와 구성 등 조사 가능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

다. 또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ㆍ정서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

되  참여관찰법을 통해 교실 외부와 내부의 물리적 환경 구성 내용을 조

사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인터뷰를 통한 심층면접9)을 실시, 반구조화된 면접지

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위기’라고 일컫는 일상적인 교실내의 사회

ㆍ정서적 특징을 설명을 듣고 조사하였다. 아울러 학교와 교실환경에 대

한 교육주체자인 교사의 경험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사례연구에서 관

찰로 인해 놓치게 되는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관찰 중에 가졌던 의문

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서 피상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보다 통찰력 있는 

분석을 가능케 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한 현장의 상황에 알맞은 질문을 

통해 더 많은 심층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9) ‘질적연구’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은 동의어로 쓰이곤한다. 심층면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술자와의 라포가 중요하고, 라포형성을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참여관찰이 

필요하다. 즉,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은 현지조사의 상호보완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윤택림, 

『문화와 역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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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

    1)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1) 다문화 사회의 등장배경과 현황

  오늘날 우리는 지리, 언어, 국적의 차이를 넘어 서로 상호 작용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경제, 환경, 종교, 

정치 문제들)은 그 범위에서 전 지구적이다(Nussbaum, 2010).10) 각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

입은 1970년대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조금씩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1990년대부터는 세계

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경의 개념이 과거에 비해 약해지게 되

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이주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

구촌 내에서 지역마다 각각 다른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독특한 

이주의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11) 이러한 이주의 과정 속에 이

주민들 각자의 사회적인 삶의 배경이 민족국가를 넘어 다차원적인 시간

과 공간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세계적으로 다문화 사

회가 형성되는 양상은 수용국의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정치적ㆍ경제적 여

건과 필요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10) 이를테면 지구 온난화, 바람직한 무역 법규, 환경과 동물(종) 보호, 핵에너지의 미래와 핵무기

의 위험, 노동의 이동과 바람직한 노동 기준 제정, 매매�성범죄�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아동보호

등과 같은 문제는 초국적 수준의 논의를 통해서만 대처될 수 있다. (Martha C, Nussbaum 저, 

우석영 역,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pp. 139-140)

11) 오늘날의 이주 현상은 글로벌 속성을 가지면서, 주로 경제 요인에 의하여 추동되는 자발적인 

이주의 모습을 보인다. 지리적으로 볼 때, 매우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주의 강도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즉 전 세계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자고 있지 않으나 이주 현상은 매

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을 보인다. (원진숙 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교육』,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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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대의 흐름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을 반영

하고 있다.12)

 여기서 이주자는 어디까지나 소수자일 수 밖에 없으며, 다수자 혹은 주

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입장에 선다. 즉 이주는 다문화 사회를 

발생시키는 동인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인 과정인 것이다.13) 이주민의 

유입으로 사회 구성원간의 민족, 인종,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과 

특수성이 존재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집단 간 갈등이 존재하며, 유

입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현상은 어느 국가에서든 발견되는 

다문화 사회의 특징이 되었다. 

 전 세계가 국제화ㆍ지구화,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문화 사

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며 한국사

회의 구성원들도 다양한 출신배경과 이주 원인을 가진 이주민들로 채워지

고 있다. 최근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력과 배우자 부족 등의 이유로 시작

된 아시아에서의 이주민으로 구성된 한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독특한 상황은 각기 다른 이주의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14) 

  한국사회는 다문화의 정도가 약하였지만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국제결혼, 귀화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증가로 다

문화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15) 한국은 UN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다문화 사회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사회

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대표적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

민이며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16)과 맞물려 이러한 유형의 외국인 

12) 예를 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자본현실과는 다르게 이민정책만큼

은 폐쇄적 경향과 선별주의적 개방이 공존하는 양상을 띄며,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

나 난민과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불관용(zero-tolerance)정책을 펴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주민정책을 저울질 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박휴용,『비판적 다문화교육론』, P.40-41 참조)

13) 특히 노동 이주의 경우, 자본에 의하여 추동된 노동 수요에서 기인하며, 노동 이주는 사회적

으로 주변화된 사람들의 공간적인 집중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분호는 문화적으로도 특징적인 

거주 공간을 창출한다. (위의 책, pp.18-22)

14) 구정화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p.46 참조

15) 권순희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p.13 

16) 세계화 시대에서 인적 교류의 가속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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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증가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

에 의하면 결혼, 노동, 학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로 이주한 이주민은 장

기체류자 기준으로 1980년대 4만명 수준에서 2001년 50만명 가량으로 

껑충 뛰었고, 2007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하여 2012년 현재 명에 이르

고 있다.17) 또한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은 탈북이주민의 개념을 만들

어 냈다. 사실 같은 민족이고 언어적 소통의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문화

적인 차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크게 벌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

주민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8) 

  이러한 한국사회내의 이주민들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내의 다

문화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고 나아가 그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의 의미를 다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거나 성적 취향에 있

어 소수자가 있는 가정을 가리켜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19)  

이러한 맥락은 다문화가 아닌 ‘인권’차원의 범주로 여겨진다. 즉 한국사

회에서는 주로 다인종화ㆍ다민족화 경향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의 다

양화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문화’를 이해하고 있다.20) 또한 한국사회

에서 사용되는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multiculture)’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문화(different culture)’라는 의미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동화주의에 입각한 시각으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리고 한국인의 3D 업종의 회피현상 등을 말한다. (위의 책, pp. 17-18)

17) 2013년 통계연보 공식발표는 2014년 6월 30일 예정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자료를 

이용한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통계연보 참조)

18) 2004년에 탈북자라고 부르던 이들에 대해, 2005년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2008년부터는 가급적 쓰지 않고, 민

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구정화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p.60 참조

19) 골닉과 친(Gollnick & Chin, 2002: 19)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또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며 그  요소를 

민족, 인종, 성, 계층, 거주지, 연령, 종교, 언어 등으로 매우 넓게 파악하였다. 

20) 구정화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p.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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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다문화정책을 보면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

를 오고가는 형국을 보인다. 캐나다와 같이 다문화교육을 모범적으로 실

시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동화

주의적 정책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이상적인 정

책의 방향으로 상정하면서도 현실적 대안으로는 동화주의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대립시켜 놓고 동화주의는 

필요악이고 다문화주의는 이상적인 선진국형 개념으로 규정해서는 곤란

하다는 지적도 있다.21) 모든 나라마다 자국의 현실적 여건이 다르고 모

든 문화는 그 나름의 독자성(singularity)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양성

이기에 서구의 다문화 정책, 즉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보편적 원리 하에 

포섭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다문화주의라는 이상

적 이념의 실천을 표방하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공적으로 이루

어 낸 사례는 찾을 수 없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광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우려는 한국이 아직 다문화사회

의 초기 단계이며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포용적 동화주의 정책 

또한 필요하다는 ‘실천적 다문화주의’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한 동화주의적 정책은 소수집단과 주류집단 모두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벗어난 내용이 함께 교육되어지고, 전사회구성원으로 확장되어 문화 간

의 차이를 극복하여 공존을 위한 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다문화주의의 

입장을 충분히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22) 다문화주의 

관점은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인종이나 종족의 차이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서 사회적 타자로 범주화 되는 주체들의 보편적인 인권을 향유하도록 하

는 입장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이다.23)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는 이주민과 다양하게 접촉함으로

21) 장윤수ㆍ김영필, 『한국 다문화사회와 교육』, pp.24-26

22) 권순희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pp.21-25 참조

23) 원진숙 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교육』, pp. 27-28 참조



- 13 -

써 여러 형태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적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적응 

및 교육, 인권을 위한 전략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이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한 대응전략 등 다문화 사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2)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성립된 단일민족국가

이며 이러한 점은 다른 민족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배우며 성장해 왔

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단인민족 이데올로기와 순혈주의는 때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내제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긍정적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

가 많았으나 그에 대한 과도한 민족적 신념은 배타적 민족주의나 자민족 

중심주의로 변질되어 세계적 요구와 역행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8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 수준’ 

항목에서 최하위를, ‘이민법’ 항목에서는 54위를 차지했다. 세계적 수준

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한 

쇄국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단일민족 국가라는 신화에 집착

해 있기 때문이다(최충옥 외, 2009). 

 세계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다문화교육이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해 보인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관계와 그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답을 찾는 과정은 다

문화교육 논의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결국 다문화 교육의 정당화와 확산 및 제도화는 한 사회의 인종적, 문

화적 다양성의 증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특정 사회가 

추구하고자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비전에 근거한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의 근원이 무엇

인가에 따라 각 국가는 다문화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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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정책의 방향을 맞추어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전경옥, 2010).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차이를 수용하고 

권장하는 것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등과 같은 보편적인 문화 원리와 

부합됨과 동시에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명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이 비로소 의

미와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차윤경, 2008). 

 앞 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는 주로 다인종화ㆍ다민족

화 경향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의 다양화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문

화’를 이해하고 있고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multiculture)’라는 의미보

다는 ‘다른 문화(different culture)’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그런데 

다문화교육의 목표가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머물게 되면 

근본주의(fundamentalism)적 사고와 같은, 차이에 바탕을 둔 차별의 정

당화 논리에 쉽게 전용될 수 있기에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사회정

의에 부합하는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24)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의 연관관계는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문제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릭슨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삶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의 용어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Erickson 

1950;박아청 1987, 박상철ㆍ남호엽, 2010 재인용).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동안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인류의 보편적 행동이자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

인은 바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든지 특정한 사회 안에

서 살아가며, 인간이 살아가는 특정한 사회는 특정한 언어와 신념 및 규

범 등을 문화적 유산으로 전수받고 전수해 나아가는 공간, 한마디로 말

해 역사성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인간의 정체성이란 ‘문

화적 정체성’ 또는 ‘역사적 정체성’으로 부를 수 있다.25) Gollnick과 

24) 박휴용,『비판적 다문화교육론』, p.71 참조

25) 원진숙 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p.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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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n에 의하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민족, 인종, 계층, 거주지, 연령, 능력 면에서의 특수성, 종교, 언어, 

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문화적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 또는 집단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끊임없

이 변화한다(Gollnick & Chinn, 2002)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따르자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또는 문화적 정체성

을 형성하는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 또는 

그 요인이 이전과 견주어 더 다양해졌거나 부각된 사회를 가리킨다.26) 

즉 다문화교육이란 이러한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는 사

회에서 개개인의 특수성, 종교, 언어, 성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없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을 통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

이고 사회통합을 가져오기 위해 다문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적절한 다문

화교육의 시행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다문화 

관련 정책과 다문화교육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27)

 

    2) 다문화교육 정책

  다문화교육정책이란 다문화정책 중에서도 교육을 매개로 주류사회 구

성원과 비주류 구성원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뜻한다.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다문

화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다문화교육, 보건의료복

지지원, 법적지원, 상호이해 증진의 4가지 항목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그

26) 원진숙 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p.74 참조

27) 원진숙 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pp.249-2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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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야 다문화사업의 초점 다문화사업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현 교육부)

제도권교육

인적자원개발

교과학습부진지원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한국어교육지원, 한국

문화체험, 국제이해교

육, 교육지원, 생활지

원 및 상담, 교육지

원, 교과학습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식 전반

문화예술

다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이주민 언어ㆍ문화적 적응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

한국어교재개발, 한국

어 교육, 문화가이드 

북 발행, 교원양성, 

축제, 사회문화교육, 

문화활동

법무부
출입국관리

국적 및 이민

법질서 수호를 통한 국가안정

이주민의 사회통합

한국어교육, 사회통합

교육

보건복지부
가족복지

사회복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한국어, 문화, 자녀, 

요리, 부부
여성부

(현 

여성가족부)

성평등

여성인권

이주여성의 인권증진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

 출처: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p. 58

중 다문화교육은 83%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인다(박성혁ㆍ성상환, 

2007). 즉, 대부분의 국내 다문화관련 정책의 목적과 형식이 다문화교

육에 집중되어 있고,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정책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의 현실과 다문화정책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내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교육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

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와 다

문화교육정책의 전반을 수립ㆍ운영하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관련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28)

 <표 1> 중앙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관련사업

28)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

부, 교육부 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학교환경’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정책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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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86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7)

1-1. 상대방 문화ㆍ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

3-1. 입국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5-1. 인종ㆍ문화 차별에 대한 법ㆍ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ㆍ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조성

      (1) 여성가족부 정책 분석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무부서로서 다문화가

족정책 기본계획을 제 1, 2차에 나누어 발표되었는데 제 1차 기본계획

은 2010년부터 2012년 총 3년간에 걸쳐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 실시하였고, 2012년 12월에는 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

다. 2차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에 걸쳐 실시되며 총 13개 중

앙행정기관, 법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을 구현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

함되었으며,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

에 관한 내용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다문화교육관련 내용이 담긴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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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수용성 제고 

(21)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11)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추진력 강화

6-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출처: 여성가족부(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자료 재구성

 

  또한 ‘다문화가족정책과’에서 발표한(2013. 7. 5) ‘다문화가족 연도별

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족은 2013년 기준 75만 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20년 100만 명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인

지 귀화자 28만 명, 배우자 28만 명, 자녀 19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보고하였다. 여가부는 이러한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문화 정책 주무부

서로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

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한다는 취지아래 최근 2011년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보고서’와 2012년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와 같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

화 관련 프로그램 및 다문화 관련 요구도와 방향성을 분석하여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의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같은 해 개발된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도구29)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KMCI-A)30)를 개발, 향후 미래세대를 책임질 이들의 다

문화 수용성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

29) 2012년 여가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를 의미한다. (안상수 외, 

2012)

30) 다문화수용성 척도의 타당화 과정을 거친 3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청소년용 다문화 척도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for Adolescent)는 다양성 차원의 수용성, 관계성 차

원의 수용성 및 보편성 차원의 수용성을 지수화 할 수 있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되며, 이들

은 각각 2~3개 요소의 하위영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민무숙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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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인 2012년 발표 자료의 향후 과제에도 

언급되어있듯, 정부 주도 용역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집단 표본 크

기가 작아 일반화가 어렵고 집단별 분석이 없어 정책 집단별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점과 외국 이주민 접촉이 많은 집단에 대한 심

층적 접근이 없었으며 다문화 관련 교육 유형과 다문화수용성 진전 간의 

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대부분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로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1)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

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철

학 없이 주도권 장악과 예산 확보 차원의 문제에서 다문화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ㆍ실시해왔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

다.32) 특히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정책 역시 대부분 주로 결혼이

민자와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한계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의 경우 법무부와 정책이 겹치는

데 정부부처의 비효율적 중복 정책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교육부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여가부와 유사한 내

용으로 겹치는 정책을 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원진숙 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p.250 참조

32) 권순희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p.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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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부 정책 분석

  교육부는 2006년(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2008년(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방안’을 16개 시ㆍ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4년간

(2009년~2012년) 실시ㆍ운영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2012)을 발표하였는

데 다문화 예비학교와  다문화코디네이터 운영, 한국어 교육과정(KSL)

확대 신설, 이중 언어 교육 강화, 다문화 학생의 진학ㆍ진로지도 강화 

등 6가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중앙부처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차원의 정책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특

히 교육부가 주도하고,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이 동참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고 있고, 전체 다문화정책에도 교육적인 성격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

다. 다문화정책의 절반 이상(72.8%)이 중앙 정부와 교육청 및 각급 학

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사용가능한 인력, 예산, 추진력의 문제와 더

불어 대부분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비중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도한다는 점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전개양상이라

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을 보면 주로 다문화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학업성취 영

향을 제거하거나 다문화학생의 적응 및 학업 성취를 돕는 차원으로 이루

어져왔다. 또한 학부모 교육과 홍보를 통한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고, 다

문화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교사 및 학생, 학부모의 다문화의식제고 및 

이해 증대와 확산을 위한 정책을 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 정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 대상 설정의 문제, 동화주의적 접근법의 문제, 형식적인 내용 

위주의 교육,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방법적 문제 등이 있다. 

  다문화교육 대상 설정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의 정책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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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33)(류방란, 2012; 338)를 보면 다문화교육정책은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것보다 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방안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겨냥한 교육정책도 부모

의 출신국 문화 영향을 받으며 학교에서 느끼는 문화의 차이나 갈등보다

는 경제적 여건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우선 주목하여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느낄 가정의 문화와 학교의 

주류문화와의 갈등, 이로 인한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극

복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방안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처한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

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화주의적 접근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

별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단일민족주의에 의한 인종차별주의를 시

정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것은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교육과 동화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국가와 민족을 기준으로 

경계선 밖에 위치한 국제결혼 가족, 혼혈인 혹은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해 및 주류사회로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중장기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전경숙 외, 2007; 최충옥 외, 2009 재인용)와 계

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천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다문화교육은 학생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퇴종 목표로 

하는 역동적인 교육이어야 하며, 공감ㆍ인식ㆍ행동이 통합되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험교육임을 생각할 때 현실 사회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

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의 차

원에서 다문화교육의 비판적 관점과 실천적 성격을 견지하며 다문화교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34) 

33)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7), 교육과학기술부(2008~2012)의 

교육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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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와 비판은 늘 존재했었지만, 그러한 

한계점이 교육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다문화교육 전

체의 역효과를 확대 생산해 낼 수 있기에 중앙정부의 정책은 신중히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정책 수립 시 배타적 동화교육에서 개방적 다문화교육으로의 

전환이나 문화다원론적 관점의 채택, 다인종ㆍ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위

한 인권평화교육 강화, 경제적 세계화를 위한 교육에서 다양성을 인정하

는 문화적 세계화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일반인 대상 교육 병행 등의 교육개혁 방향을 제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다문화교육의 정책의 대상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및 자녀들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되어야 하

되, 집단별 정책의 세분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35) 특히 교육부

에서는 한국사회에 잠재된 갈등을 활발한 논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다문화교육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려

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다문화교육 접근법

      (1) 다문화교육의 의미와 영역

  다문화교육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 간에도 여전히 이견과 혼란이 존재

하고, 일반 대중과 학자들 사이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의 간극은 더

욱 크다. 

  Banks는 다문화교육의 의미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학술적인 문헌에서 그 개념이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라고 지적한다.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이 혼

재되어 있다거나, 동화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방식이 주

34) 최충옥외,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2009, pp.54-55 참조

35) 위의 책,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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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다거나, 다문화교육에 대해 보수적 또는 진보적 관점에 따라36) 

다문화교육을 다르게 개념화하는 등의 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을 정의할 때 가장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사용되는 내용으로,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문화적ㆍ인종적ㆍ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총체적 학

교 개혁을 위한 노력’이라는 Banks(1993: 6)의 정의를 들 수 있다. 또

한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문화, 민족, 성, 사회적 계층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

하는 총체적인 노력이며, 또한 인종, 윤리, 언어, 종교, 정치, 고용, 사회

계층, 경험, 정신적ㆍ육체적 능력, 성, 기호, 연령 등에 의해 다르게 나타

나는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조난심, 2009)로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나 사고방식의 존재가 당연하고,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행동 또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어떤 교육적 이념, 내용, 혹은 방법 등을 

명시하는 고정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가치를 교육을 통해 실천하려는 노력이나, 이를 위해 기존 교육

에 대한 비판과 개혁적 방향제시를 통해 학교교육의 변화를 꾀하려는 철

학이자 실천이라고 말 하는 것이 보다 자세하고 적합한 설명일 것이다

(박휴용, 2012).

  다문화교육은 초기에 반 편견교육(Derman-Sparks, 1989)이나 비성

차별(nonsexist)교육, 인간관계, 성형평성(gender fair)교육, 다민족교

육, 민족학, 양성평등,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 반 인종차별교육, 통합교

육 등의 개혁운동으로 이해ㆍ실행되었다. 다문화교육은 인종, 문화, 사회 

계층, 성, 그리고 장애를 포함하는 일종의 우산과 같은 개념으로 본 것

36) 다문화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보수주의적(conservative), 자유주의적(liberal), 그리고 

진보적(left-liberal) 세가지로 나누어진다(Hamilton, 1996).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

해와 실천』, 2013, p. 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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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Grant & Sleeter, 2009: 50).  그러나 Grant와 Sleeter가 이어 

지적하였듯이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를 인종, 문화, 언어, 사회계층, 

성, 성적 지행, 장애와 관련한 교육적 실제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되 

교육자들이 단일적이고 통일적인 계획 하에 다문화교육을 지지해오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학교들 간에 다소 다른 문제들에 대응하고, 

학교와 사회에 대한 다른 입장을 취하며,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른 목표를 가지면서 다양한 접근법을 창출해 올 수 있었다. 즉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때 엄밀하고 간명한 개념이 존재한다

기 보다는 교육철학과 이념과 현상이 맞물린 채 계속하여 그 영역이나 

범주가 조금씩 유동적일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에서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인식

과 이해, 또는 그 차이가 만들어 내는 차별, 불평등, 억압과 그러한 불평

등을 정당화 시켰던 과거의 모든 관습과 편견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

한 교육적 대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37) 

  특히 사회정의의 원리를 추구함으로써 학교와 사회의 모든 종류의 불

평등에 도전하며, 모든 학생들의 지적, 개인적, 사회적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자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보다 보편적인 개념의 교육철학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Banks & Banks, 2007; Bennett, 2007).

  이러한 다문화교육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Banks(2008)는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차원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

다.

  첫째, 내용통합(Content Integration)차원인데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나 학문 영역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원칙, 일반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및 집단에서 온 사례, 자료, 정보를 가져와 활용하는 

37) 즉, 다문화교육은 다원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감과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를 지향하며, 협력과 공생을 통해 공동체적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지식이나 전문기술 뿐만 아니라, 가치관 및 태도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가치

에 대한 인식과 체화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배우는 이러한 모든 내용이 ‘문화적 이해’를 기반

으로 한 교육인 것이다.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2013,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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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지칭한다. 이 접근법만을 가지고는 다문화교육의 가장 주요한 영

역을 다룰 수가 없기에 나머지 차원의 접근과 관계한 활동이 되어야 하

며, 특히 간단하게 둘러보는 식의 ‘관광식 접근’(Derman-Sparks, el al, 

1989; 김천기 외, 2013 재인용)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한다.

  둘째, 지식 구성 과정(Knowledge Construction)관한 내용이다. 지식 

구성 과정이란 사회과학자, 행동과학자, 자연과학자들이 지식을 창조하

는 절차이며, 이는 곧 특정 학문 영역의 암묵적인 문화적 가정이나 준거

의 틀, 관점과 편견 등이 해당 학문 영역에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다문화수

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작

용하는 여러 문화적 추측이나 관점, 편견, 어떤 현상에 대한 판단의 준

거 등이 학교와 교실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에도 녹아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의 접근은 

지식이 가치중립적이라는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에 도전하고, 이식이 어떻

게 지식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性)과 민족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규명하고, 논의 및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8) 즉 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이 특정한 관점에 의해 형성되고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편견 감소(Prejudice Reduction)차원은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

인 인종적ㆍ민족적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다룬다(Stephan & Vogt, 2004; Stephan,1999; 김천

기 외, 2013 재인용). 즉 타인종ㆍ타민족ㆍ타문화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

38) 이러한 지식의 구성에 대한 논의는 민족학자들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사회과학자 및 인식론

자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Sandra 

Harding(1991, 1998), Lorraine Code(1991), Patricia Hill Collins(2000)이 대표적인 학

자이다. 이들의 저서는 이 분야의 가장 주요한 저서에 속하며 학계와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 Banks, 『다문화교육입문』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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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업내용이나 학습교재 속에서 타민족이나 타인종에 대한 실제 이미

지가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고 통합된 방법으로 표현되거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다른 인종ㆍ민족 학생들과 협동학습을 하게 된다면 편견에 

대한 감소는 물론 긍정적인 인종적ㆍ민족적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공평한 교수법(Equity Pedagogy)은 교사가 다양한 인종ㆍ민족

ㆍ사회계층 집단으로부터 유입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

하여 사용하는 교수법을 통칭한 접근이다.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더 많

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수-학습의 사회적ㆍ문화적 맥락

에 밝아야 한다(Au, 2006; Lee, 2007; 김천기 외, 2013 재인용). 연

구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용하도록 수업방법을 수

정하면 다양한 문화ㆍ언어 집단에서 온 학생들의 교실 참여도와 학업성

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와 조직(An 

Empowering School Culture)차원의 접근은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empowering) 학교 문화와 조직은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사회계층 

집단에서 온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육적 평등과 권한 부여를 경험하도

록 학교의 문화와 조직이 변화 및 재구성하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 즉 학교환경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행위가 

보다 민주적이고 있는 방향으로 학교문화가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차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이고 여타의 교육제도에서도 계층ㆍ인종ㆍ문화ㆍ언어를 뛰어넘어 동

등한 교육기회와 문화적 권한이 제공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Banks는 이어 다문화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교 개혁이 필

요하며 변화된 학교의 특징을 여덟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중 일곱 번째는 

‘학교 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즉 다문화교육은 잠재적 교육과정으

로 인해 문화적ㆍ민족적 다양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메시지를 전달

하도록 학교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이는 곧 다문화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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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학자 다문화교육의 목표

AACTE, 1973; 헌터

(Hunter, 1974)

문화적 다원주의를 보급하고, 집단 전통을 보존하며, 민주

주의적 이상을 실현한다.

그랜트

(Grant, 1977)

지구촌화된 세계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 인권,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주의 사회를 만들어

간다.

프레지어

(Frazier, 1977)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이 다문화교육의 

일차적 목표이다.

뱁티스테

(Baptiste, 1979)

평등성과 상호존중 정신을 가르치고, 수용과 이해의 태도

를 훈련하며, 보다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학생을 기

르고자 한다.

씨즈모어

(Sizmore, 1981)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억압과 착취에 저항할 수 있고, 아

울러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다.

파레흐

(Parekh, 1986)

무엇보다도 편견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과 다원주의적 민

감성을 기르기위한 교육을 목표로 한다.

베넷

(Bennett, 1990)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고, 문화적 다원주의 및 교육적 평등

성에 대한 사고를 넓힘으로써, 억압적 제도에 맞서서 이를 

개혁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자 한다.

게이(Gay, 1994)

게이(Gay, 2004)

민족정체성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사고를 익히고, 분

배의 불평등이나 각종 사회정치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

식하고, 오랜 역사적 억압의 문제를 이해하는 교육이다.

니에토(Nieto, 1996)

니에토와 보드

(Nieto & Bode, 2008)

다문화교육은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총체적인 학교 개혁을 시

도하는 것이다. 문화정체성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다양성

을 키우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목표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써 학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2) 다문화교육의 유형별 특징

  다문화교육은 그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따라 학자마다 다른 관점을 지

닌 해석을 내놓고 있듯, 그 유형의 기준과 특징도 다양하다.

<표 3> 다문화교육의 목표 (Gay, 1994 ; 박휴용 재구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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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맨(Davidman & 

Davidman, 1997)

교육의 형평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고취하고, 학생을 격려

하여 간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개인/집단의 자유와 더불어 

문화적/인종적 지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뱅크스 (Banks, 1997)

뱅크스와 뱅크스

(Banks & Banks, 1993)

뱅크스

(Banks, 1999, 2006)

편견ㆍ정체성ㆍ갈등ㆍ소외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종적 다

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한 교육이 다문화교육의 핵심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혁(reform)과 변화(change)를 꾀하고, 문

화적 다양성을 고취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핵심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 지향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다문화교육 논리를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실행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모형 

또는 유형으로 정리하는 것은 다문화교육 이론과 다문화교육 현장을 잇는  

핵심적 과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교수 모형이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교육의 접근법을 제시한 Grant와 

Sleeter의 다문화교육 유형이 학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39)

  Grant와 Sleeter(2009)는 다문화교육의 유형을 접근방식에 따라 대인

관계접근법, 단일집단 연구 접근법, 다문화교육 접근법, 다문화사회정의

교육 접근법으로 층위를 나누어 제시한다. 층위를 구분짓는 기준은 주로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다. 

  첫 번째, 대인관계 접근법(human relation approach)은 학교에서 인

종, 계층, 성별, 장애에 관계없이 상호 존중되는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합, 관용, 상호인정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

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학생들 사이에 긍정적 감정을 고양하고 집단 정

체성을 증진시키며, 유색인종 학생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고정관념

을 감소시키고,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대인관계 교육과정

은 개인적 차이와 유사성, 학생들이 소속된 집단의 사회적 공헌, 고정관

념으로 갖고 있던 다양한 종족집단, 인종, 장애아, 성별, 사회 계층에 대

한 정확한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교수 과정에서는 상당량의 협동학습, 

39)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2013, pp.221-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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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놀이, 현실적 경험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용될 수 있

다(김용신, 2009:30).

  두 번째, 단일집단 연구 접근법(single group studies approach)은 일

반적으로 장애아 연구나 원주민 연구와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단일집단 연구 접근은 어떻게 특정집단이 역사적으로 압박받아 

왔으며, 그 집단이 이루어 온 업적과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여 대상 집단의 사회적 위상을 고양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 접근법은 

학교 지식을 중립적이기보다 정치적으로 보고, 유럽 중심적, 남성 우월적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단일집단 연구 접군의 옹호자들은 이 

접근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대한 존중감의 함양과 집단의 사

회적 위상이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인하여 향상되길 기대한다(김용

신, 2009: 30~31). 

  세 번째, 다문화교육 접근법(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의 

목표는 압박받는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감소시키고, 모든 집단들에 

대해 사회적 형평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다른 문화적 집단 구성원

들 사이의 권력배분을 평등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표는 미국에서 

학교가 모두 백인들로 이루어진 교외의 학교이든지 혹은 다인종의 도시 

학교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총

체적인 학교 개혁이 시도되었다. 결국 다원주의와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개혁된 학교는 광범위한 사회 개혁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접근법의 학교 교육과정은 각각의 교과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

되지만, 개념 습득을 위한 내용들은 다양한 집단들의 관점과 경험을 바탕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를 교수하려면 다

양한 집단들에 의해 쓰인 예화와 사례, 그림들을 내용으로 활용하여야 한

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오는 개념적 틀을 사용하고 인용해야 한

다. 특히 이 접근법은 협동학습이 강화되고 소년ㆍ소녀들이 탈성적

(non-sexist) 방식으로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하며, 되도록 다양한 학교 

행정가들이 고용되어야 하고, 고정관념을 탈피한 책무가 부여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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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언어가 교수되고, 모든 학생들은 적어도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다문화교육 접근법은 학교가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김용신, 2009)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정의 교육(multi-cultural social justice 

education)은 다른 접근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인종, 사회계층, 성별, 장

애에 기초한 압박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다룬다. 이 접근법의 목표는 모

든 집단의 사람들의 이익, 특히 유색인종, 빈곤층, 여성, 장애자들의 이익

에 더욱 기여하도록 사회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이것은 인종, 계층, 성별, 장애에 고도의 동등성을 보장하도록 사회

를 재구축하려는 사회재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이 접근법은 새로

운 글로벌 경제에 의해 부여된 권력관계와 윤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다문화사회정의 교육은 다문화교육 접근법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

성을 지닌다(김용신, 2009). 민주주의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어

야 한다는 점,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환경 속에서 제도화된 불평등을 분

석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가 

실제 작동되는 모습을 분석하고 불공정한 사회 과정의 변화를 스스로 예

비할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은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배운다는 점, 

학교에서 압박을 받는 다양한 집단들이 연결되도록 교량역할을 해야 한

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유형은 우리나라 교육 여건에 다소 맞지 않거나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등의 한계가 있지만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의 심도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다문화교육 현

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론들이 제공하는 아이디어는 변환가능하며, 현

장 적합한 측면으로 접근 가능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

을 것이다. 

  또한 이외에 Banks(2008)의 다문화교육의 수준별 접근법은 하고 다

문화적 내용 요소를 각 급 학교교육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4단계40)로 다

40) 기여 접근법(The Contribution Approach), 부가 접근법(The Addictive Approach),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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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의 다양한 차원의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한

국에서 적용 가능한 다문화 수업 모형을 4가지41)로 변형하여 제시하고 

있는 연구(김용신, 2009; 나혜미, 2010)결과도 다문화교육의 유형에 대

해 살펴보고 교육현장에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접근법(The Transformation Approach), 사회행동 접근법(The Social Action Approch), 

혼합 접근법(The Mixing and Blending Approch) 

41) 다문화 기여접근 모형: MCA(Model of Contribution Approach), 다문화 부가접근 모형: 

MAA(Model of Addictive Approach), 다문화 변환접근 모형 Ⅰ, Ⅱ: MTA Ⅰ, Ⅱ(Model 

of Transformat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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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문화교육과 학교환경

    1) 접촉이론과 학교환경

      (1) 접촉이론의 의미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적절하게 구조화된 집단 간

의 접촉은 집단 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편견을 감소시키며, 집단간 관계

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 혹은 집단 간 접촉 이론(intergroup 

contact theory)으로 알려진 이 이론은 집단 간의 직접적 접촉을 위한 

적정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집단 간 편견 감소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

해주었다(Dovidio, Eller, & Hewstone, 2011, 148 ; 추병완, 2011, 

146 재인용). 올포트(Allport)는 집단 간의 접촉이 자동적으로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 간 접촉 상황을 위한 특정한 조건

들이 충족된다면 집단 간 편견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

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접촉 상황에서 적용되는 동등한 지위, 집단 

간 협동, 공동의 목표, 권위ㆍ관습의 지원이다(Allport, 1954/1979). 

  그러나 이러한 직접 접촉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해 

볼 수 있고 실제 검증된 연구결과도 있지만 직접 접촉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장애 요소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에서 남과 북의 주

민이 직접 만나 토의와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만큼 좋은 통일의식 교육

이 없지만 실제 여건상 그것은 불가능 하다. 또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직접 접촉을 프로그램화 하거나 교육과정상에서 실현시키는 것 자체가 

한정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다양한 과목과 활동을 계획ㆍ실행ㆍ조정ㆍ평

가하는 복잡한 과정을 실행하는 학교 현장 의 여건에서는 시도조차 어려

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론의 전제인 직접 접촉 대상인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학생들이 교실이나 학교 내에 없거나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

우, 직접 접촉의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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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이론에 대한 초기 비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심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집

단42)과의 접촉이나 상호작용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원천적 접촉 봉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Tredoux 

& Finchilescu, 2007, 669; 추병완, 2011, 146 재인용).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간접 접촉 이론이다. 20

세기 말부터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 간 편견 감소 및 관계 개선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간접 접촉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간

접적인 집단 간 접촉은 확대된(extended) 접촉, 대리적(vicarious) 접

촉, 상상된(imagined) 접촉, 의사사회적(parasocial) 접촉을 포함한다.

      (2) 접촉이론과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어야 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

의 모든 측면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할 기본교육에 해당한다(Nieto, 

1999; Vang, 2010, 재인용).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

생들이 피부색이나 국가의 경제력에 근거하여 다른 외부의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거리감이나 편견 및 차별적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

며(노경란ㆍ방희정, 2009, 72),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학교에

서 낮은 평가와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쉬운 존재에 머무르고 있다

(심우엽, 2010). 이러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다문화적 역량은 물론이고 사회적 정서나 관념, 의식 등의 

기초가 이 때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Pang(2001)에 의하면 아동의 

편견적 태도는 10대에 이르러 더욱 고착이 되고 이로서 사회 구성원들

에 대한 변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접촉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타인과 접촉함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하여 

42) Allport는 저서,『편견의 심리』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설정하였는데 내집단(內集團)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집단원들이 ‘우리’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일군(一群집)

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외집단은 내집단을 제외한 집단을 의미한다.(pp. 

50-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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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고, 삶에 대한 일반화를 만들어 낸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정체감

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그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편견적 태도를 학습하

기도 한다. 즉, 아동은 타인의 편견을 차용하여 삶의 경험의 부분으로서 

편견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아동은 인종, 종족, 문화, 계층, 성, 

언어, 장애 등 여타의 사회적 범주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Pang(2001)은 아동이 편견을 학습하는 과정을 네 단

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타인에 대한 호기심(curious of others)이

다. 2세 무렵에 해당하는 아동은 타인과 자신의 차이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피부색, 머리카락, 이름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

러나 여기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보다 그러한 차이점을 사람들의 독

특한 특징으로 식별한다고 한다. 2단계는 정서적 언어(emotional 

language)인데 4세 무렵의 아동에 해당하며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기술

하는 용어 속에는 강한 정서적 내포를 포함한다는 점을 알게 되며 때론 

그것이 상처를 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님을 또한 알게 된다. 3단계는 타

인의 거부(rejection of others)로서 7세~11세 무렵의 아동에 해당하

는데 자신의 중요한 역할 모델 즉 부모나 친구 등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들을 거부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특정 집단의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며 자신과 다른 인종의 아이들과 놀지 않는다거나 자신

이 속한 집단의 아동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4

단계는 영구적 편견(permanent prejudice)인데, 10대가 되는 아이들로

서 이때 편견적 태도는 고착된다. 인종ㆍ성적 지향ㆍ계급ㆍ성과 같은 특

징들을 다루는 문화적 범주들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예외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즉 앞선 3단계와는 달리 한집단내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기 보

다 개인들에 대한 변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초등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뚜렷한 내집단 선호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집단에 대한 전적인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십대 초반에 생성

된 편견은 학생들의 생애에 영구적으로 고착화되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에서의 반편견 다문화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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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간접 접촉 이론이 다문화교육에 던지는 시사점은 여러 가지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간접 접촉 이론은 외집단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역할 모델을 관찰 또는 시청하는 등의 접촉이 편견 감

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기에,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편견

을 해소할 수 있는 반 편견 모델과 같은 교수ㆍ학습모델을 개발해야할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교는 편견감소를 위한 다양한 간접 접촉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외집단에 대한 공감을 해 볼 수 있는 관점 채

택의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편견을 다룬 도서를 이

용하는 등의 대리적 접촉 기회 등이 포함 될 것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육방법 또한 간접 접촉 이론과 매우 밀접

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TV 프로그램,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

메이션 등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겪지는 않

았지만 매개된 실제 삶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지도 한다면 의사사

회적 접촉 빈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43).  

      (3) 접촉이론과 다문화 학교환경

  접촉이론을 통해 학교에서 겪는 유의미한 접촉의 경험은 인간이 가진 

탁월한 학습능력 통해 학생들의 삶의 내면까지 깊이 관여할 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집단과 외집단의 긍정적인 간접 접

촉 경험에 초점을 맞춘 간접 접촉 이론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투사 및 

재범주화, 모델링, 외집단에 대한 불안 감소, 내집단 및 외집단 규범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자기 효능감 기대 제고, 자아의 포함력 확대 등과 

같은 매개 메커니즘을 통해 집단 간 편견 감소에 기여하고, 향후의 접촉

을 위한 기대 및 자기 효능감을 제고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추병완, 

2011).  

43) 추병완, “아동의 편견 해소를 위한 교수 전략 개발: 간접 접촉 이론을 기반으로”, 2011, 

pp.157-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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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 감소 효과는 주로 접촉 빈도에 의해 좌우되는데44), 이러한 점은 

접촉이론은 다문화 학교환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접촉이라는 의미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접촉 빈도

를 높여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야 말로 가장 좋은 잠재적 교육과정 요소 

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적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직ㆍ간접적인 

접촉을 유도하여 접촉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다

문화교육이 추구하는 바 역시 다양성의 인정과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긍

정적이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인식과 태도의 형성이므로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학교환경의 교육적 기회와 경험은 

다문화교육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핵심적인 의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앞서 기술하였듯,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계기교육 차원의 

교육활동이 아닌 학교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교육과정

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학교와 교실환경을 

다문화교육 친화적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은 성공적인 다

문화교육을 위한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  

  

    2) 생태주의 교육과정과 학교환경

      (1) 생태주의 교육과정의 의미

  생태주의 교육과정(ecological curriculum)이란 인류와 자연,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 연계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적, 방향, 

내용 및 방법 등을 모색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는 아동들에게 의미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경쟁보다는 협동,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그리고 삶

과 배움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육과정을 일컫는다(박휴용, 

44) ‘독일 민간인을 만난 빈도에 따른 그들에 대한 미국 군인들의 태도’ 자료를 보면 인과관계는 

명백하지 않지만 접촉 빈도(친분)자체가 접촉 증가에 따른 편견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Gordon W. Allport, 『편견의 심리』, 1993 pp.230-231



- 37 -

2012). 생태주의 교육과정은 다문화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으로 

등장하며 과거 국가적ㆍ민족적인 범주의 교류를 넘어선 세계화 추세의 

혼성성과 다양성, 역동성을 띈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다문화사

회에 합당한 교육과정 개념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드리센(Driessen, 2002; 박휴용, 2012 재인용)은 생태주의적 자각

(ecological consciousness)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태주의 의식이 교

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질 수 있는가를 제시하며 의식에 있어 현상학

적(phenomenological) 및 기능적 모형이 생태주의 의식을 통해서 교육

과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주의45) 의식

은 인간을 상호의존적인 생태적 존재로 자각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많

은 상이한 목소리(voice: 생각, 견해, 입장 등)들과 삶들이 어우러져 살

아가는 세상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인간이 내는 다양

한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사회를 이루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보다 많은 

정답과 보다 많은 성공을 위해 다양성 보다는 정확성과 정밀성을 우선으

로 여기는 현재의 교육여건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생태주의에서 말하는 건강한 학습 환경이란 생태주의에 기반한 교

육과정을 통해 상호의존적이고 순환적이며 위계적이지 않은 관계망을 구

축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정의적 교육과정은 본질

적으로 학교와 사회의 연계, 개인과 사회의 연계, 앎과 삶의 연계성을 

촉진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46)

45) 생태주의는 체계적 원리를 가지고 각 학문 분야의 토대를 제공한 철학 사상은 아니다. 그러

나 서구의 인간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철학의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

을 내포하고 있어 교육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문에서 활발하게 수용되고 있다. 생태주의

는 두가지 측면에서 현대교육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첫째, 지금까지 인간중심으로 이루어

진 교육적 사유 범주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영역으로 확대시켜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추구하는 ‘생태교육관’을 성립시켰다. 둘째, 생태적 관점에 내재해 있는 

전생태계의 공존공영 즉 상생의 정신은 학습자 개인의 전인적 발달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현대

교육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노상우, 

2007;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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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주의 교육과정에서 보는 학습과정은 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동적 의미의 교섭과정(Garner, 1995)이고, 이해

(understanding)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만 환성되는 것(Bakhtin, 

1981; 282)이므로, 개인과 개인 간의 접촉이나 개인과 전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학습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학교교육은 

‘대상으로서의 지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구성자로서의 인간

에 대한 실존주의적, 현상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47)

      (2) 생태주의 교육과정과 다문화교육

  생태주의자(ecologists)들은 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

하게 진화해 나가면서 생물학적인 다양성과 생존력을 유지하듯이, 인간

은 생태적 환경 속에서 서로 공존하며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그러한 문

화적 다양성속에서 인류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48) 이들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지구촌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마다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야 말로 자연스럽

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울려 살아감’의 의

미는 이미 경쟁이나 우열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근대적 산업사회를 이끌어온 업적주의, 경쟁주의와 

같은 유물론적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주의적 시각은 다문화교육이 추구하는 이질적인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 증진,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적ㆍ평화

적 삶의 영위, 자문화적 가치와 덕목에 의한 편견이나 차별의 감소, 나

아가 인류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46)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2013, p.201-204 참조

47)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p.203 참조

48)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p.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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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고자 하는 목표나 내용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생태적 교육원리로 볼 때, 학교는 교사-학생의 공동체적 협동이념이 

이기적 경쟁의 방법보다는 조화로운 관계 증진, 타자와의 개별적 갈등보

다는 상호간의 공존을 실현하는 일을 하는 조직 또는 공동체이다. 따라

서 학교는 학생중심의 독립적 실체에 집중하기 보다 교사-학생의 상생

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상호작

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래의 교육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은 딱딱한 기계적인 구조가 아니라 역동적

인 관계에 의해서 상호 통제되며 살아있는 교육적 관계 내부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태학의 자기조직

(self-organization)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데, 생명을 지닌 교사와 학

생은 생물체와 같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자기를 조직하는 자치성을 본래

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처한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

기에 교사와 학생은 학교환경과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갱신과 

자기 초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생의 관계는 

반드시 이를 위한 윤리적 책임을 중핵적 과제로 삼을 수 밖에 없고, 교

육주체간의 관계는 합리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서로간의 배려나 감수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도덕ㆍ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생태주의 교육과정은 본질적으로 세계시민주의 이념적 기반인 모

더니즘, 이성주의, 개인주의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다. 근대적 이성주의

의 표본인 뉴턴식 사고에 의한 위계성이나 표준화된 방식의 사고, 통일

성이 강조된 교육과정이 아닌 다양성, 평등성, 차별성이 존중받으며 다

양한 사회에서의 적응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볼라(Bohla, 

2004: 197; 김천기 외, 2013 재인용)가 제안한 생태주의 교육과정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전 지구적

(global) 필요성 뿐 아니라 지역적(local) 필요성을 직시하고, 둘째, 공

교육 제도는 사교육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성과 기회균등이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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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셋째, 장애인, 소수민족, 빈곤층 등의 소외

된 사람들을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넷째, 학교교육의 목표

가 자본주의적ㆍ경제주의적 논리에 의한 산업인력생산을 위한 것만이 아

니라 문화와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균형잡힌 교육과정이 되도

록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은 의식화로서의 학습(learning as 

conscientization)과 학생들의 회고적 사고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는 비판적ㆍ대안적 관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태주의 교육과정 담론은 지금까지의 개인주의적 교육관이 가

져온 경쟁적인 사상과 태도를 문제 삼으며 도구화된 인간의 한계를 극복

하고 보다 건강한 가치를 위해 상생하는 교육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

다. 동시에 ‘차별화 교수법’49)과 같은 다문화교실에서의 교수방법론으로

서 여러 가지 의미와 가능성의 기초가 되고 있다. 

      (3) 생태주의 교육과정과 다문화 학교환경

  Johnson & Johnson(2002)이 세 가지로 분류ㆍ열거 한 바 있는 경

쟁주의나 개별적 노력의 가치지향보다는 협동적 노력을 중시하는 것이 

생태주의적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학교의 주된 책무일 것이다.50)

  생태주의적 교육환경은 다문화사회의 학교교육 혹은 다문화교육을 위

한 교실환경을 모색함에 있어서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교육에서 지향해야할 가장 중요한 교육적 목표 중의 하

나가 바로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

다(Parla, 1994 ; 박휴용, 2005 재인용). 

49) 다문화집단을 위한 차별화 교수법은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 자신에게로 이양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지닌다. 학생들은 구성주의 원리에 입각, 자신에게 의미있는 지식과 정보를 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역동적인 모둠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고, 맥락에 기반을 둔 지식

의 습득(contextualized learning: situatedness)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  

(박휴용,『비판적 다문화교육론』, P.144-145 참조)

50)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2013, pp.137-1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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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문화적 민감성을 기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거쳐야 하는 단계가 

바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에 대한 인식이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상대방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이다(Bahbah, 

1994 ; 박휴용, 2005 재인용).  이러한 문화적 이해를 높여가는 배움의 

과정이 바로 다문화 교실에서의 문화적 역동성이라 할 수 있다. 

  생태주의적 교실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문화적 역동성이며 이

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화

적 상대성을 수용하며, 이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 이해시킬 수 

있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앞서 기술했던 자기조직(self-organization) 

원리가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다문화 학교환경이 지니는 독특한 

구조와 구성, 특징, 상황들은 학생들을 감싸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작용

하게 되고, 학생과 교사는 그러한 학교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새롭

게 조직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문화 학교환경은 학생은 물론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위한 중요한 토양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문화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의 문화정체성을 고양시키고, 문화적 민

감성, 상대성,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일성, 상황성, 역동성 

및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실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큰 맥락에

서 생태주의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생태적 환경의 교실

은 주류집단과 소수민 집단으로 구성된 다문화 교실에서 소수문화/언어, 

학생들의 정체성, 인권, 학습권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언어적, 문

화적 다양성을 자원 및 자산으로 삼아 주류집단의 문화적, 공동체적 이

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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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문화 학교환경과 다문화 교육 

     

      1) 다문화 학교환경의 구성요소

        (1) 다문화 학교환경의 의미

  다문화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배경에 상관없이 잠재적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이 고려되고 배려되는 교

실환경은 절대적이다(Bennett, 2007).

  학교에서 학생들이 속해 있는 외적 환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학급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환경이다(유병열, 

2003). 교사는 학급 안에서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

끄는 제도나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환경은 학교 

전제에 해당하는 제도나 교육활동 및 운영 하는 일이 학교 경영자와 교

사를 비롯한 전 구성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와 교

실은 전체와 부분으로써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때론 불가분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실환경을 포함한 학교환경은 구성원들의 특성 및 관계를 

포함한 학교체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되어 구성되는 것이며, 다문화

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주요인자로 작용한다(고경은, 

2010). 향후 더욱 가속화될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과 학습의 장, 경험의 

장인 동시에 삶의 장인 학교환경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특성상, 교과교육처럼 정해진 시간에 각 교

과특성에 맞는 지식이나 내용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거나,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처럼 일정한 방식으로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수

용 및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 지역과 학교, 학생과 교사의 구

성과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방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 때, 특정한 

교재나 교구가 주는 경험보다는 접촉이론과 생태주의 교육과정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상황맥락에 따른 전인적이고 직ㆍ간접적인 경험이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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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적 경

험들을 빈번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및 교실환경을 구성 및 

관리하는 일은 교육활동에서 매우 중핵적인 일이 될 것이다.   

  ‘다문화 학교환경’의 의미를 논의하기 이전에 ‘학교환경’이라는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교환경은 학교교육목표를 달

성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수용할 교육시설이라는 수요와 공

급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은 인간의 교육가능성을 주창하는 근본이 되었으므로 

학교환경이야말로 이와 같은 교육의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영향

력 있는 교육의 장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의 의미가 ‘유기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적 조건과 요인

의 총합’이라고 볼 때, 교육환경이란 교육받는 개인에게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는 외적 조건과 요인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혹자는 교육환경

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적인 환경이나 교육적 기능을 위한 환경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따라 가정, 학교, 사회 환경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이들 환경은 다시 

물리적 환경과 사회ㆍ심리적 환경 등으로 세분되기도 한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는 ‘학교환경’이라는 용어보다는 ‘학교분위기’, ‘학

교풍토’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학교안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연구보

다는 그것을 제외하고 연구한 경우가 많았다. 박용헌(1987)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분위기 구성에 있어서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였는데 

학교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학교의 특수한 교육목표, 학교 구성원의 성

격, 인간관계 유형과 상호작용과 같은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박

병량(2003)의 연구에서도 학교분위기를 다차원적으로 보고 있는데 물리

적 측면, 구성원 및 사회적 측면, 조직ㆍ구조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환경을 물리적 측면을 배제하고 사회ㆍ심리적 측면에 더욱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으며 이는 인간-환경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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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심리학적 환경이 물리적 환경보다 더욱 강력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견

해가 우세하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온 경향이 있다(김경식, 

1999). 학교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되느냐

에 따라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이끄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연구(Brand, 

Felner, Shim, Seitsinger, & Dumas, 2003)나, 학교분위기가 학생들

의 자아개념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연구(Kuperminc, Leadbater, & 

Blatt, 2001), 학교분위기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공격성, 

학교 폭력 등의 문제행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연구(김은영, 2008; 김정

효ㆍ김정아, 2000)등은 학교환경을 물리적 환경보다는 심리적 환경에 

주목하여 학교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적인 영역 또는 규범이

나 제도 등 보이지 않는 학교체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강조되어온 사회ㆍ심리적 환경의 범주

뿐 아니라 다문화교육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물리적 환경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에 물리적 환경과 사회ㆍ심리적 환경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자 한다. 물리적인 환경으로서 학교 시설이나 환

경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교육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최대한 교육 친화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풍토’, 또는 ‘학교분위기(school climate)’  우리나라에서 

학교환경, 학교풍토, 학교문화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진위교, 

1995; 김은영, 2007 재인용) 이와 유사한 용어로 학교문화(school 

culture)도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학교문화는 학교의 일상적인 생활 속

에 존재하는 신념과 기대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학생, 교사, 행정가 및 학교의 다른 직원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규범이나 신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위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Dupper, 2003, 한인영외 공역 재인용).

  학교환경을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의식적ㆍ무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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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심리적ㆍ사회적 제반조건 및 자극의 총화라고 규

정하기도 하는 연구(이은정, 2002, 재인용)가 있으며, 강상진, 이종성

(1996)은 학교환경을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요인으로, 즉 교장의 

리더쉽, 교사의 자율성, 교사협동을 포함시키고 있다(이상균, 1999 재인

용). 정범모(1968)는 학교환경 및 학교분위기를 제도 내의 각종 대인관

계를 규율하고 있는 역할기대의 체제이며 이러한 역할기대가 합쳐져서 

학교의 분위기나 전통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교환경은 물리적, 사회ㆍ심리적 환

경이 포함되며 학교분위기라고 불리는 학교환경이란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들이 학교의 이러한 요소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학교환경을 다음의 요인들

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교환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와 

범주를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elly(1986)는 교사와 학생과의 상

호작용, 교내환경의 안정성과 유지보수, 교장의 지도감독능력, 학생들의 

학업지향이나 행동가치 등, The Florida Institute of Education(2002)

은 학생들의 특별활동 참여도, 동료들과의 관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애

정, 물리적 환경, 갈등을 해결하는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 학생들의 학교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의 참여, 상담서비스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Benbenishty, Rami(2005)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학교규범과 

규칙의 명료성 및 학교정책의 일관성, 학생들의 학교정책에 대한 의사결

정참여, 학교 측의 물리적 환경 관리 등, Gottfredson(2005)은 교칙의 

공평성 및 명확성, 교사와 학생사이의 상호작용, 학교 내의 질서나 규율, 

동료들과 긍정적 관계, 학교에 대한 애착을 포함시키고 있다. 

Noonan(2004)은 교사와 학생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학교정책의 일관

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지도감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을 종합해 볼 때 학교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ㆍ심리적 환경으로 구분

할 수 있겠다.

  Glen(2009)이 제시한 학교의 교육적 표준 환경에 관한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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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적 상황과 학생들의 신체 

• 제공된 공동체에 대한 상세한 기술

• 장소(위치) 및 장소의 시설

• 학교 제도에 반영된 교육적 철학

•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 교육문제와 교육방법적 유행

• 기술의 효능

• 공간 요구 면적

• 시설들의 기능적 관계

• 국어, 과학, 체육, 미술, 기술교육, 음악 과목 등의 특성화 교육시설

• 실내 및 실외 후생(복지)시설

• 다목적 용도의 건물

• 가구와 장비

• 식물을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

• 주차장과 교통시설

• 시설 보안

• 시설의 지역사회 이용

다음과 같다.

<표 4> 학교의 표준 환경 내용

(Content of Educational Specirications)51)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듯, 학교를 구성하는 요소는 각종 상황부터 시

작하여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시설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

며, 각각의 요소들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과 사회ㆍ심리적 환경 요소는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적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학교환경은 접촉과 참여, 경험이 절대적인 다문화교육에서 지니

는 의미가 중대하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51) Glen I. Earthman, 『Planning Educational Facilities』3rd Ed., 2009,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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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는 가운데 동등한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교육환경 및 문화자체가 다문화적이어야 한다(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2010: 232). 즉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및 교실환경’이 다문화

교윢의 전제이자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학교와 교사는 다양한 

학생들로 조직된 그들의 교실에서 불평등과 편견을 줄이고 문화적 다양

성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

교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체재 정비 및 

개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Gollnick과 Chinn(2006 ; 5)은 다문화교육을 “효과적인 교실 수업과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는 교육 전략”으

로 이해하면서, 학교와 교실이라는 장소가 일종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무

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라는 무대를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교육 즉, 

다원성, 평등, 정의, 민주주의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이다.52)

      (2) 다문화 학교환경의 구성 요소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학교환경의 구성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

를 보이지만 공통적인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교

육적 기능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두 번째 사회ㆍ심리적 환경이다. 

  먼저 물리적 환경은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가운데 교육 또는 학교

의 기능과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성, 설치, 건축된 물적 조건

(physical setting)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물리적 환경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학교의 기능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구성ㆍ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은 교육활동 이전과 과정

에서 다문화교육 목표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교지, 학교건물, 설비, 교실 

52)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2013, p.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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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물리적 환경의 특징과 내용

ㆍ 충분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

고도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함, 규모도 충분히 커야 하며, 조건

도 적절해야 함

ㆍ 적절성

 학교시설의 유형이나 모습이 적절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

해야 함, 학생들의 심리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색깔, 조명, 내

부시설, 비품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적절한 학습분위기 조성

할 수 있어야 함. 기능적으로 관련된 공감은 무리지어 배치하

거나 음악실, 도서실과 같이 인접해서는 안되는 공간은 분리

시켜 배치하되 이동시간, 안전 및 위생등을 고려해야 함

ㆍ 안전성 
 위험한 자동차나 소음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사로나 

계단 및 복도 등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및 각종 시설, 기기, 교재, 교구 등이 모두 포함되며, 외곽시설과 내부시

설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곽시설은 지적(land)시설과 건물

(building)시설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형태의 공간, 즉 토지인 지적 시설

에는 교사대지, 체육장, 실습지 등이 포함되고, 건물시설에는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강당, 체육관 등의 건축물들이 포함된다. 내부시설은 

외곽시설 내에 설치되거나 구성 및 비치되는 시설로 교구, 설비 등이 이

에 포함된다.53)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은 교육적 성장을 위한 아동과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시설이므로 다른 여타 시설과는 그 중요도를 달리 생각해야 함

은 물론 학교의 물리적 환경의 충분한 계획과 확보가 다문화교육활동의 

중대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특히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타의 시설과는 다른 시설, 건축, 공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Castaldi(1993; 주영주, 2000 재인용)는 다음의 특성을 학교 시

설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표 5>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지녀야 할 특징(주영주, 2000)

53) 주영주, 『첨단매체를 활용한 교육환경』, 2000, p.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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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건강성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조명, 난방, 환기, 급

수 및 위생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위험물질로부터 격

리, 위생적인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추어야 함

ㆍ 편안성
 안락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명, 온도와 습도, 좌석, 

색상, 환기, 음향 등의 환경이 고려되어야 함

ㆍ 융통성

 시설에 변화가능성을 부여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새

로운 프로그램의 전개등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사 및 

교지의 개편이 가능해야 함

ㆍ 효율성

 학생들의 통행량, 시설의 이용편의, 소음지역의 격리 등을 고

려하여 수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거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자

료 보관, 취급의 효율성 및 통행의 효율성 고려

ㆍ 경제성
 소요와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의 교육적인 가치와 효용적

인 가치의 극대화

ㆍ 확장성
 미래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가능성을 고려, 학생인구의 확장

이나 교과과정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함

ㆍ 축소성
 학생수나 교과과정 변화에 따른 여분의 공간이나 유휴시설의 

활용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대비책 필요

ㆍ적응성

 교수-학습방법이나 학습집단의 편성 등에 따른 변화에 용이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 주어진 시설에 새로운 기능이 

수용될 수 있어야 함

  학교환경을 구성하는 다른 한 가지는 사회ㆍ심리적 환경이다. 앞에서 

기술했던 Banks(2008)의 다문화교육 구성요소 중 다섯 번째 요소였던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문화와 조직(empowering school culture)

을 비롯해 다문화적인 학교가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의 특성54)이 바로 

사회ㆍ심리적 환경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ㆍ심리적 환경은 학교환경을 설명한 개념 중 ‘학교풍토’ 또는 ‘학

교분위기’ 개념과 가장 유사하며, 물리적 환경 요소를 제외한 제도 및 

관계, 인적자원, 문화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학교다문화분위기 개념에 

54)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높은 기대수준과 긍정적 태도, 다양한 문화ㆍ종족ㆍ양성 집단들의 경

험ㆍ문화ㆍ관점을 반영하는 공식 교육과정, 교수의 적절한 교수스타일, 학생들의 다양한 모국

어 존중, 다양한 집단의 관점을 반영한 교수자료, 문화에 민감한 평가와 검사절차, 문화 및 종

족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학교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 상담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높은 기대수

준과 긍정적 도움, 이상 8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Banks, 2002,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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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의 관계

(각 요소에 따른 다문화가정학생과 비다

문화가정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학교체제

(각 요소와 관련된 교사, 학교의 규

범 및 제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동등한 지위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

생들간에 일방적인 차별이나 배

제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관계

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감이 

동일하고, 공정하게 대하는지 여

부와 학교규범 및 제도가 학생들

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공정한

지에 관한 인식

친밀한 교류

학교생활에서 일회적이고 표면적

인 교류가 아닌 자발적이고 지속

적으로 서로를 수용하는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

식

학생집단간의 친밀한 교류와 관

련된 교사의 태도와 학교의 규범 

및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상호협력

수업과 수업 외 활동 모두를 포

함한 다양한 학교활동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

학생집단간의 상호협력과 관련된 

교사의 태도, 학교의 규범 및 제

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지지적 규범

학생들간에 존재하는 표면적ㆍ암

묵적 규범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집단 간 관계를 향상시키도록 지

지하고 지원하는 형태인지에 대

한 인식

교사를 포함하여 학교 규범 및 

제도 등이 학생들간의 이해 및 

관계 향상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대해 연구한 결과(고경은, 2010)를 보면 위에서 밝힌 접촉이론을 통해 

적용된 구성요소 4가지로 밝힌바 있다. 동등한 지위, 친밀한 교류, 상호

협력, 지지적 규범 이 그것인데 이는 다른 학교분위기 이론에서 제시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 영역과 교사 및 학교의 규범, 

제도 등의 학교체제 영역이 통합되어 구성된 것이다. 

  <표 6> 학교다문화분위기 구성요소와 영역 (고경은, 2010)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교사 및 동료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학습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가 조성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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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정화, 박윤주, 설규주, 2010; 233). 이때에 개별 교실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개별 교사들이 문화 다양성 및 

소수집단 학생들에 대해 갖는 태도와 이러한 태도가 반영된 교실의 분위

기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잠재적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측면에

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수집단의 학생들을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

육에서는 개별 교사들에게 자신의 교실에서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인정되

고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교사들이야 말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이다. 교사들의 구체적인 교육 행위가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 방식, 신념, 사고, 가치관, 지

식, 경험,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 등 교사 내적인 변인이 구체적인 환경

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다문화 학교환경의 교육적 접근

      (1) 다문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Banks(2002; 19)는 다문화적 학교가 갖추어야 할 특성 중 공식 교

육과정에 다양한 문화, 종족, 양성 집단들의 경험, 문화, 관점을 반영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 형식적 교육과정은 학교와 교실을 둘러싼 외적ㆍ내

적 물리적 환경과 사회ㆍ심리적 환경 속에서 계획되고 실천되는 교육내

용의 총체이므로 교육과정 계획과 실행의 모든 단계에서 다문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다문화적 요소의 의도적 투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다문화 학교환경에 관한 개별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학교환경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가장 유사한 영국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

원체계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2004년 영국에서 실시된 EMAG55) 사업 평가 사례를 통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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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소수인종 출신의 비영어권 이주학생을 성공

적으로 지원한 학교들이 선정되었는데 이들 학교들은 상이한 교육환경과 

전략에 따라, 이주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맞게 지

원하고 있었다고 한다(김진희, 2011). 특히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교들

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성공원리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Ofsted, 2004, 재인용).

 

 ㆍ 다문화가정 학생의 높은 학업 성취(high achievement)

 ㆍ 동등한 기회제공(equal opportunities)

 ㆍ 교내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valuing of cultural diversity)

 ㆍ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provision of a secure environment)

 ㆍ 인종차별 근절의 중요성 강조(importance of challenging racism)

 ㆍ 소수 인종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업무를 학내 중심부로 배치        

     (centrality of EMA work)

 ㆍ 학부모 및 지역커뮤니티와의 파트너쉽 형성(partnership with parents and  

      the wider community)

  영국의 사례에서 대부분의 다문화학교나 정책에서 언어교육에 몰두하

는 반면, 이런 학교들은 다문화 교육환경을 활용한 교육경쟁력을 도모하

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총체적인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필요를 반영

한 교재를 개발하는 교육과정적 노력과 문화다양성을 학생들이 긍정하고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와 어울림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인 학업능력의 신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 하다는 것이다.56) 우선적으로 학업신장을 위해 교육적 요소들

55) 영국 교육부는 이주배경을 가진 소수인종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하고 이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소수인종 성취장려금(Ethnic Minority Achievement 

Grant)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영국 전역의 학교의 교육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관

리해 오고 있다(김진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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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치하고 결과에 치중하는 악 순환적 구조가 아닌, 다문화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제공한 뒤에, 자연스레 바람직한 교육의 

효과를 얻어내는 선 순환적 구조로 체제 자체를 개선한 것이다. 

  학교의 중핵적 업무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면, 학교

가 모든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접근성을 높이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돌보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접촉환경을 면

밀히 살펴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영국 ‘Wilbury’ 초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도록 맞춤형 교수법을 개발하면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학교문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의 거의 모든 교사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EMA 부

서의 구성원이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을 지원

하는 업무가 학교에서 교사가 기피하는 주변화 된 직무가 아니라, 학교

의 중핵적 업무로 인식되어 교사들도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의 적응과 

학력향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과정에서 

교재개발과 교육과정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교사들은 부서 간 학습공동체

를 조직해 우수한 학습교재나 교수 학습 기법을 공유하고, 동료교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자가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바람직한 교직 문화가 생성

되었다. 이를 통해 보다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풍토로의 개선이 가능했다

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낸 학교들의 특징은 결국 학교

-가정-지역의 환경적 연계 구축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발견되는 것이 학부모의 높은 참여(high 

level of parental participation)과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로 밝혀졌다

고 한다.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학교와 접촉하는 것 자체

가 새로운 경험인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소통공간을 

56) 김진희, “영국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 다문화교육연구, 2011,제 

4권 제 2호, p.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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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두었으며, 지역 내 다양한 활동, 스포츠나 문화학습, 여성단체 등 

에 초대하여 환경과 격려의 긍정적인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한국의 교육 상황이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상적이고 단명한 해답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일반화된 방식

은 아니다. 다문화사회의 배경과 분위기가 다르고, 구성원의 특성이 다르

며, 교육체제 또한 복잡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히 이러한 사례

를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을 순 없다. 다만 교육소외계층인 중도입국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실현하는 방식이 우리의 

다문화교육현실에 적용할 시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여기서 다문화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방식은 

Bennett(2007)이 제시한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와 방법이나 

핵심적 학습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Gay(2004)의 ‘다문화교육과 핵

심적 학습 기술 통합 모델(Integrative Multicultural Basic Skills; 

IMBS)'등을 대표적 방법으로 들 수 있겠다. 특히 IMBS 모델은 다문화

교육이 기본적인 공부의 기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맥락과 텍스

트 자체로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문화

교육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다. Gay는 세 가지 동심원 구

조를 들어 이 방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일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든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친화적 환

경과 참조의 지침으로 다문화 자원, 즉,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모든 종류

의 교육내용-다원적 성격의 글, 관점, 경험, 역사, 문화 등-이 제공되어

야 한다57)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교육의 모든 내용과 측면이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그 안에 포함되고, 실현될 수 있는 방향과 장치를 

미리 고려할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은 물론, 학교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57) 원진숙 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pp.92-93 참조



- 55 -

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갖춰진 후에야 비로소 학생들의 다양

한 특성과 필요 및 요구에 맞춘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 실현이 가능

하다는 결론점에 도달할 수 있다. 

      (2) 다문화 학교환경의 교육적 의의

  Allport(1954)는 인종간의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여 상호 의존하는 형태의 접촉이 일어나야 함을 제

안하였다. 공통된 목표를 공유한 채 일어나는 상호협력은 인종이나 문화

의 차이를 넘어서게 하며, 두 집단 간의 편견과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상호협력과정에서 협력하는 가운데, 일종의 그 역할과 일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인종의 차이보다는 서로의 공통점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서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촉이론적 접

근은 다문화 학교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는 공통된 목표를 인지하고 다함께 협동할 수 있는지 결정될 수 있는 조

건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기술했던 다문화 학교환경 중 

사회ㆍ심리적 환경요소 중 ‘상호협력’과 ‘친밀한 교류’라는 행동 및 정서

적 측면과 ‘동등한 지위’라는 인지적 측면에서 제고해 볼 수 있는 부분

이기도 하다. 학교에서는 다문화로 통합된 학교환경 자체로 다문화교육

의 목표를 지향하고 실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한 Bennett(2007)의 조건을 추가하자면 이러한 상호 교류와 실천

적 접촉이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이지 않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친밀한 형태의 접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문화교육은 체계성과 

지속성, 단계성을 지닌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

합한 내용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되는데 특히 앞서 지적한 교육과

정, 특히 잠재적 교육과정이 충분히 고려된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효과

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Banks(2002; 19)의 학교문화와 잠재적 교육과

정은 문화 및 종족적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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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나 학급현장에서 다문화정책과 일관된 연장선상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 자체가 다문화 

친화적 사회ㆍ심리적 환경을 만드는 일에 해당할 것이다. 학교 곳곳을 

다문화관련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소모적인 낭비같아 보일 지라도 이를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꾸미는 과정에서 이미 다문화교육은 실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주체가 구성한 다문화 교육적 환경은 상호문화교육이 가능하고, 

공감과 의사소통, 교류와 공존을 전제한다. 즉 다문화 친화적 환경 안에 

생성되는 학교와 교실이라는 공동체는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양

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인격적 만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교라는 공

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가장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으로 변모하

게 되는 것이다.

  Villegas & Lucas(2002)는 다문화교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요구

되는 태도로서 사회문화적 의식, 학습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 학생들

에 관한 폭넓은 이해,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태도, 변화의 원동력

으로서의 헌신과 기술, 문화감응 교수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박휴용, 2012). 추병완(2010, 114-118)은 문화감응 교수법의 원

리를 바탕으로 교실환경 구성과 학생들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 수업설계

를 위한 전략으로써 문화적으로 매개된 수업과 학생 중심적 수업, 적절

한 비계설정과 협력학습의 기회 부여 등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중 가장 이상적인 목표와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실제 경험

을 통한 다원적 태도 형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학무모의 실제 다문화수용성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자각

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수용성은 친구, 학부모, 교

사가 소수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청소년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주관적 지각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실행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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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는 실제 경험을 통해 다원적 무지를 깨는 교육내용이 필요하

다. 

  그러나 실제적 체험으로 모든 다문화 교육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

실적인 교육여건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범

주를 각각의 학교와 학급에서 적용하기에 실천적 체험 보다 간단한 영상

이나 이야기가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

육환경이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매개체가 될 수 밖에 없기

에 이것이 가진 교육적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문화 교육환경은 어떠한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한다기 보다, 다양

한 변수선정을 통한 개별 학교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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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사례 연구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유의미한 학교환경에 대해 탐구하고 그 내용

을 파악하여 교육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질적 연

구, 특히 사례연구를 통해 실시한다.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한 심층

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특정 사회적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방법이다(김윤옥 외, 2009). 사례연구의 

경우는 단일사례 혹은 복합적인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본 연구는 4개 학교와 각 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여 각 학교의 다문화 학교환경의 내용에 대한 심

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기

술적 사례연구, 설명적 사례연구, 인과적 사례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ㆍ설명적 사례연구 방법의 절충적 방식 통해 연

구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자료수집원이 다양한 만큼 문서나 문서기록, 관찰, 물리적 

인공물 등이 자료로 이용가능한데 이때, 질적 연구방법론의 대표적인 방

법인 문화기술지(ethnography)의 기술 및 분석 방법인 관찰과 면담 방

법을 통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는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두며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융통적이고, 자료

가 창출되는 사회적 맥락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엄격한 표준

화 및 구조화가 어렵고 분석과 설명방법에서도 여러 세부사항과 복합적

인 측면,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58). 즉, 본 연구의 특성상 ‘학

58) Jennifer Mason, 『질적 연구방법론』,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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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경’이라는 범주를 명시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측정 

및 수치화 할 수 없고, 연구 사례 및 자료를 표준화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자료는 융통적이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ㆍ기술한다.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는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완숙한 이해를 창출해 내는데 목적이 있듯, 본 연구도 다문화교육에 적

합하며 친화적인 학교환경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학교 및 교실환경 및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개발된 이론은 현 교육상황에 적합

한 기능적 이론이 될 수 있다(Glaser & Struss, 1967). 즉 미리 설정

된 가설이나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얻

어진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중에 가설이나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상 다문화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학교환경이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 또는 개념 및 내용 등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므로 이론검증의 연구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틀을 사용하되 가능한 연구문제에 

집중된 새로운 내용을 탐색하고 발견하는데 의의를 두기에 사례연구가 

본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방법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에서 학교 및 교실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기

본 전제(명제)를 설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선택하고, 

사례의 관찰과 면담을 통한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하고 이에 알맞

은 학문적 함의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친다. 연구자의 자료 수집은 연구

자의 세계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연구자가 서로 다른 세계관이나 철

학,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유사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더

라도 선택되는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다. 문화인류학자

와 사회학자들은 관찰이나 면담과 같은 자료수집방법을 선호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교육학자들은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분석을 문화기술지와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이용

숙, 1992 : 김윤옥 외, 2009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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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대표적 방식인 관찰과 면담법을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2. 사례 선정 

  본 연구는 크게 학교환경 및 교실환경, 교사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학

교 선정 및 교사선정을 중시한다. 양적 연구의 통계적 표집과 비교할 

때, 질적 연구에서 실시되는 이론적 표집이나 의도적 표집은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자신의 분석, 이론과 표집활동이 상호작용하도록 조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표집 전략은 연구자가 자료를 통해 선험적 이론을 

연역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론을 창출하고 검증하

는 귀납적인 논리의 과정을 중시한다(Jennifer, 2002). 

  연구사례로 선정한 학교는 대전 시내 초등학교 2곳 및 서울시내 중학

교 2곳이다. 해당 학교에 교사 1인을 인터뷰 하여 학교환경과 교사인식

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교사의 경우, 다문화 교육 연구, 즉 강의나 

집필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

사로 한정,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본적인 다문화 교육에 관한 지식

과 소양 및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연구목적에 적합하며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의 목적은 면담을 한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이지 

연구자가 임의대로 연구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

제하려는 것이 아니다(Van Manem, 1990, p.22). 이 방법을 통한 질적 

연구의 목적은 양적 연구에서처럼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신에 연구자가 해야 하는 중요

한 과제는 면담을 통해 수집한 누군가의 경험을 최대한 자세하고 깊이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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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그들의 면담을 통해 얻어지는 내용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Campbell과 Stanley(1963)은 이것을 외적타당도의 문제로 

설명하였다. 즉 본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의 결과가 보다 많은 

대상들에게로 일반화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화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선

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정에서 일반화나 대표성의 문제보

다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나 특성이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다.60)

  학교는 이와 조금 다르게,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을 선정, 2가지 

학교급 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포괄적인 학교환경에 대한 자료를 얻

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다른 두 곳의 학교

를 선정하여 대조적으로 비교해 보고 연구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찾고자 하였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특징으로 간주한 것은 

같은 행정구역상에 위치하되, 지리적인 위치가 매우 상이하고, 지역주민

의 소득 및 학력 격차 역시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곳을 선정하여 비교ㆍ

분석할 수 있도록 의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중 다문화 관련 연구ㆍ시

범학교이거나 또는 학교 및 교실환경을 특징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학교

로 선정하였는데,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은 모두 다문화시범ㆍ연구

학교로 선정하되, 교실과 학교환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

를 선정하였고, 중학교 1곳은 학교와 교실환경자체를 변화시켜 시범운영

59) Irving Seidman, 박혜준ㆍ이승연 역,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2009, p.115
60) 실험연구나 준 실험연구의 경우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무선

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큰 크기의 표본이 무선으로 선정

되거나 층화표집을 통해서 선정된다면,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심층 면담 연구에서 무선 표집은 불가능한 방법이며, 층화표집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기 

어렵다. (Irving Seidman, 박혜준ㆍ이승연 역,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2009,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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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명
교직경력

(연령)

학교별 

역점사업

(2013년 기준)

다문화관련 교직 실무 및

특이사항

A

(초교)  
○○○ 6년(29)

다문화교육

(예비학교) 

정책 연구학교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3년

일반 다문화학급 담임 3년

B

(초교) 
△△△ 10년(33)

다문화 

특별학급운영 

시범학교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 2년

일반 다문화학급 담임 1년

C

(중학교)
□□□ 23년(52)

교과교실제 

선진형 

연구학교

다문화관련 도서 편찬

다문화관련 교사연수 출강

서울시교육청 국어과 수석교

사(2011~ )

D

(중학교)
◇◇◇ 17년(42)

사교육절감형 

창의ㆍ경영학교

다문화연구시범학교 3년 근무

다문화센터 출강 및 다문화교

육관련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 

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학교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 유의미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 사례로 선정한 학교와 교사의 익명성 보장과 명칭의 혼선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두 곳은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학교를 ‘A 초등학교’, 대

전 유성구에 위치한 ‘B 초등학교’, 중학교  두 곳 중 동대문구에 위치한 

학교를 ‘C 중학교’와 송파구에 위치한 학교를 ‘D 중학교’로 명명하기로 

한다. 

 <표 7> 연구사례 대상 학교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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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료 수집 

  연구 자료는 선정된 연구대상 사례의 관찰 및 면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관찰(observation), 특히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란는 

용어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주변상황에 치중하여 내부적인 현장

(setting), 상호작용, 관계, 행위, 사건 등의 측면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자료를 창출해 내는 방법을 일컫는다. 관찰과 참여관찰의 대상에는 공간

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험적, 감정적, 신체적 측면도 포함된다(Coffey, 

1999; Jennifer, 2010 재인용).61)

  학교 방문 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연구과제 관련 보고서와 같은 해

당학교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미리 학교의 물리적 환경

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은 보고서 및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특징은 교사면담을 통해 수집하되, 학교에서 발

간한 연구보고서가 있는 경우 내용을 참조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직접 

관찰 및 직접 찍은 학교와 교실환경 사진을 재관찰하여 기술하였고, 사

회ㆍ심리적 환경에 대한 내용을 일체 교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얻었으므로 

연구대상자의 주관이 개입되어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운영하는 교육과

정과 교육활동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보충자료로 사용되므로 최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먼저 물리적 환경의 관찰기준은 학교시설에 관한 연구에 나온 학교의 

물리적 환경의 특징(표-5)을 참조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사

회ㆍ심리적 환경은 연구대상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61) 사회과학에서 관찰이나 참여관찰을 통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특히 문화

인류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게 그러하다. 흔히 ‘민속학’(ethnography)이나 ‘현장연

구’(field research)는 관찰을 기본적인 연구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Jennifer 

Mason, 김두섭 역, 질적연구방법론, 2010,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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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므로 모든 면담대상자는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

고 반응의 결과는 서로 비교될 수 있다. 반면 비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

가 하고자하는 질문은 알지만 면담자의 답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주로 이

용하는 방법이다.62)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 2명, 중등교사 2명 총 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주로 개방적 성격의 질문

이 많고 교사들의 근무환경과 여건이 모두 다르기는 하나, 연구 목적에 

따른 구조적 질문을 배제한 채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구

조화된 면담의 방식을 취한다.63) 즉, 사전 제작된 면담 질문지를 기본으

로 하되, 하위 항목에 맞는 추가 질문을 실행하여 면담 중 내용이나 맥락

상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사전에 배부하여, 

직접 면담 전에 교사들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위의 방식을 기본으로 학교방문과 인터뷰는 총 3단계에 걸쳐 각 학교

와 교사마다 동일한 과정에 의해 진행되었다. 1차적으로 직접 면담 이전

에 사전방문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방문 일정을 잡고, 연구목적 및 연구

내용 전반에 관한 설명을 위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면담을 실시하였

다. 이후 실제 사례연구를 위한 학교 방문 및 교사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과정인 직접 방문 단계에서 학교 및 교실환경 관찰과 직접 면

담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수집하지 못했

던 부분의 자료나 인터뷰를 재방문 또는 온라인상에서 추가로 진행하는 

62) 김윤옥 외, 질적연구실천방법, p.49 참조

63) 면담은 질적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질적면접’은 심층적(in-depth)이

고,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또는 느슨하게 구조화된(loosely structured) 형태의 면

담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간혹 비구조화된 (unstructured) 면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

지만, 면담에서 어떤 형태이든 구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반대로, 구조화된

(structured) 면접에서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dl 질적 면접을 구성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면접의 논리, 근거와 접근방법은 질적 방법론이 아닌 양적 

조사방법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Jennifer Mason, 김두섭 역, 『질적연구방

법론』, 2010,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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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4개 학교, 각 교 1인의 

교사, 총 4인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회~2회의 학교방문

을 실시하였고, 2회~3회의 간접접촉방식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으로 필요하다

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회귀적이며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이다(김

병하, 1992). 즉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다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 따라서 관찰과 면담의 사례를 계속하여 정리하고, 내용별로 재구

성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환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견하고 재수집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대한 교사의 설명 또한 첨부하였다. 교사 면담도 

인터뷰 이후, 녹취자료 정리과정에서 의문이 들었던 사항이나 일부 모호

한 진술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도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 내용을 최대한 분명

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을 동시에 쓰는 까닭은 두 가

지 방법의 장점을 취합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문화기술적 연구의 가

장 큰 특징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낌으

로써, 즉 체험을 통해서 연구하는데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상을 조작

적으로 분리하여 변수화 하지 않고 총제적이고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최

대한 ‘있는 그대로’를 다룬다(조용환, 1999). 그런데 문화기술적 방법은 

흔히 장기간의 관찰기간을 조사방식으로 삼는 것이 기본적인데, 학교환

경이나 교실환경은 이미 그 학교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인이기에 객관적

인 자료가 존재하며, 사회ㆍ심리적 환경은 교사와 학생들만이 인지할 수 

있는 분위기나 풍토이므로 사례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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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사례연구와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연구장면(장소, 참여자, 사건,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함께 이슈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

석한다(김윤옥외, 2009). 연구목적을 위해 선정한 연구장소와 목적 표

집에 의해 표집된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

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Miles와 Huberman이 제안한 연

구장소(setting), 연구 참여자(actors), 관찰될 활동이나 사건(events), 

자료수집의 초점(process)등의 네 가지 중심요소별로 수집될 자료와 방

법을 기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인데(Creswell, 2003) 이에 대한 내

용은 다음 장의 연구 발견과 논의에서 연구 영역에 따라 자세히 밝히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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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발견 및 논의

  1. 연구 발견

    

     1) 다문화 사회와 학교환경의 관계

 본 장에서는 사례연구로 수집된 관찰, 면담자료를 다문화 사회와 학교

환경의 관계에 따른 하위주제 별로 정리ㆍ분석하여 연구내용을 서술하고

자 한다.

    

      (1) 지역사회와 학교환경의 관계 

  연구대상이 되었던 4곳의 학교는 각기 다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

으며, 지역적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흔히 학교에

서 ‘학교 환경’이라 불리는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주된 직업군 등을 포함

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다소 배치되는 학교인 것이다. 

  먼저 A 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대전 과학연구단지 내에 위치하여 주

변의 많은 연구원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이다. 부모의 해외 근무

로 외국에 살다가 귀국한 학생들과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을 연구하기 위

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하여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장기간의 해외생활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곤란,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의 이질성, 과밀한 학급 

인원수, 획일화된 학습 환경 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학교는 저, 중, 고학년의 3개의 특별학급과 한국어 기초를 다져주는 

1개의 무학년제 특별학급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B초등학교는 대전시 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도심 지역에 해당하여 

도시 발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여전히 도시 현대화사업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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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13년부터 대전광역시지정 다문화시

범학교로써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였고, 2012년에는 다문화교육 글로벌선도학교였

던 연혁이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고, 학부

모의 소득수준이나 학력이 낮은 수준에 속하며,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 원룸 등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다문

화가정의 자녀와 외국인이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편인데 A초등학교와

는 달리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많은 편이며, A초

등학교 보다 부모의 출신국이 아시아계가 더 많다는 특징이 있다.  

  C 중학교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주변에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학교주변이 재건축 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어 어수

선한 분위기였다. 전체학생 814명중 국민수급 기초 대상자가 전체 학생 

수의 약 4.8%,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로 저소득층 및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

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

터, 다일공동체)과 인접해 있고 MOU체결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가 학

교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의 자체 통계 및 분석에 의하면 저소득층과 결손가정 학생 비율이 

높아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학

교의 돌봄 기능이 많이 요구 되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

고, 학교의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운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

고 있는 실정이다. 

  D중학교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고, 교통 및 쇼핑, 주민 편의시설이 청결하게 갖추어진 

주거용용지가 대부분인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부모의 소득수준

이 매우 높은 편이며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에 관해 관심이 많으며, 다양

한 시범학교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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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인해 교육열이 매우 높아서 2009년 8월 기준 학교 자체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전체 학생의  88.6%에 이른

다. 따라서 이 학교는 지난 2009년부터 교육부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

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에 대

한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사교육절감형 창의ㆍ경영학교를 더불어 운영하

고 있기도 하다. 

  사례 조사 대상이었던 학교들은 모두 서울과 대전이라는 대도시에 위

치하였고 거리 및 행정구역상 다른 곳에 위치한 학교였으나 각기 다르거

나 공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대전의 A초등학교와 D중학교는 학

생ㆍ학부모의 특성 중 소득수준, 학력, 사교육율로 보여지는 교육열이 

높은 편이며, 주변의 지역적 환경이 아파트와 주거용 주상복합주택, 주

민편의시설이 풍부하게 입지해 있는 공통적 특징이 보고 및 관찰되었다.  

  반면, 대전의 B초등학교와 서울의 C중학교의 경우는 구도심이라는 공

통적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낮은 경제력과 학력이나 교통 및 편의시설, 

시장, 주택 종류가 복합적으로 위치해 있어 현대화 사업이 요청되는 곳

이라는 점이 비슷했다. 

  이러한 학교 환경 중 물리적 특성은 다음에서 기술하겠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구도심에 위치한 학

교일수록 리모델링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되어 학교의 내ㆍ외관이 훨씬 더 

깨끗한 인상은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수가 A, D학교가 훨씬 더 많

았기에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실부족 현상이 더 많이 발견 되었다. 다문

화학교와 교실환경에 반영되는 기타 제반시설에서는 별다른 차이점 없

이, 학교의 연구 및 시범 사업의 특색에 맞게 꾸며놓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특성은 학교의 사회ㆍ심리적 환경에 분명히 반영된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교사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자세한 논의는 다음에서 이어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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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환경의 특징과 구성요소

  외국의 다문화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학교전체가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풍토 조성을 위해 효과적인 다문화학교 평가기준들을 마련하여 학교평가

에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에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나라별로 인적ㆍ

물적ㆍ심리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최충옥, 2009). 

  연구 대상 학교들의 다문화 학교 환경 중 물리적인 환경의 특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4학교 모두 물리적 환경이라 했을 때, 크게 학교 건물

과 운동장, 체육관과 같은 다목적실 시설, 화단, 운동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4학교 모두 크기나 시설 개수가 다를 뿐 비슷한 구

성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A학교는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한 다문화특별교실, ‘귀국아반’ 을 

운영하는 다문화연구시범학교인데 총 32개의 학급이 있는데 일반학급 

28개, 다문화특별학급 4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외국인자녀나 한국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

시키는 무학년제 특별학급이 따로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학교의 외적환경구성을 보았을 때, 운동장과 운동장 바로 옆에 주차장

이 있다.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해 2011년에 운동장 일부를 할애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 앞 뜰에는 벼를 심은 넓은 고무양동이 수  

십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이는 각 지역 특산품 벼를 심어 학생들

에게 우리의 주식인 쌀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라고 하였

다. 학교 내부는 계단과 복도를 잇는 매 층 중간 부분 벽면에 학생들의 

다문화 활동 사진과 학교의 역점 사업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었고 학생들

의 다문화 체험 결과물을 전시해 놓는 전시대가 있었다. 계단과 벽 중간

에는 영어로 된 격언 문구들로 채워놓고 있었다.

  B 초등학교는 학교 현대화 시설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A 초등학교에 

비해 복도와 교실이 넓고 깨끗해 보인다. 학생 수가 적은 편이라 교실에 

책걸상의 간격이 넓게 배치되어 있다. B초등학교 역시 학교 곳곳에 학생

들의 활동사진을 바탕으로 학교의 역점사업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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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매월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중점 주제와 하위 목표가 제시된 대형 

현수막을 학교 외벽에 걸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알리도

록 한다는 점이다.  

  C 학교는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교과교실제’ 시범운영학교였다. 교

과교실제란,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수업시간마

다 교과교실로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학교운영방식이다64). 국어부터 체

육까지 모든 과목의 교과교실과 특별실은 물론,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서실, 상담실, 체육관 등이 있었다. 특별한 점은 교실배치였는데 각 층

마다 학년별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군’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1층은 학

생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고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2학년 중심 교과

교실군, 2층은 교무지원센터, 생활 지원 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3학년 교

과교실군, 3층은 과학교과군을 포함한 1학년 중심 교과교실군, 4층은 예

체능교과군과 특별실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과교실군은 창의ㆍ인성 

및 학생 생활지도, 블록타임 운영, 학교폭력이나 소외계층 지원과 같은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서 계획ㆍ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학교

와 다른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D중학교는 다문화특별교실을 운영하는 다문화연구시범학교였다. 학교

는 크게 건물 3동(체육관 및 급식실 용도 포함), 가건물 창고 1개가 있

다.  정면을 기준으로 동쪽을 제외한 모든 면에 아파트 건물이 밀집해 

있었으며, 운동장은 모래가 깔려있고, 축구골대가 있는 정도의 시설수준

이었다. 건물외관은 조금 낡아 보였고, 내부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

었던 흔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낡고 오래되어 보였다.

  학교 본 건물 2동중 후동 4층 동쪽 끝에 다문화특별교실이 위치해 있

었는데 전담교사가 따로 있어서 상태는 매우 청결하게 잘 유지ㆍ관리되

는 편이다. 이곳은 ‘토의토론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문화특별

교실처럼 다문화수용성 체험교육이 매주 이루어진다고 한다. 

  네 곳의 학교를 방문ㆍ관찰해 본 결과, C중학교를 제외하면 다문화 특

6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제 연구ㆍ지원센터(http://scmc.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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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학급을 운영하는 것 외에 학교환경의 물리적 구성 중 특별한 점은 발

견되지 않았다. C 중학교의 경우는 1층 복도에 학생들의 사물함이 벽면

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만으로 학교의 독특한 물

리적 환경을 인지할 수 있다. 

  학교의 사회ㆍ심리적 환경은 학교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와의 

면담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다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다문화교육과 교실환경의 관계

       

      (1) 다문화 교실환경의 특징과 구성요소

  다문화 교실환경 역시 물리적 환경과 사회ㆍ심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특징과 구성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 교실환경 중 물리적인 환경은 매우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칠판 옆 게시판 게시물, 교실의 자리배치, 자리간의 간격, 교구 및 

교재, 책걸상을 제외한 교실의 여유 공간, 학급 인원수,  등이 있다. 

  A초등학교의 다문화 특별교실은 일반교실의 반절정도가 되는 2곳과 

일반교실 크기 그대로인 교실 2곳 총 4곳이 3.5개의 교실 넓이로 구성

되어 있었다. 다문화 특별학급은 1층에 1,2학년 특별학급과 무학년제 특

별학급, 3층에 각각 3ㆍ4학년, 5ㆍ6학년을 담당하는 특별학급이 위치해 

있었다. 

  1ㆍ2학년을 담당하는 특별학급은 무엇보다 교실에 시각적 자료가 풍

부하였다. 교실 곳곳에 입체 만들기 결과물, 나라별 국기, 한글의 자음과 

모음 포스터, 학생들의 학습결과물 등이 교실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교실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에 학습준비물과 교구들이 많았는데 

주로 책과 전통놀이도구, 여러 가지 학습용품, 악기 등이 바구니에 수납

되어 있는 형태였다. 학생들은 다문화 특별학급에 올 때 교과서외에 별

다른 학습도구가 필요 없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교실 뒷면에는 학

생들의 그림 작품과 간단한 학습지를 게재해 놓는 거치대가 있었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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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수업결과물을 수집하는 개별파일을 비치해 두었다. 

  이러한 교실구성은 다른 학년 특별학급도 비슷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벽면을 장식한 게시물의 성격이 점점 학습내용과 

일치해 가도록 수준을 달리했다는 점이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 교육적 환경구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학급과는 달리 따뜻한 분위기

를 느끼고 한국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게시판, 교구, 수준별 도서를 

비치하여 쉬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예비학급을 따로 설치하여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문화 지원실을 설치하여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가

지 자료를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교는 다문화 학생 및 학부

모를 위해 학급 명패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모두 적어 교체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초등학교 ○○○교사)

  B 초등학교의 경우도 특별학급 및 학급별로 다문화 교육환경을 다르

게 조성했는데 이 학교의 특징은 한국 전통문화 이해를 통한 다문화교육

을 실시하므로 한국 전통문화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 한국의 전래놀이

나 민속품을 게시하였다. 특별학급에는 세계지도, 한국 전통문화 이해 

지도 관련 자료를 게시하였고, 일반 학급은 환경 판에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코너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C중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있어 교실의 특성상 모든 교실마다 

조금씩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층마다 ‘교과교실군’이라는 방식을 

적용, 연계성이 있는 교과와 학년별 생활지도가 좀 더 수월하도록 배치

를 하였다고 한다. 학생들의 전용 교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

적이었다. 교실은 교과 특성마다 꾸며져 있다고 하였는데, 크기는 대부

분 교실 1칸의 크기였고, 문과 칠판, 창문의 구성은 일정했다. 다만 수학

교실의 경우, 개인용 터치스크린으로 문제를 풀고 답할 수 있게 시스템

이 갖춰져 있었고, 영어교실은 영어도서를 구비하고, 시각적으로 영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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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붙여놓는다거나 유럽이나 미국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걸어두는 등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

  교과교실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수업도구나 교실환경이 아주 잘 꾸며

져 있어요. TV, 빔, 스크린 등 멀티미디어도 충분히 새로운 것, 스크린

은 교실특성에 따라 2개씩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두 개를 다 

활용하기도 하구요. 칠판도 보조칠판이 다 있어서 학생들이 각기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죠. 특히 선생님들은 모두 자기 교과교실을 가

지고 있으니까 교육 자료나 결과물들을 계속 축적해놓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잘 되어있는 편이죠.  

(C중학교 □□□교사)

  D중학교의 경우는 일반적인 중학교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교실건물 2동이 앞뒤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운동장 한 켠에 체육

관 시설이 있었다. 다문화특별교실로 사용되는 ‘토의토론실’은 방문 당시 

창의ㆍ인성 축제관계로 모든 게시물을 제거해둔 상태였다. 교사의 설명

에 의하면 토의나 활동한 내용을 교실 뒷면 3분할된 게시판에 모두 게

시하여 학생들이 일주일동안 볼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4곳의 학교 모두 역점사업의 특징에 맞추어 게시물과 시

각자료 위주의 환경구성을 해두었다. 복도의 벽면, 계단 경사면, 천정에

서 내려오는 게시물 등 대부분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작품이나 홍

보물을 게시해 두었다. 다만 A초등학교는 다문화 특별학급이 따로 있어

서 다양한 교구가 비교적 많이 구비되어 있고, 작은 도서관처럼 도서량

도 일반 교실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C중학교의 경우는 교과교실제를 운

영하기에 사물함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 일반교실이 없고, 학생들은 주로 

특별실이나 운동장, 복도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회ㆍ심리적 환경으로는 교사의 수업 및 학급 경영 방식, 학생들에 

대한 기대수준, 학생들에 대한 인식,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감, 교실 분위

기 등 다양한 요소가 있겠으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유의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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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논의하도록 한다. 

  

       (2) 다문화 교실환경과 효율적 다문화교육

  관찰을 통해 얻어진 자료에 의한 다문화 교실환경을 효율적인 환경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실마다 관찰된 특성은 모두 다르며, 각각의 요소

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된 바가 없고, 상관관계를 알

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찰된 내용은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실

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례를 바탕으로 관찰된 바

람직한 교실환경의 특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적 물리적 환경구성은 기본적인 교육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는 물리적 환경구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

다. 일단 잘 갖추어진 물리적 환경은 학생들의 능력을 더욱 쉽게 또는 

더 많이 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

교육에서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계기교육 보다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

육방법이 필요하기에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는 늘 적절한 물리

적 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교실이어야 한다. 학생

의 성별, 학년, 다문화가정 학생 인원수, 학생들의 지적ㆍ정의적ㆍ신체적 

특징, 발달수준 등 기본적인 학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 교실의 구성이 이루어 질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인원수가 많지 않은 것이 의사소통에 더욱 효과적이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효과적이다. 다인수 학급에서 교육적 효과

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의사소통이나 공감을 

요구하는 수업, 신체적 움직임이 요구되는 수업에서는 현재의 다인수 학

급에서 오는 제약이 많은 편이다. 앞, 뒤, 측면이나 학생들의 책걸상 사

이에 여유 공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학생들이 옮겨 다니기에 부족하지 

않은 정도,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학생이 없는 인원이 이상적인 교

실구성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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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과목과 시간, 교육활동의 종류에 따른 자리배치 및 공간이동이 

필요하다. 이는 곧 교사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하며, 다문화교

육은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자유자재로 구성하며 학생들과 함께 이동하

고 바꾸며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다섯째, 학교와 교실환경의 물리적 환경은 끊임없는 관리가 중요하다. 

낡고 오래된 교구는 과감히 없애는 것이 좋다. 이것은 교육환경에 대한 

낡고 어두운 이미지를 재생산 해내며, 오히려 학교에서 새롭고 좋은 이

미지의 교재나 교구를 접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동기유발에도 긍정적

이며, 학교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3) 다문화 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다문화교육과 학교환경의 관계

  면담을 실시했던 대부분의 교사들은 모든 교육활동 시 교육환경이 주

는 역할이 매우 중대하며 그 동안의 학교환경에 대한 연구나 효과적 학

교환경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다. 특히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교육과정 하

위 실천내용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

는 요원했다고 말한다. 교육 활동 자체와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은 학

교현장에서도 수많은 연구와 계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기반이 되

는 학교와 교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동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문화교육과 학교환경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높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세계 여러 문화를 잘 알 수 있게 노출시켜주는 환경에 있다면 

다른 문화를 더욱 익숙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호기심을 갖고 그 문

화를 가진 친구들에게 더욱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도 중요성

을 인지하기만 했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B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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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일반 교사들은 대체적

으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

류문화집단과 다양한 소수문화집단간의 소통과 상호이해를 위해 실시해

야 한다는 의견과 다문화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

정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몇몇의 교사들을 통한 의견이기에 일반화 논

의로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나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

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올바른 다문

화교육인식을 위한 충분한 교육적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

하다는 공통적 인식은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다문화감수성 교재를 집필하면서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반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초코우유와 소보루

빵’ 책에 등장하는 다문화인식수준 그 정도에 그쳐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요. 다문화개념이 너무 없고, 개인적 차이가 너무 심한 편이기도 해요.

국제결혼, 노동자 딱 두 가지 개념으로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다문화 자녀의 인구를 보고 이들이 정치적 권리를 가졌을 때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더라구요.

다문화교육이 단순하고 일관적인 수준이 많은데, 사실 그 조차도 없는 

학교들이 많기도 해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더욱 그런 경험

이 없는 거죠. 다문화교육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교육인식이나 

체제는 너무 소홀하죠.

                                             (C중학교 □□□교사)

                                       

  교사들의 면담을 통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환경의 개발 방향 및 중

요 논의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교육과정 수립 시,  교육과정 전반에서 다문화교육을 위

한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식적 교육과정은 물론 잠재적 교

육과정 요소를 고려하되, 학교의 다문화 교육환경의 현실을 점검하고 학

교의 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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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전달하기 어려운 교육적 내용은 잠재

적 교육과정을 통해 보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문화 인식과 태도는 

오히려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력이 더욱 많이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학교 다문화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학급에 

한두명 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제외하면 다문화적 접촉 경험이 거

의 없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에는 직접 만나게 

하는 요소이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반면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라 해도 ‘난 다문화학생이야.’ 라는 사실

을 드러내지 않는 자연스러운 접촉 속에서, 스스로와 타인을 구별짓는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학교 학생이야.’라는 자연스러운 의

식의 전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때 ‘숨겨진 상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는 거죠.                                      

(C중학교 □□□교사)

  먼저 교직원의 전체적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필요합

니다. 다문화 학생, 가정을 대하면서 교사도 어느 정도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예산)과 

교육과정상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계획된 교육과정 상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은 교사를 준비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문화 교육이 

모두 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학교 환경이 다문화에 친화

적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랑 같을 거에요.

                                                  (A초등학교 ○○○교사)

  둘째, 학교환경은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실환경과 달리 짧게는 

월, 분기별, 길게는 학기별, 학년도별로 새로 계획하고 구성한 뒤 조성하

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오랜 시간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시각적 환경은 친숙한 이미지와 정감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하나의 새로

운 관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교환경을 조성할 때 이

러한 점을 미리 고려한 뒤 의도적인 환경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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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환경과 다문화교육의 관계에는 전제가 있어요. 지속성이 담겨야 

해요. 학기동안 계속적인 제공되는 환경이라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죠.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환경에 노출된다면요. 친숙한 환경, 목적성이 없

어 보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꾸준한 자극이 되는 거죠. 교육효과를 누리

려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적어도 충분히 제공해주어야만 어떤 계기

를 가지고 학생들이 다르게 느끼고 그 친숙했던 환경이 유의미한 환경으

로 변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일단 이 환경이라는 교구이자 교재를 펼쳐 놓는 것은 학교이고, 이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교육과정이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거죠. 

                                              (C중학교 □□□교사)  

 

  시각적인 환경이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늘 노출되어있다는 사

실, 늘 접촉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친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교육과정상에 목표가 있다면 그 위에 환경을 구성하는 거죠.

물리적환경, 정서적 환경의 중요성은 학생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죠.

                                                (B초등학교 △△△교사)

  셋째, 학교환경은 무엇보다 학교장의 올바른 다문화적 교육철학과 교

육환경에 대한 개선의지가 중요하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의 경우, 업무

상�절차상 학교장의 최종승인에 의해 구성되며, 사회�심리적 환경 역시도 

학교장이 중점을 두는 측면에 따라 학교마다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인화를 중시하는 학교장의 경우 학교는 다소 무질서하거나 업

무처리가 빠르지 않더라도, 교원간의 화합이나 학생들의 분위기는 좋을 

것이며, 학력을 중시하는 학교장의 경우는 인성이나 창의교육보다는 학

력신장을 위한 방향으로 모든 환경이 구성되게 된다. 따라서 학교장이 

얼마나 바람직한 다문화적 교육철학을 가졌느냐는 다문화 학교환경을 결

정하는 중요 인자가 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교장교감과 같은 지도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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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예를 들어 생활지도, 수업(수업방법) 학교

장의 의지와도 관련이 많아요. 예전에는 운영, 관리 차원이었는데 요즘

은 ‘경영’쪽으로 옮겨온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의 수용성과 

인품 인격이 가져오는 효과는 엄청나죠. 학교폭력 사태만 해도 교장의 

대응방식이 교사와 학생의 입장 모두를 결정하거든요. 교사들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아직 학교는 학교장 중심이라, 학교장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죠.

                                              (C중학교 □□□교사)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다문화 학교환경을 대부분 공동체적 차원의 논의

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모두를 위한 다

문화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다문화이해교육이나 적응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넓은 의미의 다문화교육으로 그 

의미와 영역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자체가 하나

의 역동적인 다문화 교육 공동체로서 모든 학생들 간의 균형적 이해교육

과 차별적 적응교육을 유연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적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를 공동체로 보는 시각이 생기면 학교안

의 모든 제도와 문화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다문화적 학교로 변

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다문화교육에서 결정

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학교풍토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라는 공동체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협력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타인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한 거죠. 타인을 만나고 접촉하는 물리

적 환경이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할 테니까요. 특히 앞으로의 다문화교

육은 그 동안의 다문화 사회라는 거시적 담론에서 벗어나 다문화교육이 

책임져야 할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소외되었던 비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성교

육에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D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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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실환경

  현장조사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사실은 대부분의 면담 대상 교사

가 생각하는 효율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실환경은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교육적인 구성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학생들

에게 접촉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D중학교 ◇◇◇교사의 경우는 본인의 교재연구실에 학생들이 읽어볼 

수 있는 다양한 도서를 구비해 놓았다. 수업 시간의 활동에서 우수한 모

둠이나 학생들은 수업 후, ◇◇◇교사의 교재연구실에 와서 다양한 보상

물들을 받아가곤 했는데 이때에 교사는 자연스럽게 도서자료를 노출시켰

다. 처음엔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도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오직 보상이 되는 물품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약 한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생들 몇몇이 ‘저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라는 질문을 시

작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 이내 수 명의 학생들이 도서들을 꾸준히 빌

려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학생들이 먼저 ◇◇◇교사의 교재연구실

에 ‘독서대출현황판’을 만들자고 제안, 빌려 읽은 책만큼의 스티커를 붙

이고 있다. 현재 학생들 자발적 동참으로 대부분의 학급이 참여하고 있

다고 했다. 여기에는 어떤 강화나 보상은 없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다문화 교실환경 중 사회ㆍ심리적인 환경은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있지

만 교실내의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 특히 다문화 

교육과정의 실행자는 바로 교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에서 교육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시�도에서 이를 편성�운영지침으로 상

세화 하여 준 뒤, 학교에서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를 학교 사정에 맞게 

재편성 하였다고 해도 학생들을 위해 이 모든 교육과정의 질과 내용을 

제고하여 실행하는 사람은 교사라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다

문화교육에 있어 국가와 지역, 학교에서 다양한 지침이나 여건 등을 마

련해 줄 수는 있지만 교육과정의 최종 실행자로서 교사가 어떤 의식과 

태도로 학생들 앞에 서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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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실제 면담대상이었던 교사들은 이러한 교사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교육방법 측면에 있어서 개별학습ㆍ토론학습ㆍ문제해결학

습ㆍ의사결정학습 등과 함께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과의 접촉과 상

호교류를 통한 협동학습ㆍ역할 학습ㆍ게임학습ㆍ모의경험학습 등의 효과

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다문화교육방법을 효과

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교실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적 교육대상

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고 입을 모으는 방법은 학급인원의 적절한 감축이다. 현재의 다인수 학

급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학습이나 개별학습, 팀  프로젝트, 협동학습 등

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 까닭은 현장교사들의 고충에서 잘 드러난다. 

교실환경을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여유로운 공간으

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해요. 학생들을 집단 단위로 뭉뚱그려 하나

로 보지 말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을 위한 공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필요한 거죠. 학생들의 특수성을 존중해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중요해요.

                                             (D중학교 ◇◇◇교사)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은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여

학생인데 첫날 이름을 불러도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입만 벙긋 거려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오해를 했었는데요. 아이를 겪다보니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사실로 친구들로부터 많은 오해나 공격을 받아왔고 5년

간 이런 상처들이 마음에 쌓여 매우 방어적이고 자존감이 떨어져있어 

학습의 참여나 수행이 어렵고 친구들과의 정상적인 교우관계가 거의 되

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B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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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다문화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및 구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인데,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환경구성을 기본으

로 하되 또한 전교생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을 마련하는 

등 조화로운 교실구성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것만이 아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

목적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실보다는 조금 큰 공간이요. 아, 

이것은 체육관이나 강당과 같은 그런 썰렁한 공간이 아니라 보다 교실 

느낌에 가깝게 교구나 교재가 비치된 공간을 말하는 거에요.

  ABC상담, 집단상담, 놀이수업이 가능하도록 의사소통이 보다 자유롭

고 신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요. 대부분 다문화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할 수 없어요. 돌

아다니면서 해야 하니까.

                                               (D중학교 ◇◇◇교사)

  중2같은 경우는 매우 단순해요. 이런 아이들에게 시설을 잔뜩 보여준

다고 그들의 흥미를 끌진 못해요. 오히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

는 정서적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1학년이라면 물리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기초지식 기본

개념형성이 필요한데 마치 이부자리 같이 펼쳐 놔줘야 하는 거죠.

2학년 감정기복 심하고 정서적인 공감대가 우선 필요한 반면 3학년은 

정서적인 부분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 

전망, 심화된 상태의 환경조성이 필요해요. 읽기교재 등의 사례, 대안만

들기, 보고서 작성, 등의 가시적인 자료를 만들어보게 하는 환경을 직

접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죠. 

                                             (C중학교 □□□교사)

 

  셋째, 다문화 친화적 교실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사요인이 가장 크

다. 교사는 주어진 교실환경의 제약 안에서 다문화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구성과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이나 교과의 특성,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책걸상 배치나 도서비치, 게시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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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학급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있다. 

  교사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핵심요소가 되기에 학생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됨과 동시에, 모든 형식적 교육과정의 구성자 및 실행자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학교환경이 좋지 않거나, 학교장 또는 학교의 

경영자의 철학이 특별히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교실안에서 학교교육과

정의 허점을 극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중간자 역시 교사라는 것이다. 어떠한 학교환경에서도 교사는 자기

만의 훌륭한 교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량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은 기반이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교사라고 생각해요.

교사의 지속적 노력이 1년의 노력과 성과를 가져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교사대상 연수를 다니다보면... 다문화교육이 정말 중요

하지만 그에 대한 교육인식이나 체제는 너무 소홀해요. 다문화교육이 

단순하고 일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사들의 인식은 ‘다문화는 

국제이주자, 노동자, 그들이 겪는 왕따 문제는 언어교육으로 개선하고

자 함’ 이런 구조에요.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그 조차(그러한 인식

조차)도 없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C중학교 □□□교사)

  넷째, 비언어적 활동을 통한 교육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내용 개선과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방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

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다문화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를 빨리 익히게 하여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언어교육

에 지나치게 편중하여 학생의 개인적 능력이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한 채, 단지 언어기능에 초점을 둔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다. 특히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언어습득능력이 가장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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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적응을 돕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방식처럼 내용과 방법 모두 다문화교육적 취지

를 담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다문화적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게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게임방

법만 설명을 하고 게임이름은 말해주지 않아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네 명이 한 모둠을 이뤄서, 두 명이 한명을 보호하도록 하는 임무를 줘

요. 나머지 한명은 두 명이 보호하고 있는 그 한명을 계속 터치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나머지 한명이 된 학생들은 왕따된 기분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해요. 하고나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게 되고, 누구나 다 

알게 되요. 처음에 아무 설명 없이도 왕따 체험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D중학교 ◇◇◇교사)

  주류 아이들 속에 다문화아이들이 섞여 있다면, 협력을 통한 성취의 경

험이 무척 중요할 거에요. 학교환경에서는 이런 시도가 거의 불가능하지요.

 학교와 교실의 기본세팅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서요. 그냥 앉아

서 언어로 하는 수업…… 어렵지 않겠어요?

 비언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후 언어적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교실

분위가 훨씬 부드러워 질거에요. 주류 아이들은 절대 소수 아이들의 언

어를 배우지 않거든요.

                                           (C중학교 □□□교사)

  언어를 이용하지 않은 협동학습이나 신체운동, 게임 또는 놀이 활동

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학습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귀국해서 한국말도 잘 못 알아 듣고, 아는 건 하나없

는 낯선 공간, 낯선 친구들, 낯선 선생님들까지... 무엇 하나 아이들에게 

힘들지 않은 게 없잖아요.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적응해

야한다’ 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별일이 없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

들을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에서 받은 

상처나 스트레스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거죠.

                                           (A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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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으로서 맡았던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이집트

에서 온 ‘L’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6살 때 연구원인 부모님을 따라 와

서 2년간 한국유치원을 다녔고 1학년에 입학하였으나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못 어울리더군요. 천성은 밝고 명랑했지만 

언어적응이 거의 안 되다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학교 규

칙을 지키는 것도 많이 어려워했어요. 급식도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을 따로 들고 다니면서 이집트 음식들을 먹었고요. 그 친구를 위한 다

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나, 그 친구가 중심이 되어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늘 고민했었어요. 

                                           (B초등학교 △△△교사)

  위와 같은 교사들의 의견을 모든 교사들의 의견이라고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지만, 일정 부분 교실환경을 다문화친화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핵심적 내용이 있었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에서 더욱 확장시

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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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논의 

    1)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의 교육적 함의

 

      (1) 다문화 환경의 생태주의적 의의 

  다문화교육에서의 환경의 생태주의적 의의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는 인지적 구

성주의와는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마음의 구성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마음의 외생

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음의 구성이 완전히 고립되어 존재하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회체제(공동체)안에서 유기체와 환경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65). 여기서 말하는 ‘외

생성’이란 지식이 외부환경에 의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기에 학생들의 사

회적 의식이나 마음을 형성하려면 학습 환경의 재배치가 중요하다는 것

을 말한다(Gergen, 1995; 17-39; 심성보, 2008 재인용). 

  즉 학교와 교실에서의 다문화적 학습 환경은 학생들의 다문화 의식이

나 인식, 다문화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구성된 사회와 학교가 하나의 

유기체로 이러한 공동체 자체의 지속 및 갱생은 각각의 구성원의 역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시범ㆍ운영하는 학교에서 추구하는 학교환경은 일관적으

로 문화생태학(cultrural ecology)적 기초로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오늘

날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과목을 연계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ㆍ과학적ㆍ정치적ㆍ경제적 시스템

적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다

문화교육에 보다 친밀해지고, 다문화 교육적 요소를 가장 자연스럽게 포

65) 심성보, 『도덕교육의 새로운 지평』, 2008, p,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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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여 학교 전반적 모습과 분위기에서 드러나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태주의적 다문화 교육방법은 교사와 학생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학습과 주제 중심의 학습방식에 적합하다고 

본다66). 기존의 단일 교과 중심 수업보다는 어떤 현상 혹은 사물 전체

를 보는 안목과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생태주의적 교육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문화적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

근이 필요하며, 이때 교사의 다양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주제의 선정

과 관련지식의 정리, 주된 수업활동 계획, 수업시간 안배, 학생 모둠 조

직,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오히려 산만해

지기 쉽다. 개별화학습보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학생의 자율성과 자발성

을 강조하는 수업은 교사의 준비가 치밀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교사

와 학생간의 균형적인 대화과정을 통해 준비과정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

고, 실제 학생들의 수업이나 주제에 대한 인식이 잘 되기 때문에 학생들

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은 적지 않을 것이다. 

  생태주의적 다문화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환경의 생태적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생태적 공간이란 가정집과 같은 유대감과 따뜻한 온정

이 피어나는 곳을 의미한다. 주제 중심의 협동학습은 개별 교과와 학년

의 경계를 넘어 교사 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아늑한 공간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교실)에

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교사나 학생의 언어적 생동성이 역동적으로 발생

하므로 교사와 학생간의 긍정적 관계 생성은 물론, 학습의 효율성 또한 

매우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실은 물리적ㆍ사회심리적 요

소를 복합적으로 갖춘 환경이며 교사와 학생간의 유기체적 상생의 관계

망이 되어줌으로 이 안에서 상호 의존적이면서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동체적 협동 학습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각자의 지적 성숙이 일어나는데 A. Kohn(1995: 84 ; 노상우, 2003 재

66) 노상우, “생태적 담론의 교육적 함의”, 교육학연구 제 41권, 제 1호, pp. 

15~16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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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가르침으로서 자신의 지식을 보충하고 교

과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교사들의 면

담에서 가장 많은 언급을 했던 점 역시, 다문화 교육환경의 조성 목적이

자 원리, 내용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점이 이러한 학생-학생, 학생-

교사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다문화 역량 계발이었다. 

  또한 생태주의적 교육환경은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들이 객관적이

고 환원주의적인 사고관에서 벗어나 상생의 윤리 속에서 통합적이고 전

일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나 이념에도 부합하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주의적 다문화 교육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계적

이고 도구적 차원에 그쳤던 학교와 교실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를 보다 역동적이고 상호 협력ㆍ발전의 가능성의 원천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교육방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2) 다문화 환경과 다문화 공동체

  학교환경과 교실환경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모습은 조사결과에서 드러

나듯 교육주체의 성실한 역할 수행이 뒷받침되어 바람직한 공동체적 환

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었다. 학생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장의 리더

쉽과, 교사의 다문화적 역량이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 숨쉬

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제 역할

을 찾아 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이나 태도, 

기본적 소양을 도와주는 것이다(Banks, 2004). 학생들 자신이 속한 공

동체로부터 지역, 국가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도 같은 수준

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전제로 구성되기에 인지적 구성주의 관점으로는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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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다문화 사회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훌륭하

게 적응하고 활동하기란 무리 일 수 밖에 없다. 

  인지적 구성주의의 관점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적 활동’을 떠나 존재

할 수 없는 교실 속의 미시문화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관점은 공동체의 거시문화에 사회문화적으로 조직화되어 나타나는 학교

교육의 ‘사회적 실천’을 중심에 둔다(심성보; 2008). 교실이 작은 문화

공동체가 됨을 시작으로 학교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화적 조직의 틀

이 생성되고 이것이 존속되면서 보다 거대해진 영역인 지역사회와 국가

로 확장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교실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 

중요한 것이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이 교사의 내용전달

에 편중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다문화 친화적인 학습 환경이 구성된 채

로 구성원과 구성환경간의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

록 이끄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습득되고 체화된 

학생들은 변화하는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공동체와 다문화적 덕성의 함양의 관련성은 도덕교육적 접근법으로

도 찾아볼 수 있다.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 접근(just communitiy 

approach)’은 공동체자체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많은 비판에도 민주적인 

환경을 창조하고, 인지적 자극을 촉진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숙고를 

조장하고, 집단 결정의 결과들이 하나의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것을 보

장해주는 등의 사회적 실천을 중시한다는 다문화 교육적 환경조성의 시

사점을 제공한다.67)

  Lickona의 통합적 인격교육 접근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인격교

육을 효과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가 훌륭한 인격을 구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는 품위있고 온정적이며 정의롭고 서

로 돌보는 따뜻한 배려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시한다.68)  

67)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pp. 121-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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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격교육을 위한 교육적 접근방식이 학급ㆍ학교를 중심으로 하면

서도 가정과 지역사회의 여러 교육 주체 및 다양한 교육활동의 포괄적이

고 통합적인 연계위에서 추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교실 내에서 도덕공

동체를 만들고, 민주적인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학교 공동체 수준

으로는 학교 내에 긍정적인 도덕 문화와 풍토 조성은 물론 부모들과 지

역사회를 인격교육의 동반자로 받아들여 협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

은 다문화교육에서 지역과 학교의 통합적 공동체로서 학교환경이 지향해

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져왔던 

편견과 차별의 만연, 그리고 획일적이고 기능주의적이며 경쟁적인 교수

-학습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공동체적인 교

육을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변혁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학

교자체가  공동구성적 윤리(co-constructivist ethic)를 지니며 

Durkheim이 말한 인간의 개인적 존재를 넘어선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

과 사회를 중시하는 관점과도 비슷한 맥락이다.69)

  이러한 변혁적 다문화교육에서의 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다문화적 역량

(multicultural competence), 문화중재자로서의 역할, 비판적 사고와 창

의적 교수능력,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수업구성 및 학급운영능력을 필요

로 하는 것이다(박휴용, 2012).

  또 다른 공동체의 의미로 배려공동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적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라는 작거나 큰 사회 안에서 오히

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Gollnick & 

Chinn(2002)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이라는 저서를 통

68) 이택휘ㆍ 유병렬, 『도덕교육론』, p.225 참조

69) Durkheim의 교육 사상의 중심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과 사회 그 자체를 중시하는 관

점이 자리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사조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인간 소외

와 고독한 개인의 문제, 인간성 상실과 사회의 분열의 위기가 노정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는 오늘날의 공동체주의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특성을 보인다. (위

의 책,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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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체성 또는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

면, 한 인간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민족과 

인종, 계층, 거주지, 연령, 능력 면에서의 특수성, 종교, 언어, 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문화적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 또는 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한다. 즉 사회라는 공동체적 영역이 개인을 둘러싼 여러 요소들을 설명

해주고, 개인적 특징을 생성해 내는 기본 바탕이 된다는 의미이다. 문화

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관한 이들의 분석을 따르자면, 다문화 사회라

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또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여향

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 또는 그 요인이 이전과 견주

어 더 다양해졌거나 부각된 사회를 가리킨다. 개인은 공동체의 성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공동체와 개인은 결국 유기체와 같은 구조로 문화

적인 결합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다문화사회에서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서로 인정�수용하며 여러 공동체의 성원이 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방향이다.  

   즉 다문화사회 자체가 거대한 교육환경이고, 다문화사회의 소규모 담

론이 논의되는 장이 바로 학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가 사회와 다

른점은 목적성을 지닌 교육과정이 존재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직접적으로 

중재자해줄 교사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가진 특징과 장점

을 환경에 자연스럽게 투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사회적 

공동체 환경 안에서 그들 개개인이 가진 정체성을 깨닫고, 더 넓은 사회

로 나아갔을 때 부딪히게 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 미리 대응하고 준비

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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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의 다문화교육적 함의 

    

      (1) 형식적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과 학교환경

  학교의 의도적인 도덕적 환경은 학교의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일치된 

도덕교육적 노력을 전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이택휘ㆍ유별열, 

2000). 다문화교육에서도 일관된 교육적 노력이 하나의 중요한 심리ㆍ

사회적 환경이 되며, 이러한 교육적 노력은 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가

시화 되고, 구체화 될 수 있다. 학교 전반에 걸친 다문화교육의 제도적, 

물리적 환경 구성적, 교육 내용적 측면이 일차적으로 교육과정안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연구 발견에 기술했던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지도력이 중요하다. 학교경영자가 교육정

책과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에 관련된 각종 역량을 길러주려는 자세가 

요청된다. 다문화와 관련된 규율과 질서를 도입하고 학교자체를 하나의 

축소된 형태의 다문화사회로 인식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 연대하여 다문화 친화적 풍토 

및 환경을 조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학교장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만들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협동하여 

다문화적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내용은 형식적 교육과정상에 체계적이

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어야만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의 의지와 열정, 지도력 등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두 번째로 학교의 형식적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에서 적극적 환경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교사이

다. 교사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학교의 다문화적 교육 목표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자체가 환경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잘 짜여진 교육과정은 성공적인 교육활동을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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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천이 되고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사회ㆍ심리

적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다. 

  특히, 계기교육 차원에서 시기별로 알맞은 학교환경 조성과 조화로운 

교실환경 구성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며 반성적 태도로 끊임없

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상적인 다문화 교육 실현에 한발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쇼(Shaw, 1993 ; 김천기 외, 2013 재인용)는 다문화 사회의 학교교

육 비전은 ‘학습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고, 그것은 혼합집단 구

성(heterogeneous grouping), 광범위한 학습 스타일을 포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 교수법(highly interactive instruction)활용, 그리고 포섭적 

교육과정(inclusive curriculum)의 도입, 세 가지의 방법론을 통해 실현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학교에서 형식적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운영자 중심의 편의적 

구성보다는 이용자 즉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교육과정의 구성이 바

람직함을 의미하고 있다. 학습기회의 형평성이라는 단순한 원리는 ‘평등’ 

다문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려와 

존중, 다양성의 수용 등의 핵심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당위성을 포함하

고 있다. 

      (2)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다문화교육과 교실환경 

  Banks(2002; 19)는 학교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은 문화 및 종족적 

다양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풍토, 학교분위기, 학교문화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학교환경의 사회ㆍ심리적인 여건은 다문화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큰 소속감을 피부로 

느끼게 하거나 매순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당연히 본인이 소속된 

교실일 것이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은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의식과 의도적ㆍ비의도적 행동들을 경험하고 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교사를 바라보게 되고, 이때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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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교실 앞쪽의 물리적 환경에 그대로 시각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그 

외 쉬는 시간, 놀이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생활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

는 만큰 교실의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모습, 또는 그 교실만의 독특한 

문화나 분위기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실에서 다문화학교의 교사들은 대체로 다문화가정 혹은 소수민족 출

신의 학생들에 대해 낮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다(Stoddart, 

1990; 박휴용, 2012). 그 이유는 보통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이 낮은 

수업참여와 성취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그들의 사회문

화적 배경이나 학생들의 자질 자체의 영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교사의 

언어적 반응양식과 개별적 주의집중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실증적인 

연구도 있다(van der Leij, 1993).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태도

나 인식은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수준에 큰 영양을 미치므로

(Gollnick & Chinn, 1986),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교사가 되기 위해

서는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박휴용, 

2012). 이러한 교사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인식은 다문화교육이 실행

되는 교실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교사의 자각이나 반성이 전

제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잠재적 영향력을 알아채기 힘들다. 따라서 다

문화교육을 위한 교실환경을 설정할 때, 교사는 다문화교육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편견과 오해의 가능성을 염두 해 둔 채, 반성적 교수를 할 필

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반성적 결과를 반드시 잠재적 교육과정의 내

용으로서 수용 및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교실환경 조성 시 중요한 것이 교사의 다문화 역량과 다문화 효

능감이라 불리는 교사 개개인의 특성이다. 다문화 효능감(multicultural 

efficacy)이란 다문화적 교육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의미하며, 이는 다문화교육 환경에 대처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적

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는 것이다.70) 이러한 

효능감을 높게 가진 교사일수록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서 학

70)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2013, p. 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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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역동적 참여를 중시하고, 교실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환경 구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 물리적 또는 

사회ㆍ심리적 환경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가진 

교사만이 다문화교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특히 교사들과의 면담

을 통해 교사는 교육과정을 다양한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그에 따라 다문

화교육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관점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개인의 역량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3)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의 도덕교육적 함의 

  다문화교육은 피할 수 없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라는 세계적 시류 속

에 다문화 사회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이미 앞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는 인류의 모든 다양성의 요소가 더 

이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다양성이 존중받고 

자아정체성에 중요한 핵심요소가 되며, 세계시민으로 자라나는데 공감과 

수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문화교육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전제이자 목표를 떠

올릴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교육을 통해서는 반드시 다문화사회의 시민

으로서 인간, 다른 하나는 다문화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격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는 도덕교육과 그 맥을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교육과 도덕교육 간에는 교육목표와 내용 측면에서 상호 접점과 

중첩영역을 찾을 수 있다(정창우, 2013 ; 537). 다문화교육에서 추구하

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목표가 다른 집단과 다른 사람,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한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그것과 

상당부분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은사회적으로 비주류에 속

하게 되는 소수집단의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태도를 갖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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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돕고, 편견과 차별적 고정관념에 대해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도덕교육에서 모든 인간을 인간답게 대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71) 다문화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자체는 도덕교육의 그것과 매

우 닮아있을 뿐 아니라, 사실 다문화교육의 잠재적 목표인 바람직한 다

문화사회 구축이라는 것 또한 도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선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버그가 제시했던 도덕적 딜레마 논의

는 민주적인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가치판단 상황에서 직접적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의 훈련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의로

운 공동체 학교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다문화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성 차원에서 볼 때, 다문화교육은 도덕교육의 목적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역으로 다문화 교육의 본질을 밝히고 이를 실행

해 나가는데 도덕교육이 기여할 수도 있다(정창우, 2013; 539)는 점에

서 여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문화교육과 도덕교육의 이와 같은 연계

성은 본 연구의 주제인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이 도덕교육적 함의를 내

포하고 있으며 이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적절한 외적 환경 조성의 원리는 도덕과 교육을 통해 배운 가치 규

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더욱 깊이 내면화하면서 보다 성숙한 

덕성으로 발달시켜 가도록 하기 위해 학급과 학교의 환경을 적절히 조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유병렬, 2003). 다문화 학습 환경이 학생들이 놓인 

다문화 공동체의 도덕적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적 맥락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덕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문화교육과 도덕교육에서 추구하는 공통적인 인간상을 바탕

으로 면담대상 교사들이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주안점인 ‘시민교육’과 ‘인

성교육’교육이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71)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2013, pp.537-5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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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문화 시민교육과 학교환경 

  시민성(citizenship)은 매우 간단히 표현하자면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법적 범주, 사람의 법적인 상태를 확인한 것, 주어진 권리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절차, 즉 법이나 규칙과 같은 합법적

인 권리는 부분적으로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 사이

에서 평등을 유지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시민의 적극적 역할을 확실히 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적 시민성의 핵심은 현

재의 공공정책 문제를 논쟁으로 이끌고 지역과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는 

능력, 그리고 동기를 포함하여 개인적 이기심을 넘어서는 능력과 자신이 

속한 더 큰 집단의 복지에 대한 헌신이다(Sherrod, Flanagan & 

Youniss, 2002: 265; 심성보, 2010재인용) 이러한 시민성 교육의 핵심 

목표는 다문화교육의 이념과 목표와 일치되는 측면이 많다. 

  국가나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이유 역시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한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시민적 소

양 함양을 위한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결국 시민형성논리를 함의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72) 

  학교교육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인적 인간

을 형성하려고 하며, 이러한 지향의 담지자로 시민(citizen)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

아가기 위해서 인식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다문화사회 인식일 것이며, 학

교교육의 기본 맥락은 다문화적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다문화교육

과 시민교육은 내용이나 관점, 목표 등에서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Frank Parker(2003: 13 재인용)는 마틴 루터 킹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헌을 연구한 후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적 자산을 지키고 육성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

될 때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 이 관점에서는 다문화교육과 시민교

육은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의미한다.”

72) 심성보, 『도덕교육의 새로운 지평』, p.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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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다문화교육이 시민성을 발전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발전

된 시민성은 다문화교육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 시민성은 폭

넓고 포괄적이며 다원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교육과 우수한 시민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Campbell, 2010: 436).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일정부분 형성

되며 반대로 학교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교육의 장이다. 학교는 특히, 

통합된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 만나며, 함께 배우며 의사결정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한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더불어 숙고의 전략과 의사결

정을 가르치는 것은 다문화과정의 핵심과정에 해당한다.73)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삶을 살아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어 사회성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교실 안에

서 학생들은 협동하고 함께 활동하는 능력을 연습하고 배우게 되며, 이

러한 의미의 협동학습은 민주주의 교육의 접근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한다(Parker, 2009; Campbell, 김영순 외 역, 2012 재인용).

  협동학습의 도덕 교육적 유용성은 학자들 사이에 이미 많은 공감을 얻

고 있는데, 특히 Noddings(1984)는 협동학습이 ‘따뜻한 배려의 윤리

(ethic of caring)’를 발달시키는데 이는 사회적 응집성 즉 관계성, 수용

성, 책임성과 같은 윤리적 특성을 배울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Lickona(1991)도 비슷한 맥락으로 협동학습이 훌륭한 인격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존중심(respect)’과 ‘책임감(reponsibility)’의 발달에 매

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는 교실을 하나의 응집력 있는 공동

체로 만들어 나감으로서 인간관계에서 도덕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고 

믿었다.74)

  Campbell(2012)은 협동학습을 위한 수업준비로 4가지를 권장하는데 

① 교실환경을 디자인한다, ② 적절한 과업을 선택한다, ③ 적절한 역할

을 가르친다, ④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다. 협

73) Duane E. Campbell, 김영순 외 역,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2012, p. 437참조 

74)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p. 342 요약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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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습은 활동 방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며 새로운 

역할을 통해 새로운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협동학습의 효과적인 과업들은 그룹이 단 하나의 옳은 답변을 찾기보

다는 오히려 개념적 사고를 포함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

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과업들이 효과적이다.75)

  다문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 전략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가

드너에 의해 개발된 개인 내적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로 정

의된 학생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미래에 매우 유용한 균형적 발전

을 가져오게 된다. 학생의 개인 내적 지능과 협력 능력은 자신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량 개발에도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학습이 유

용한 이유는 학생들이 교사는 물론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복잡

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관계 역학을 자연스럽게 다루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서로의 상호 작용을 중시

하게 되므로 교실에서는 학생 대 학생의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관계보

다는 협력적인 분위기를 통한 긍정적 관계 인식이 형성되게 된다. 또한 

협동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함께 듣고, 말하고 공유하고, 해결하고 일

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의 

협력 경험은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하게 함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교실이나 타인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76)   

  협동학습이 다문화교육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다문화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협동학습은 언어와 긍정적인 상호집단 

관계를 배우고 가르치는 직접적인 방법이기에 모든 학생이 협력하는 과

정는 방법을 배우고 팀으로 학습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인종의 벽을 넘어 

우정과 존중을 습득하게 된다고 한다(Kagan 1986; Campbell, 김영순 외 

역, 2012 재인용). 협동학습은 앞서 소개했던 Gay(2004)의 ‘다문화교육

75) 위의 책,  p.379 참조

76) Duane E. Campbell, 김영순 외 역,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2012, pp. 371-37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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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핵심적 학습 기술 통합 모델(Integrative Multicultural Basic 

Skills; IMBS)'과 같은 이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협동’이라는 바람직

한 학습방법이 전제되어 있고, 이러한 합의의 관점을 형성하는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학습방법을 통해 얻는 인식이나 태도 및 지식은 민주

주의적 시민성이라는 이상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인 교실환경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교

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처럼 다양한 협동학습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토의와 토론,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시민성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매번 교실의 책상을 이리저리 옮기고, 

교구를 나르는 수고를 해야 한다면, 학습 환경 조성 과정자체가 학생들

의 학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교사는 협동과 학습을 장려하

기 위해 교실환경을 설계해야 하는데, 의자 이동, 컴퓨터 위치 설계, 칸

막이와 의자, 교수 재료 등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며, 팀 구성원을 교

체할 때마다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미리 염두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수업결과물 역시 포트폴리오 형식이나 게시물에 게재를 하여 공유할 수 

있으려면 이에 맞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요소가 효율적으로 

구성ㆍ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사들이 누구나 겪었던 어려움처

럼 시ㆍ공간상의 제약으로 학습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민주적인 교실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실 내에 합리적인 규칙

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혼란이나 어수선함에 대하여 적

절한 허용범위를 설정해 두어야 하며, 수업을 정시에 시작하고, 교실은 

안전하고 정돈된 환경과 격려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특히 학기 초에 학생에게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의 구성과 사회ㆍ심리적 환경의 적절한 계획

과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교실에서 교사는 관리와 규율을 일관되게 정

비ㆍ적용하고, 교육활동을 공정한 과정으로 진행하며, 학급경영 전략모

형을 통해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연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매번 

일관적으로 진행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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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을 조절하거나 관리

하되, 좀 더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징과 성격에 관심을 기울일 때 민주적

인 교실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한다.77) 

      (2) 다문화 인성교육과 교실환경 

  한국 사회에서 진행해 온 다문화교육은 사실상 분리된 소수 집단에 의

한 사회 적응 능력 배양 중심의 동화주의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윤인

진 2008; 정영근 2009 재인용). 이러한 다문화교육 방식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 미숙과 학습부진, 친구와 교사로 부터의 차별, 또

래집단내의 부적응과 따돌림, 멸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는 다

문화가정 학생들의 자신감 상실과 자아정체성의 혼란 및 부정적 자아정

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다문화가정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과 관련되어 비롯

된 것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

주체 대부분은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흡

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실태를 조사한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소극적인 대인 관계,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외

모와 피부색, 어머니의 국적, 다른 말투 및 문화적 차이와 관련하여 친

구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민경숙ㆍ유형근ㆍ조용

선, 2008; 이인재, 재인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 스스

로의 부적응이나 불만에서 비롯된 문제 행동보다는 일반 학생과 또래집

단,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갈등과 문제행동이 더욱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교실에서 소수 문화 집단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는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일반 학생들의 차별과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문화 가정 학

77) Duane E. Campbell, 김영순 외 역,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2012, p. 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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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자신감 상실 및 정체성 혼란, 원만하지 않은 또래 관계 형성 등

과 같은 인성 관련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78)

  다문화관련 인성교육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그들

을 선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

화교실을 구성하는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이해하고, 존중

하고 배려하면서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 양

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사실상 인성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을 모두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개인 차원의 가

치나 덕목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회적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집

중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면담에서 한 교사는 다문화교육이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와 같은 처음부터 거대한 목표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학

생들은 이질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시혜적 태도

를 갖게 되거나 아예 비현실적인 내용처럼 느낀다고 지적하며, 다문화교

육이인성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다문화교육에서 추구하는 바도 인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에서 비롯된 개인들 간의 이해와 존중을 기본으로 하기에 학생들 개개인

의 사회 정서 역량(Social-emotional competence) 또는 사회 정서 유

능성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내용

이나 방법적 맥락에서 다문화 수용성이나 민감성과 같은 다문화 역량을 

신장시켜주는데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에서는 ‘사

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깨우쳐주고, 그곳에서 

학습되는 사회적 역량이 다문화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정서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은 하나의 학

습이론이나 프로그램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나와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주목하여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

회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skills)들을 보다 실제적으로 습득

78) 김천기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2013, pp. 161-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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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돕는다. 사회 정서 학습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CASEL에

서 내린 정의를 재해석 하거나 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학습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

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직면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생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그

리고 기술 등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정창우, 2013: 288). 이러

한 학습 과정 자체는 학습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학교를 비롯한 학생을 둘러싼 환경자체가 사회 정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교육의 제 분야를 고려해 볼 때, 사회라는 환경과 개인적 정서가 우리

의 삶에 있어 절대적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 동안 인지적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주목

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케 한다. 사회 정서 학습의 핵심역량 다섯 가

지79)를 살펴보면, 현재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특히 인

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

적으로 어떤 점을 간과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과 인성교육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정

서 학습이 이 두 가지 교육영역의 실제적 교육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에 사회 정서 학습이 ‘생태학적(ecological) 

혹은 환경 중심적 접근’(Elias et al.. 2008: 249: 정창우, 2013)을 강

조하고 있으며 이는 곧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의 이론적 배경과도 연결

된다는 점이다. 학습자에게 ‘안전하고 지지적이며 배려적인 학교 및 교

실 풍토를 조성(Banks, 2002)’하는 것 자체가 사회정서 학습의 중요한 

학습방법이거니와,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79)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 ‘책임있는 의사소통’이 그것이다.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2013, pp. 287-28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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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존중받고 있으며 타인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즉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의 맥락에서 이러한 역량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80)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 친화

적 학교환경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원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다문화교실의 인성교육의 원리로 이인재(2013)는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과 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병행하

는 통합적 접근의 원리, 반복적인 내면화, 습관화를 지향하는 지속성의 

원리, 모든 교육주체간의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관계성의 원리, 학생들 

스스로가 행동의 당위성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유도하는 자율성의 원리,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체험의 원리가 그것이다.  즉 학교 및 가정, 

지역사회가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 계기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하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발판

(scaffolding)을 제공해주는 실천적 체험이 모범적인 인성교육의 모습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개인들은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겠

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엇보다 다문화사회에 맞는 ‘다문화적 

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교와 교실이 다문화사회를 대변해

주는 작은 공동체이자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때,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모습의 다문화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80)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2013, pp. 296-2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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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과 이

를 수용하여 펼칠 교육시설이나 교육환경은 두 개의 톱니바퀴와도 같다. 

학교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시설과 좋은 교사가 

필요하고, 아무리 훌륭한 학교교육과정이 존재한다 해도 이것을 실행할 

우수한 교사와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교

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요소는 항상 연계적으로 풀어나

가야 할 문제이며,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인간발달에 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환경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다문화교육 이론으로 저명한 학자들은 대부분 학교 및 교실환경의 중요

성에 대해 종종 언급하여 왔다. 다문화교육을 다루는 연구물에도 효율적

인 학습 환경을 다루는 주제도 간혹 있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이 

매우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서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선행연

구가 거의 전무한 편이며 학교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분석한 연구 역시 매우 드물다. 

다문화 인식이나 다문화 수용성과 태도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척도의 개발

은 이미 몇몇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등학생을 위한 척도는 

아직 없으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전문적 연구 역시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학교환경’과 ‘다문화 교실환경’이라고 명명

하였다. 이의 개념적 정의를 밝히고자 접촉이론과 생태주의 교육과정 이

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다문화 학교환경의 구성요소를 알

아보고 교육과정상의 의미와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학교와 교실의 실제적인 현장 자료를 얻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관찰과 면담기법을 사용, 실제 초ㆍ중학교의 다문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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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환경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시사점과 교육적 함의점

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 및 교실환경은 크게 물리적환경과 사회ㆍ심

리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의 내용을 분석하고, 공

통점을 찾아 다문화 교육에서의 의미를 이론적 배경과 교육과정 종류, 도

덕교육적 함의를 기준으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친화적 학교환경을 위한 시사점은 학교의 교육과정 

수립 시, 교육과정 전반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여

야 하고, 학교환경은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실환경과 달리 장기간 

조성하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는 장점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환

경은 무엇보다 학교장의 올바른 다문화적 교육철학과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의지가 중요하고 교사들은 다문화 학교환경을 대부분 공동체적 차원

으로 발전시켜 생각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친화적 교실환경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학생 개개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직접적 교육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

하다는 점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및 구성은 필

수불가결한 요소이인데,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환경구

성을 기본으로 하되 또한 전교생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

을 마련하는 등 조화로운 교실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친화적 

교실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사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교사는 

주어진 교실환경의 제약 안에서 다문화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다

양한 환경구성과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비언어적 활동을 통한 교

육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내용 개선과 다문화교육

의 다양한 방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한 학교 및 교실환경을 물리적 

요소와 사회ㆍ심리적 요소를 기준으로 그 내용과 다문화 교육적 의의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연구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척도 

개발이 어렵고, 이를 통한 학교환경의 구체적 개선이 가능한 일반화된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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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쉬움은 학교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보강과 사회과학 조

사방법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며, 후속연구에서 학교 급 별ㆍ지역적 표

본 확대를 통해 연구범위를 확장해 본다면 학교환경과 교실환경의 개선

ㆍ개발을 통한 효율적 다문화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 학교와 교실의 다양성은 학생들의 간문화적 역량을 계발하고, 

편견 없는 사고 및 배려심을 가르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협력과 공

존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위한 시민정신 등을 기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김천기외, 2013). 다문화교육에서 지향하는 학교와 사회는 도덕교육에

서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원리와 부합됨과 동시에 차별이

나 편견을 배제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지해 주고 뒷받침 해 주는 것은 결국 학교라는 공

간의 힘 일 것이다. 학교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결국 

다문화 사회라는 공동체이며, 다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자체가 학생들을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기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인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다문화교육의 발전방

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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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ulturally Relevant 

School Environment

Kim, Ga Young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know several notions and the meanings of 

school environment and to find the relation with multicultural 

education. Also,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unctions of the 

school environment to th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signification moral education. Specially, since there has not been a 

study on the impact and the importance of school environment to 

multi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would be offered as valuable 

study materials for schools and teachers to create the culturally 

relevant environment in the future.

  The environment with the factors where the students contact 

directly is named as ‘Multicultural School Environment’ or 

‘Multicultural Class Environment’.   

To signify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it,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of the multicultural environment, the meaning of 

education and normality and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through 

analyzing the contact theory and the theory of the Ecologic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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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is study, the method of case study was operated by a 

field investigation. To discover the variety suggestion and the 

educational implicature of actual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 

schools educational environment’s formation and distinctions, 

observation and the interview method were used concretely. 

Specially, for the school and the classroom environment, the study 

was classified into two big categories, which were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Social Environment.

  It is to extend the discussion 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types of educational curriculums and the moral implicature as 

the basis after analyzing the context of the two factors, and 

searching for the similarities. 

  As results, I was able to deduct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the suggestions of culturally relevant School Environment. Firstly, 

when devising the education curriculum, the context and the form 

for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Secondly, since 

the school environment is created for long time, it has the merits 

of durability unlike the class environment, which is dynamic and 

flexible. Thirdly,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school 

environment is the principal who has the right philosophy 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will to improve the environment. 

Lastly, The teachers believe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environment should be developed with communal support. 

  The suggestion for the culturally relevant class environment, 

and there should be environmental improvement for the teachers 

to focus on the students individually and to recognize the students 

as direct objects to educate. Also, it is necessary to have the 

consonant component of class according to the students’ social 

and emotion development stages. The teacher should try variety 

of environmental formations and transformations to bring the 

maximum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limite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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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This study has limits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velop the 

standard scale. Therefore it wasn’t possible to collect and analyze 

the generalized sources for the concrete improvement of schoo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have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ocial scientific researching methods of school environment. If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following study to extend the classes 

and the regions, the effective multicultural education would be 

practicable by improving the school environment and the class 

environment.  

  The schools and the society needs to have two important 

features which correspond with the general principles and exclude 

the discrimination and the bias with respecting diversity like 

democracy. And being supportive and back up this idea would be 

the power of school. 

  The basic factors of education with culturally relevant 

environment school that formed and operated multicultural make 

the students to become desirable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It signifies the important suggestion of the direction in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school 

environment, culturally relevant school environment, 

ethical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2-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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