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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환경에서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다

문화가정과 이주민과 같은 소수 집단의 한국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응뿐 아니라 일반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 즉 다수 집단의 소수 

집단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다문

화가정 자녀들에게는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위주로, 다수의 

일반 학생들에게는 다문화적 사회로의 변동 과정을 설명하거나 또는 외

국의 음식이나 축제, 문화 등을 소개하는 피상적 수준에 그쳐있었다. 다

문화 사회로의 급변은 기존의 정책이나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

운 패러다임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질적인 문화의 공존에 익숙하

지 않은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다

문화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특히 편견과 차별적 태도 완화의 핵심적인 기제로서 공감에 주목하

여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감을 통해 학습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감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내러티브

를 활용한 수업을 제안하였다. 다문화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내러티브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문화 문학작품들이다. 다문화 문학작품 읽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었음을 밝힌 기존 연구들이 

여럿 있지만 이들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피해자, 사회 부적응자로 재

현하는데 그쳤다. 동정과 연민을 자아내는 이와 같은 방식은 다문화가정

을 또 다시 우리 사회 안에서 타자화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사회통합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한 내러티브는 사회적 소수자가 되어 겪을 수 있

는 차별 경험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재구성하여 소수민의 역할에 상상

을 통해 직접 참여해 보도록 한다. 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행동

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역할놀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역할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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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설  :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가설 1 :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에 

비해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가설 2 :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에 

비해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가설 3 :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에 

비해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가 시간적 제약으로 모든 학생이 모든 역할을 경험해 볼 수 없다는 한

계를 가진 반면, 주인공 시점의 내러티브는 모든 학습자가 타인의 입장에

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의 구체적인 수업 효과는 전통적인 설명식 

텍스트로 구성된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수업 효과 측정은 유사 실험 설계를 통해 서울, 인천, 강원에 소재한 4

개의 중학교에서 사전검사, 1차시의 수업,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은 2012년 여성가족부에 의해 개

발된 청소년용 다문화 수용성 검사 도구(KMCI-A)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인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세 차원으로 나뉜

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수업 처치 후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모든 종속변인에서 

내러티브 활용 수업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가설이 모

두 채택되었다. 특히 전체 예측변인 가운데서도 수업방법 변인이 가장 

큰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가져 다문화 수용성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내러티브 수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인인 수업 방법 이

외에도 통제변인인 성별, 주변인의 다문화 인식, 접촉빈도, 사전 점수도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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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여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확

인한 본 연구는 교육적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 동시에 정책 차원

에서도 다문화교육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부족한 한계점은 보완하면서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여갈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다문화교육, 다문화수업,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 다문화 태

도, 다문화 수용성

학  번 : 2014-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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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중학교에서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꽤나 충격적인 이

야기를 들었다.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욕으로 쓰인다

는 것이다.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마음과 지혜를 담은 용어가 놀림감

이 되어 비속어처럼 사용되고, 오히려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야기한다

는 사실이 개탄스러웠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갈등은 이처럼 교실 현

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1) 최근 영국에서 발발한 브렉시트의 원

인으로 다문화 정책의 실패가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반

이민, 반난민’ 정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회원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범죄에 불안함을 토로하면서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에게 반감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 통계자료(2015)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다문화가정은 82만 

명 내외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가정의 급증으로 다문

화가정의 자녀 수가 2007년 4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기준 그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8년 만에 그 수가 다섯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수는 급격히 늘어

날 것이며 이에 따라 학령기 아동 또한 급증할 것이다. 2006년 하인즈 

워드의 한국 방문을 기점으로 정부나 지자체, 민간 기구 등의 연구나 정

책, 교육적 실천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다문화교육은 우리 사회

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 환경을 감안할 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

1)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화한 구수진씨는 2011년 9월 집 근처 사우나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사우나 직원은 외국인 출입이 안 된다며 구씨의 입장을 

한사코 막았다. 어쩔 수 없었던 구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거절

하는 이유를 묻자 사우나 주인은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수도 있다”

고 대답했다(경향신문,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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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다문화가정은 물론 정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다문화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더욱 가속화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보

다 잘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 정책적 노력

을 반성적으로 성찰해 봐야할 이유이다.

  사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

제가 제기되었다. 정책의 경우 소수 집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졌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 사용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기도 했다(장인실 

외, 2011). 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실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프

로그램들은 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소외받는 타자’를 위한 복지로 

여기고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조영달 외, 2006; 장인실 외, 2009; 조영달 외, 2010; 최충옥 외, 

2010; 모경환 외, 2011). 다문화 사회로의 급변은 기존의 정책이나 교육

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질

적인 문화의 공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문화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겪

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오랜 기간 단일민족, 순혈주의라는 인식이 팽

배해져 있다가, 2000년대 이후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민

족을 수용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급격한 담론의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

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주류 사회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

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

수 집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류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 해

소 및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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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교육을 통한 의

식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학교교육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

로 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 등을 통해 학생

들의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등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다. 교

육과정과 교과서에는 학교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적 기제로서 다문

화사회에 대한 수용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민무숙 외, 2012). 하지만 교과서에 제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문

화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교과서는 외국보다 비교적 간략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교

과서를 편찬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다문화나 지구촌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를 학습하고 토론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한관

종, 2006).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사실적 지식의 전수에서 

탈피하여 보다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 방법과 자료를 모

색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교육이 인지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의 변화도 중

시한다는 특성을 지닌다고 볼 때, 직접적인 경험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 논의에서 내러티브 접근은 특히 반편견(anti-bias), 편

견감소 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이나 문학 작품, 영화를 활용한 반편견 교육 프로

그램과 편견 감소의 유의미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윤혜원, 

2000; 김경, 2002; 박윤경, 2006; 장인실 외, 2009; 이인재, 2010; 이경은 

외, 2012; 최나영, 2012; 박지은, 2014). 본 연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

아가 다른 집단을 인정하고 문화권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

원을 차별하지 않는 것, 상호 공존을 모색하는 다문화 수용성이 앞으로

의 다문화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 설명적이고 요약적인 교과서보다 인간의 희로애락에 대해 정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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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미적인 관점을 제공해주며 학생들이 흥미로워 할 소재로서 내러티

브 활용 수업을 제안하기 위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현행 다문화교육이 단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지식 

전달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거나 또는 소수 집단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처

럼 여겨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

중하는 가운데 다수자와 소수자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해법을 찾으

려는 많은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단일 민족과 순혈주의 이

념에 근거하여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다양한 인종 집단을 같은 집단 내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필요

와 실정에 맞는 진정한 다문화교육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다문화가정의 사람들 또한 우리 사회

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주요한 목표로서 다문화 수용성의 함양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시되었다.

  [연구문제]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에 비

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다문화교육의 목표로서 다문화 수용

성의 개념과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으로서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업을 제시한다. 그리

고 이러한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이 학습자의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기존의 교과서를 활용한 다문화수업과의 비교

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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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다문화교육의 대상이 다문화가정의 아동에게만 한정될 것이 아

니라 상호이해교육의 차원에서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다문화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의 다문화교육은 여전히 소수자를 위한 시혜적 관점으로 협소하게 이해 

및 적용되고 있었다. 만일 다문화교육이 ‘소외받는 타자’만을 위한 교육

으로 비춰진다면, 다문화교육을 통해 소수 집단은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

고 언제까지나 주변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습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수업을 제안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 교과서 서술

방식을 대체하여 내러티브 활용 수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기존 연구가 특별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교과 외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교수·학습 활동을 제안한 것

과 구분된다.

  셋째,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감이 필수 요소임을 확인했다. 

이는 수업 소재로서 내러티브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할 것으로 다문화 수

용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되어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모집단

인 대한민국의 중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선정을 할 때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사전 검사와 선행연구를 통한 통제변인의 설정을 통해 혼란요인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셋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설문지가 동일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들에게 연습 효과(testing effect)가 있을 수 있다.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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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문항의 내용은 동일하게 하되 순서를 달리 배열하고, 글씨체도 바꿔 

만들었다.

  넷째, 수업 처치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는 학교 수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 수업이 1차시로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을 고

려한 것이다. 실제 학교교육의 여건상 수업 차시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현장교사들의 조언을 고려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

은 몇 주나 몇 년 안에 완결될 수 없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장기간에 걸

친 학교교육 개선과 다문화교육 내용 재구조화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져

야 다문화교육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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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주장하지만 본질적

으로 교육 평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진정한 교육 평등은 서로 다른 집단

의 학생들이 외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과 같은 편협

한 사고에서 벗어나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하려는 마음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에 대

해 살펴보고 그 구체적 목표를 다문화 수용성에 두어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1)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1)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의 지향점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

이 서로의 가치나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다양한 민족 집단 구성원

들과 상호작용하고 교류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에서 주목하는 영역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구체적 정의 또한 학자들마다 다르

다. 다문화교육에 있어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하나인 Banks(2007)는 “다문

화교육이란 다양한 문화적·인종적·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

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총체적 학교 개혁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였

다. Bennett(2007)은 “다문화교육은 평등교육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혁을 

통하여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모든 사람이 다문화적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Nieto(2011)는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본 교육과 종합적인 학교 개혁과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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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Grant와 Sleeter(2011)는 “다문화교육은 철학 개념이자 일종의 교

육과정으로, 모든 학생이 미국의 조직과 기관에서 구조적으로 평등하게 

일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장인실 외, 2012). 다문화교육

의 구체적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지만, 다문화교육을 주

장하는 이들 모두 다문화교육을 통해 결국 교육 평등을 달성하고자 한

다. 즉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인종, 민족, 계층, 문화 집단의 학생

들에게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차경수 외, 2008).

  다문화교육은 역사적으로 인종 및 민족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 

초기의 다문화교육은 1960~70년대 미국의 시민권운동(civil right 

movements)의 흐름 속에서 흑인들이 백인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등장하였다(박윤경, 2006). 하지만 다문화교육의 개념이 등장

하기 이전에도 이미 다른 민족과 인종 집단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증진

시키려는 노력은 시행되어 왔다. 세계 대전이 야기한 전쟁 관련 산업이 

북부와 서부에 집중되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 한데 모이면서 인종적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인종적 갈등과 긴장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에는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번의 인종 폭동으

로 나타나기도 했다(장인실, 2006). 이에 인종적 편견 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주로 소수계 학자들은 소수 집단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

해를 통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집단간 교육(intergroup education)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집단간 교육은 단지 인종 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에서만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주 단위에서 제도화되지 못

해 결국 장기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다양한 문화 

집단의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재구성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개혁운동의 일환인 다민족교육(multiethnic education)으

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민족교육은 민족학(ethnic studies)의 영

향을 받아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의 유산과 공헌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주류 문화에서도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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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한다(최충옥 외, 2010: 52-54).

  반면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언

어, 사회 계층, 성, 장애 등을 아우르는 보다 광범위한 교육적 문제를 다

룬다.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문화교육을 인종을 넘어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대해 Banks & 

Banks(2004)는 ‘성, 인종, 민족성, 언어, 사회적 계층, 종교, 예외성’, 

Sleeter & Grant(2007)는 ‘인종, 민족, 성, 성적 지향, 사회 계층, 장

애’, Gollnik & Chinn(2009)는 ‘민족, 계층, 성, 특수성, 나이, 지리, 종

교, 언어’로 정리하는 식이다(장한업, 2014: 102-103). 이처럼 다문화교

육은 백인과 흑인이라는 인종,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비장애인과 장애

인이라는 장애 여부, 부자와 빈자라는 계층 등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전

개하고 있다.

  다문화교육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이해교육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다. 종종 두 용어는 명확하

게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기도 하지만 이 두 교육은 발생배경에서부터 

서로 달라 그 목적과 교육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다문화교육은 아프

리카계 미국인들에 의해 다양한 사회계층, 성, 인종, 문화집단에 속한 사

람들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체제를 

바꾸려는 ‘개혁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하지만 국제이해교육은 유럽계 미

국인에 의해 학생들의 세계체제와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이었다. 다문화교육은 국내의 다양성이나 차별 

문제에 관심을 두고,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적 차원의 다양성에 관심을 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둘은 서로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

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은 관련을 맺고 상호보완관계를 추구하는 식

으로 발전하고 있다(김현덕, 200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을 국가 내 다양성

에 주목하여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가치 있게 여기며 어느 집단에 속하

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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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한다. 이에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을 주류 집단의 사회에 동화

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다수자의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여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성

이 사회 발전의 긍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다문화교육의 목표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점과 개념 정의의 차이로 인해 학자들마다 그 구

체적인 목표를 조금씩 다르게 서술하지만 결국 모두가 동의하는 다문화

교육의 지향점은 교육 평등의 증진에 있다. 다문화교육의 대표적 학자인 

Banks(2014)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과 지역

사회의 문화를 긍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다문화교

육의 목표를 다음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

  다문화교육의 첫 번째 주요한 목표는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하여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사회를 자기 문

화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사람들은 편협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인간의 

총체적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문화도 충분히 인식할 수 없

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미국의 학교 문화와 교육과정은 주류 집단의 문

화가 핵심을 차지했다면 그 대안으로서 소수 집단의 문화적, 민족적 대

안을 가르치는 것이다. 백인중심의 교육과정은 주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유색 인종집단의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류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서만 알게 되어 소수 집단의 다양한 문화, 생활방

식에 대해 알기 어려우며, 소수 집단의 학생들은 학교 문화를 이질적이

고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세 번째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여러 문화

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갖

도록 하는 데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백인 학생들은 흑인 영어의 풍부함

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고 흑인 학생들은 자기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소

외감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주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표준 

영어를 말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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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소수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

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소수계 학생들은 학교와 주류 사회에 동

화되어 성공하기 위해 자신들의 민족적 유산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마저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노력

한다고 해도 결국 피부색의 한계로 그들은 자신과 주류 문화 둘 다로부

터 소외되어 결국 주변성을 경험하게 된다. 생활 속에서 주변성을 경험

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부인하여 완전한 자아

실현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섯 번째 목표는 학생들이 전 지구적(global)인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기, 쓰기 등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적 자료와 정보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하며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여섯 번째 목표

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문화를 긍

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문화적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

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

회를 만드는 시민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충옥 외, 2010: 56). 먼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이다. 둘째는 주류 집단의 학생까지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시

민적 자질 육성, 그리고 셋째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지구촌 공동체의 일

원으로서의 역량, 즉 세계시민성의 함양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서로 배

타적이거나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실현이 다른 목표의 달

성에도 도움을 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그 접근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Sleeter와 Grant(1987; 2009)는 다문화교육이 학자에 따라 다르

게 정의 내려진다고 보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접근 방

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문화적으로 다른 것 가르치기

(teaching the culturally different)로 소수 집단의 학생들이 주류 집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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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 동화되어 그 사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소수 집단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결핍으로 학업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등장하였다. 둘째, 인간관계(human relations) 접근법이다. 이 유형은 문

화간 교육운동 이후 등장한 것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는데 강조점을 둔다. 셋째, 단일집단(single 

group) 접근으로 학교교육의 내용은 집단간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서 그 집단 스스로 자신들의 권력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소수집단의 학생들이 사회의 억압 구조를 

인식하여 집단 정체성 제고에 힘쓰는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주류로서 

다수집단의 학생들을 변화시키는데 더 주목한다. 넷째, 다문화교육

(multicultural education) 접근은 모든 학교가 인간의 다양성과 동등한 기

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은 

다문화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 발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인

간관계 접근과 차이가 있으며, 교육과정 개선 수준에서 가정이나 지역공

동체와 학교와의 관계를 포괄하는 학교교육 전체를 변혁시키는 것을 추

구한다는 점에서 단일집단 접근과도 구분된다(강운선, 2011). 다섯째, 다

문화와 사회 재건을 위한 교육(education that is multicultural and social 

reconstructionist)은 인간의 다양성과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

이 사회적 소수자 즉 유색인종이나 빈곤층,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더 

잘 배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참여를 촉구하는 행동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양영자(2008)가 우리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의 발전 방

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현재 한

국에서 전개되는 다문화교육의 유형을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음의 범

주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소수자 적응교육으로 이는 동화주의적 관점을 

따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다문화교육이라 부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그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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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둘째, 소수자 정체성 교육은 적응 과

정에서 소수자가 겪게 될 정체성의 혼란을 해소시키고, 자신의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통해 다른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셋째, 소수자 공동체 교육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벗

어나 다른 집단에도 참여하여 여러 문화집단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공동체에 깊이 대면하기 위

해서는 집단 간 갈등에 대해 유형별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수

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교육은 인종과 문화가 다른 집단들이 서로의 집단

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인종과 문화적으

로 다른 집단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도 소수 집

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은 한국인과 이주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

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정의와 구체적인 목표는 학자들마다 달리 설

정되어 있지만 다문화교육을 지지하는 이들은 ‘교육 평등’의 증진에 동

의한다. 이는 학생들이 국경을 넘어 인종,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

게 상호 연관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Banks et al., 2005), 또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존재’

라는 현대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모

경환 외, 2011).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국경 내에서도 인종과 문화집단의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학교교

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서로 다른 집단의 학생들이 동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편견, 불평등, 인

종차별, 성차별과 고정 관념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습득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지영, 2013). 결국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자민

족 중심주의와 같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내 여러 문화의 공존

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평등을 추구

하는 다문화적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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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지구촌을 인식하고 다양한 성원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과 요소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한 공간에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다문화사

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된다. 다양한 인종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다양성이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긍정적 사회 발전의 기제가 될 수 있으나 고정관념과 편견이 결합하면 

경직과 사회분열의 동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민무숙 외, 

2010). 특히 한국과 같이 오랜 기간 단일민족의 전통을 유지했던 나라는 

단일민족의 신화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유입과 문화 간 융합을 

민족적 정체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주민들의 포용을 유보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매우 배타적이고 억압적일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주로 단

일한 인종과 민족 정체성에 기초한 유대감의 형성을 통해 확보된다고 보

기 때문이다(김비환, 2007). 하지만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

의 진전과 함께 이주 노동자들의 급속한 유입은 한국의 단일민족 전통에 

도전하였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교과서를 통해 단일민족과 혈통을 강

조하던 표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한국에서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만연했던 단일민족 의식

과 이질적인 문화 공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그동안의 다문

화교육은 피상적 수준에서 외국의 음식이나 문화 등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제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러 신념과 가치 체

계를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한

다. 그런데 다양성의 시대에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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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구성원을 배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의 종착점은 편견을 숨기고 차별을 하지 

않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에 대

한 측은지심으로 그들은 불우 이웃 중의 하나이며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또 다른 편견을 낳을 뿐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즉 다문화사회에 적절하

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 ‘다문화 수

용성’의 발달이 핵심적인 것이다. 여기서는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의 목표

로서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과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

  Berry와 Kalin(1995)은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구성

원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지지가 필수적이며 이는 정책적 수용뿐 아니

라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의 귀중한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만일 다문화 수용성이 부재하다면 이는 다른 집단에 대

한 편견을 만들어 내어 차별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수용성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자민족 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외집단은 무분별

하게 배척, 내집단에게는 무조건적 호의를 표하는 등 내집단 중심의 편

협한 사고를 할 수도 있다. 

  수용성이라는 용어는 Bennett(1986, 1993, 2004)이 제안한 문화간 감수

성 발달모형(Dev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가 점차 하나로 묶이는 세계화의 진행과 동시에 한 

사회 안에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해 지면서 문화간 차이에 대처하고 소통

하는 능력인 문화간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이 주목받고 있다. 그

는 역량의 의미가 구체화되지 않을 때 상당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면서 

대신 적응(adap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적응은 이

주민이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문화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에 문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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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주인처럼 행동하는 동화(assimilation)와는 다르다. 이때 적응은 본토 

문화를 지닌 채 새로운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방식대로 행동하는 

능력을 부가적으로 갖춘 것을 의미한다. Bennett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

에 이주한 즉시 적응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마다 문화

간 차이에 대처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문화적 차

이에 대한 감수성의 단계를 구분하였다. 그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을 크게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민족상대주의(ethnorelativism)

로 나누고 각 세 단계씩 총 여섯 단계를 제안하였다(Bennett, 2013).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은 연구자들 간 개념 정의가 

합의되지 않아 그 용어 또한 다문화 태도, 다문화 역량, 다문화 지향성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때문에 하나의 용어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다문화 수용성의 진단 도구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등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한국여성정

책연구원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과 구인요소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서 

민무숙 외(2010)는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

로서 자기와 다른 구성원, 다른 문화에 대해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상호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

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정의했다. 이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보다 안정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 

안상수 외(2012a)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대할 

때 출신지역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세계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려는 총체적 태

도”를 덧붙여 정의했다. 이는 이주민의 출신국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이중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다문화 지향적 태도로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을 경쟁자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로 이해하는 연구들도 있다(윤인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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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지영, 2013). 여기서 다문화 수용성은 주류 집단의 구성원이 소

수 집단인 이주자에게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사

회에 다양한 집단이 존재할 때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두고 집단 간 경쟁

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협을 느껴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이고 관용적이

지 못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박혜숙 외(2010)는 다문화 수용성을 인지적, 행동적 차원으로 구

분하여 인지적 차원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행동적 차원을 다

른 문화집단 사람들과의 공존가능성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 두 차원을 

종합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존중, 

곤경에 처한 타인에게 그의 배경과 관계없이 도움을 주려는 태도, 다른 

문화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동료의식과 생활 가능성으로 정의했다. 비

슷한 맥락에서 민경숙(2010)은 ‘다문화 태도’라는 용어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자연스러

운 것으로 인정하고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성향이라고 정의했다. 황정미 

외(2007) 또한 다양한 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

라고 규정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태도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위

협의식, 자민족에 대한 자긍심 등과 같은 태도적 측면에서 접근한 조류

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 속에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의 수용 차원에서 접근한 논의도 있다. 예컨대 이자형 외(2012)는 다

문화 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의 실현과 관련된 

정책을 수용하는 의식의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이 이주자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정책에 대한 수용, 두 가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최현(2007)은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이라는 

폭넓은 용어를 통해 주류 집단이 이주민에 대해 정서적 친밀도를 보이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을 위한 법과 정책 차원까지도 지지하는 정도라고 정

의했다.

  종합하여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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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 가치를 알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다문화 관련 지원 정책을 지지하고, 나아가 문화 간 차등을 두

지 않으면서 보편적 가치로서 세계시민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한 인종 집단이 함께하는 다문화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나아가 보편성 차원에서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과 역량인 것이다.

(2) 다문화 수용성의 요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학자간 개념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구

성하는 요소들도 저마다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Chen과 Starosta(1996; 

정석원 외, 2012에서 재인용)는 문화간 유능성(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을 인지, 정의,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는

데 각각 문화간 의식(intercultural awareness), 문화간 감수성

(intercultural sensitivity), 문화간 숙련성(intercultural adroitness)에 해당

한다.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문화간 의식은 다른 문화의 유사점과 차

이점에 대해 이해하는 개인의 능력을 가리키며 문화적 자기인식과 문화

적 의식의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정의적 차원의 문화간 감수성은 문화

적 차이를 알고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개인의 감정적 열망을 가리키며 자

부심, 자율점검, 감정이입, 개방성, 편견 없음, 사회적 긴장 완화의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에

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가리키는 문화간 숙

련성은 전달기술, 적절한 자기노출, 행동의 융통성, 상호작용 관리능력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Sercu(2004) 또한 문화간 유능성(역량; intercultural competence)에 대

해 강조하면서 그 요소가 지식(knowledge), 기능/행동(skills/behavior), 태

도/특성(attitudes/traits)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지식은 특정 문화 또

는 문화 전반에 대해 알고 나와 타인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

다. 특히 그는 외국어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적 차원의 문화간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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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문화가 언어와 의사소통 양식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리고 기능이나 행동은 문화적 차이를 해석하고, 문

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어 그 지식을 알맞게 적용하며 다른 문화집

단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

니라 메타인지 전략을 갖고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

는 기능을 포함하게 된다. 태도와 특성은 나를 포함한 다른 집단의 구성

원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또 문화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가리킨다

고 보았다. 

  김미진(2010)도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을 위해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요소를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즉 다

문화 수용성에는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 없는 태도를 나타내는 인지

적 요인,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긍정성을 가지고 외집단의 구성원들

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정서적 요인,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타인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행동적 요인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다문화 수용성 개념을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하

는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 다문화 사회에서 각 개인이 보이는 문화 적응

과 감수성의 정도를 단계별로 제시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Bennett은 문화간 감수성 발달 단계를 크게 자문화중심주의와 민족상대

주의로 구분, 그 안에서 여섯 가지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항하여 방어하거나, 그 중요성을 경시하는 부정

(denial), 방어(defense), 경시(minimization)의 단계와 문화적 차이의 중요

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려한 적합한 관점을 채택하고 정체성에 여러 문

화의 관점을 통합하는 수용(acceptance), 적응(adaptation), 통합

(integration)의 단계가 그것이다(Bennet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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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Bennett의 문화간 감수성 발달모형(Bennett, 2013)

  비슷하게 Berry 등(2002)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집단 

지향과 외집단 지향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상대적 선호를 의미하는 축(이슈 1)과, 다른 인종문화 집단과 

함께 더 큰 사회에 참여하고자 결합하려는 선호(이슈 2)를 교차시켜 분

류했다. 문화적응 전략은 개인과 집단, 사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는데 어느 집단에 속해있는가, 즉 다수 집단인가 또는 소수 집단인가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게 된다. 만일 소수 집단에 속한 어떤 

개인이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타문화와만 교류하려 한다

면 이는 동화(assimilation) 전략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자신이 원래 지니

고 있던 문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집단의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꺼려

한다면 이는 분리(separation) 전략에 해당한다. 만약 본토 문화를 지니되 

새로운 사회에서 타문화 집단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도 흥미를 보인

다면 이는 어느 정도 문화 통합(cultural integrity)를 달성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문화 지향이 낮은 상태에서 다른 집단

과의 관계 형성에도 관심이 없다면 이는 주변화(marginalization)의 상태

이다. 여기서 Berry는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어떠한 문

화적응 전략을 취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가정한 것으로 만일 다수 

집단의 사람들이 소수 집단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특정 유형의 

관계를 강요한다면 그가 제시한 전략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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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Berry의 문화적응전략 구분(Berry et al., 2002: 354)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여성가족부 주도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를 개발한 정책연구에서는 특히 Berry의 논의를 참고하

여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앞에 서술

한 대로 Berry는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응전략을 두 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각각 ‘다양성’과 ‘관계성’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

신의 문화뿐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가의 여부는 다양성, 또한 여

러 집단과의 관계 형성의 측면을 관계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이다. 초기 진단도구 개발 과정에서는 이 두 차원만이 반영되었으나, 추

후 출신국의 경제 수준별로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편성’ 차원이 추가된 연구가 진행되

었다(민무숙 외, 2010; 민무숙 외, 2012; 안상수 외, 2012). 

  ‘다양성’은 다른 문화집단의 정체성과 문화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

거나 혹은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차별적 

행동을 하지 않는 성질을 뜻한다. 다양성 요소의 하위 영역은 외국 이주

민의 유입 및 정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의미하는 ‘문화개방성’, 누

가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에 바탕을 둔 ‘국민정체

성’,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이나 부정적 지식의 정도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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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정관념 및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성’은 다문화가

정의 구성원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로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 간의 

관계 설정, 사회적 거리감과 연관된다. 관계성 요소는 세 가지 하위영역

으로 나뉘는데, 주류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

와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라는 용광로 속에 용해되기를 일방적으로 

기대하기를 바라는 ‘일방적 동화기대’, 일상적 관계 형성에서 다문화가정 

집단이나 개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들과 조우하는 상황에서 비합

리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경향성이나 정도로서 ‘거부·회

피 정서’, 다문화가정 집단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

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호호혜적

인 교류관계를 맺고 실천하려는 의지로서 ‘상호교류행동의지’로 구분된

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은 경제적 배경과 출신 국가에 따라 의식이 차별

적으로 형성되는 의식에 의중성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

화 수용성 요소이다. 세부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집단에 대한 개방성 혹은 

문화적 가치의 인정이 있어서 출신지역이나 인종적 배경에 차이를 두지 

않고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초월한 상위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를 관대히 다루는 ‘이중적 평가’와 

나아가 모두가 공통된 세계의 구성원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정서, 

행동적 경향성을 의미하는 ‘세계시민행동의지’로 나뉜다.

2. 내러티브 활용 사회과 다문화수업

  내러티브는 읽는 이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맥락적·상상적 이해를 통

해 이야기의 인물이나 사건 속에 몰입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경험을 체험하도록 이끈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러티브의 의미와 이것이 

다문화수업에 갖는 유용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내러티브를 활용한 사

회과 다문화수업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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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러티브의 의미와 유용성

(1) 내러티브의 의미  

  내러티브(narrative)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

이며 학자들 간에도 통일된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단정

적으로 정의내리기란 쉽지 않다.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 개념과 혼용되

어 쓰이기도 하고, 중요한 지식과 이해의 원천인 경험을 존중하면서 인

간의 삶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일컫기도 한다. 이외에도 매우 다

양한 영역에서 특히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의 모든 것을 언급하는데 내러

티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Clandinin, 2013).

  Loewenstein(1991)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어원적으로 ‘말하다’, ‘서

술하다’의 뜻을 가져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된

다. 영어 내러티브의 동사형(to narrate)이 ‘관계를 맺다’의 의미도 갖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러티브가 엮어내는 이야기는 사건의 무질

서한 나열이 아니라, 부분과 전체, 처음과 끝이 일관된 연결성을 갖는 

질서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이흔정, 2003: 9). 즉 내러티브는 신문 

컷 속의 만화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그려지는 것처럼 시간에 따른 사건이나 화제를 이야기로 구성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이소영, 2006).

  Polkinghorne(1988: 13)은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내러티브’라는 용

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구어 또는 문어적 표현을 가리킨다고 했다. 만일 

설문에서 내러티브라는 말이 쓰인다면 단답형의 짧은 단어가 아닌 여러 

문장이나 단락으로 구성된 긴 서술로 응답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에

세이에서 내러티브는 도표나 그래프와 구분되는 텍스트로 서술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Polkinghorne은 이러한 일상적, 일반적 내러티

브 대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완결된 이

야기 형태로 조직화한 것을 내러티브라고 한정했다. 그는 ‘이야기

(story)’와 내러티브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상상하여 꾸며낸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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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에만 제약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생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구

성된 에피소드 등과 같은 “있을 법한(true)” 이야기2)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또한 그는 개별적인 사건들은 전체적인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적인 계열성이 내포된다고 덧붙였다.3)

  하지만 Clandinin과 Connelly(1992)는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구분하는데, 

이야기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라면 내러티브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있는 삶에 대한 사건들을 뜻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그들은 내러티

브란 사건에 대한 현상인 동시에 방법으로 경험의 질인 동시에 탐구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즉 내러티브란 ‘반성의 과정을 통해 개인적 경험

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이흔정, 2003: 12). 비슷

하게 Chase(2011)도 내러티브에 대해 자신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조직화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보았다(조영달, 2015).

  내러티브의 의미는 Bruner에 의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사고양식을 패러다임적 사고(paradigmatic thought; 또는 명제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narrative thought)로 나누었다. 패러다임적 사

고는 추상적이면서 탈맥락적인 사실을 납득하도록 하는 논리적인 주장들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는 논리 과학적, 이론적, 형식적인 해석을 

지향한다. 반면 내러티브적 사고는 구체적인 인간사와 인간들의 상호작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논의에 기초한 내러티브적 사고란 이야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인지적, 정의적 통합 작용을 일컫는다

(Bruner, 1996). 내러티브와 함께 종종 거론되는 스토리텔링은 내러티브

적 사고의 한 양식으로 특정한 경험을 이해, 조직, 공유하는 가장 기본

2) 내러티브가 반드시 확정적인 사실만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내러티브적인 

‘사실’은 사실의 증명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움, 즉 진

실인 듯한 박진성에 의해 판단된다. 따라서 사실적 요소가 포함된 우화나 전

설 등도 모두 내러티브에 해당된다(이소영, 2006).

3) 인문학에서 내러티브는 기-승-전-결의 긴 서사를 뜻하지만 내러티브 연구의 

내러티브는 반드시 시간 순에 따라서 서술되지는 않는다. 저자에 따라 자신

이 말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소설과 같이 과거를 나중에 이야기하고 현재

를 먼저 이야기하는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

어도 내러티브 안에는 각 사건이 벌어진 시간과 인물 간 관계, 사건이 벌어

진 상황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야 한다(조영달, 2015: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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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소재로서 내러티브 수업의 결과

의미 있는 구조를 지닌 이야기
→ 타인의 경험 이해,

새로운 자아 형성
사고양식으로서 내러티브

사건의 의미 파악, 반성

[그림 Ⅱ-3] 내러티브의 의미 

적 형태이다(허희옥, 2006: 198).

  내러티브를 정의할 때 연구자 각 나름대로의 강조점과 특징에 있어 차

이를 보이고 있으나 결국 내러티브란 인간의 총체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

는 일련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내러티브는 시간적 계

열성에 따라 구조화된 일련의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야기가 구성되고 전수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자아를 형성하게 되며 나아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내러티브의 개념을 통해 본 연구에서 지칭

하는 내러티브는 수업 소재로서 내러티브와 사고양식으로서의 내러티브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된다. 수업의 소재로 활용되는 내러티브는 내용 지

식을 암기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학습자들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타인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

스레 수업의 목표 또한 달성하게 된다. 사고양식으로서 내러티브는 인간

의 삶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 인물 간 관계나 상황 등을 해

석하고 이해하는 맥락적인 사고이다. 이는 일종의 해석학적 작업으로서 

학습자들은 내러티브 사고를 통해 어떤 사건과 경험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의미를 구성할 수 있

게 된다(강정숙, 2013). 정리하면 내러티브란 학습자가 시간에 따라 배열

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이야기 속 경험에 주목하여 그 내

면의 의미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 비판적으로 성

찰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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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러티브의 유용성

  최근 교육학계에서 내러티브로서 이야기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 동안 인간의 정

신 활동은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기능이라는 인지심리학에 의해 주로 설

명되었다. 예컨대 Piaget는 인간의 정신 발달이 인지 영역의 추상적, 논

리적 범주의 확장, 정교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 발달 

이론이 인간의 구체적 경험과 일상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인지 영역의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파

악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전현정 외, 2011: 289). 이에 대

안으로 교육과정과 방법에서 내러티브에 대한 가치나 활용 방안이 다양

하게 제안되고 있다.

  MacIntyre(1981)는 내러티브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야기를 들어 왔고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적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다

른 사람의 삶과 행위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것이라고 말한다(이흔정, 

2003). 미국의 시인이자 정치 활동가인 Muriel Rukeyser가 “세계는 원자

가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러티브 

그 자체이다.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내러티브는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반

성적 거울이자 타인과 관계를 맺어주는 연결고리인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맥락이 될 수 있다. 정문성 외(2016: 248)에 따르면 내러티브가 교육

적 유용성을 갖는 것은 교육이 인간의 삶을 다루기 때문이며 특히 학교

는 학생들의 본격적인 삶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므로 학습의 내용과 방법

이 내러티브로 제시, 활용되어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음에 있다. 가르

치고 배우는 과정 자체도 일종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것은 박제화된 전시품과 같이 죽어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생은 지식을 탐구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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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의 연장이 일상적 삶이 되어야 한다.

  Collins 외(2005: 2-6)는 학습자들이 더 잘 배우기 위해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야기가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 수업

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정신 작용이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야기를 활용한 도덕이나 역사수업은 전통적인 설명식 수업보다 

목표 달성에 더 유리하다. 또한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호기심과 

흥미를 자아낼 뿐 아니라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식이 아닌 학생들이 수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우는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또 능동적으로 탐

구할 수 있게 해준다. 

  Levstik(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양호환(1998)은 역사교과에서 내러티

브를 활용한 수업의 시사점에 대해 내러티브는 학습자에게 친숙한 장르

로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교과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러티브는 경험을 이해하게 하는 해석의 한 형식이기 때문

에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와 의도, 그리고 그 결과를 다룬다는 점에서 내

용지식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즉 내러티브는 일반적인 사실이 

아닌 특수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과 사건의 나열이 아닌 서술과 

해석을 포함하여 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인 역사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내러티브 교육과정에 대해 연구한 이흔정(2003)도 인간의 주체성과 의

미의 회복을 위한 내러티브 활용 교육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첫째, 내러티브는 자아를 발견하게 해 준다.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구체적인 과정은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야기

는 본질적으로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엮어가는 세계이다. 즉 우리는 내

러티브를 통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

(self-generated discovery)할 수 있다(Bruner, 1996). 둘째, 내러티브는 기

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기존 정보에 새로 들어온 정보와 

논리체계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만일 



- 28 -

새로운 정보에 관련된 개념이나 지식이 기존의 정신구조와 비슷하다면 

이해나 기억이 용이하게 된다. Mandler(1984)는 구조화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내러티브는 상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 논리 과학적인 패러다임 

사고를 통해 인지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면 내러티브 사고를 통해서 의미

의 재창조와 상상력의 계발이 이뤄질 수 있다. Johnson(1992)은 상상력이 

없으면 현실의 지식에 대해 근거를 부여할 수 없다며 인간의 경험과 이

해 등 모든 측면에서 중심적인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내러티

브는 의미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야기는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묶어야 할지에 대한 구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계

없는 사실들을 의미 있게 연결시켜 준다. 잘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주제

와 보편적 진리, 도덕적 결과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야기는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개념들을 전달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내러티브를 통해 학습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내러티브는 선험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주체와 생산주체가 상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듣

는 자의 요구를 이야기로 변환하는 능력이다. 특히 학교수업 상황은 언

어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진다. 언어에 의한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의 마

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달려 있다. 교수-학습을 상호작용적이고 간주관적인 관점으로 이해함으

로써 의미협상이 가능한 학습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Vygotsky가 말한 전문적 조력(scaffolding)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 학

습공동체 속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습

의 조력자가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수업 소재로서 내러티브는 기존의 요약적이고 압

축적 서술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나 호기심을 자극하여 

수업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내러티브를 수업으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며 그 안에서 교사와 

학생은 상호 교류하며 내러티브 속 사건과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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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흥미와 호기심으로 교과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어떤 현상을 익숙한 이야기 형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

2) 내러티브 활용 사회과 다문화수업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 10여년 동안 다

문화 관련 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교육은 전반적으

로 동화주의적이다. 단일성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적 교육은 단기적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 안정 등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

교육은 다양성과 함께 여러 문화 집단들 간의 공존을 강조할 수 있는 다

문화이해, 상호문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장한업, 2014).

  건강한 다문화교육과 수업을 위해 본 연구는 내러티브 접근에 주목하

였다. 지금까지의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를 보면 주로 문학이나 역사, 철

학, 윤리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내러티브가 갖

는 의미와 유용성이 여러 학문을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다문화수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대

한 구체적인 단계 설정과 자료가 되기 위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1) 수업의 단계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기 이전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내러티

브 관련 수업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한종(1999)은 내러티브식 

역사수업을 제안하기 위한 구성 형식과 원리를 고찰하기 위해 

Egan(1989)의 논의를 인용한다. Egan은 역사적 사고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야기와 같다고 보고, 그에 따라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

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역사 이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

려하여 이야기를 이용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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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에서 리듬감 있는 하나의 줄거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리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 좋고 갈

등 상황(이항적 대비; binary opposite)를 통해 가장 명확하게 그러한 구

조적 장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종합하여 Egan은 학교 현장에

서 사용 가능한 두 가지 교수 모델을 제시한다.

  먼저 아동 수준에 적합한 이야기 형식 모형(the story-form 

framework)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중요성 깨닫기 단계로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주제를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찾고 이를 가장 극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을 생각

하고 마지막으로 주제가 이해되고, 중요성이 파악되고 배운 내용을 어떻

게 알았는가에 대해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1989: 288).

  중등학교 단계에 적합한 낭만적 모델(romantic framework) 또한 앞서 

제시한 이야기 형식 모형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가장 먼저 학습자들이 

낭만적 관점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Egan이 제시한 역사

적 사고 발달 단계를 따른 것이다. 주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나면,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조직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주제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선정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내재된 극적인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이 잘 이

해되었는지, 적절한 낭만적 능력이 자극받고 발달되었는가에 대해 반성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1989: 289).

  하지만 김한종(1999: 102)에 따르면 Egan(1989)이 제시한 이야기 활용 

역사 수업은 애초부터 내러티브 구조를 가진 설화나 신화가 수업에서 구

현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제한

적이다. 내러티브 구조를 갖지 못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을 적용하기에

는 어렵기 때문이다.

  Lauritzen과 Jaeger(1997: 189-226)는 이야기가 학습을 위한 중추적 역

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내러티브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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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그들의 모형은 이야기를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 각 수업 단계별로 구체적인 활동과 함께 제시하여 현장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그들이 제시한 수업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맥

락을 파악하는 단계로 좋은 문맥을 갖춘 이야기를 선정하여 학생들로 하

여금 이야기 지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사건의 배경이나 문제 등을 구조

화함으로써 학생들은 교과의 중요한 개념을 찾아낼 수 있다. 둘째, 탐구

질문 단계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와 지

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때 학습자들은 세상을 탐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권유되는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질문의 주도권이 교사가 아닌 학생에

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목표점검 단계로 교사와 학생이 질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목표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업이 의도한 목표

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탐구조사 단계로 공동으로 

만들어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적극적으로 찾

는 활동이다. 탐구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

들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다섯째, 정리 단계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탐구한 결과를 공개적으

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탐구의 결과로

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복습을 하게 되고 학습공동체 내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발견한 사실을 알면서 학습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흔정(2003)은 Lauritzen과 Jaeger(1997)가 제안한 모형에 기초하여 교

과에 적용할 수 있는 내러티브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각 단계별

로 주요활동, 세부활동, 활동주체, 의미형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 각 단

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으로 

국어과와 역사과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여 내러티브 활용 수업의 

현장 적합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얼

개 짜기 단계로 교사가 학습 전에 이야기 자료를 선택하고 분석하여 수

업 상황을 예상해 보는 단계이다. 둘째, 풀어내기 단계로 선정된 이야기

를 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탐구과제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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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이야기를 제시하고 학습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학생과 상호 교환하

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셋째, 되풀기는 앞의 단계에서 선정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단계이다. 이때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선행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가처럼 과제를 해결하도록 장려된다. 넷째, 나누기 단계로 

학습결과를 학급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과정이다. 되풀기 단계에서 개인

이나 모둠별로 활동한 결과물들을 발표하거나 결과물에 대해 토의 및 비

평을 하고 교사의 조언을 듣는 단계이다. 다섯째, 새로 맺기로 앞의 네 

단계에서 활동한 모든 내용을 토대로 새롭게 학습내용을 재구성하는 단

계이다. 세부적으로 학생 개인이 자신의 학습내용을 보충하거나 학습결

과를 재구성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강현석(2007; 강정숙, 2013에서 재인용) 또한 기존에 Lauritzen과 

Jaeger(1997)와 이흔정(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야기 구조에 근거하여 

의미 형성에 초점을 두는 내러티브 중심 교과교육 모형을 구안하였다. 

기존의 모형과 수업 단계나 세부 활동 등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 구

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이야기의 구조를 짜는 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를 선정하고 이야기 지도를 만들어 의문점을 

도출하고 예상되는 문제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한다. 둘째, 과제해결

을 위해 질문을 구성하고 탐구 과제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교사는 이야기

를 제시하고 교사와 학생 간 의견을 교환하며, 탐구과제를 선정하는 활

동을 한다. 셋째, 학습과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초기에 설정된 목표

를 수정하고 점검하는 단계이다. 넷째, 줄거리 구성을 통해 탐구 과제에 

답하고 이를 공유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이야기를 정리하고 완성하며 

학습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한편 남혜림 외(2015: 181)는 학습자들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키우

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생들의 영어능력과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문화 아동문학을 활용한 협력학습 모형을 총 5차시로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학생들은 학습 동기유발을 위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국가와 외국문화, 주인공 등을 알아가면서 내용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 

두 번째로 다음 2~3차시에 걸친 협력 읽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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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짝 또는 모둠 토론을 통해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

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2차시에서는 내용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

습지를 통해 이해도를 점검한다. 3차시에는 학생들이 이야기에 대한 질

문을 만들어 짝 토론을 하고 좋은 질문을 선정하고 모둠이 모여 그 질문

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토론을 하게 된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한층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4~5차시에 

걸친 협력 쓰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쓰기 활동을 하는데 4차시에는 초

안을 써 본다. 그 후 자신의 글을 자가 점검하고 모둠 구성원이 서로의 

글에 대한 내용과 문법 등의 오류를 교정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의

문이 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즉각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는 최종안을 완성하여 학급 발표를 통해 학급 

단위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다문화적 시민성의 기초로서 학생들의 민족 및 인종적 편견을 완

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박윤경, 2006). 이 연

구는 수업 소재로서 아동 문학이라는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다문화수업의 주요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수업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견 드러내기 단계로 간단한 시청각 자료나 교사의 발문을 바탕

으로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거나 불확실한 

지식이나 편견적 감정 등을 드러낸다. 둘째, 문학의 내용 이해하기 단계

로, 주요 등장인물, 사건, 인물들의 경험과 관계 등과 관련된 교사의 질

문에 답하면서 책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편견을 부르는 

오해 바로잡기 단계로, 이는 인지적 측면에서 편견에 도전한다. 제시된 

책의 내용 중에 인종이나 민족, 종교, 문화 등과 관련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학습하거나 더 깊이 탐구한다. 이 단계에서

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

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넷째, 편견

과 연결된 감정 탐구하기 단계로 정서적 측면의 편견에 도전하여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나 차별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마무리 단계로 변화된 인식을 심화하고 확장시키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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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역할극이나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문학을 매개

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나 지식, 인식을 심화 확장시키거나 공유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태도를 더 내면화하

도록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이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업 모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절차와 단계가 비교적 명확한 Lauritzen와 

Jaeger(1997)의 모형을 바탕으로, 이흔정(2003)과 강현석(2007)이 개발한 

모형을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것이다.

(2) 내러티브의 선정

  내러티브를 활용한 다문화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떤 내러티브를 선정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러티브는 특히 수업 

소재로서 사용되는, 시간의 연계 속에서 사실이든 허구이든 의미를 갖는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뜻한다. 이미 그동안의 연구들은 효과적

인 다문화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내러티브, 경우에 따라서는 문학 

제재에 한정시켜 그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Yokota, 1993; 박윤경, 

2006; 최숙기, 2007; 김미혜, 2010; 하근희, 2014). 여기서는 대표적인 선

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Yokota(1993)는 오늘날 미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화 다양성이 증가

하는바 문학 교육에서 다문화 문학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어떤 작

품을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 되었다고 한다. 이때 좋은 문학 작

품의 기준이 다문화 문학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는 보편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다문화 제재에 보다 적합한 구체적인 준거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 정확성(cultural accuracy)으로 다양한 문

화의 가치와 신념이 꾸밈없이 진실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

째, 문화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게 서술(rich in cultural details)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다른 문화를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식이 아니

라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셋째, 작품 속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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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나 대화는 실제적(authentic dialogue and relationships)이어야 한

다. 예컨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이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넷째, 문화 관련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

이어야 할 뿐 아니라 심도 깊어야 한다(in-depth treatment of cultural 

issues). 이를 통해 독자들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고심할 수 있다. 다섯

째, 이야기 전개에 있어 소수 집단의 역할이 미미할 지라도 단지 역할 채

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다뤄져야 한다(inclusion 

of members of a “minority” group for a purpose). 이러한 준거에 따른 

다문화 문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Lauritzen와 Jaeger(1997: 249-255)는 이야기(story)가 교육과정을 배열

하고 조직하는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구

성을 위한 훌륭한 내러티브 선정의 준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째, 독자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여러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가적(writerly) 내러티브여야 한다. 이는 읽는 이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글을 읽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의문 자체를 막는 

독자적(readerly) 내러티브, 즉 설명식 텍스트와 상반된다. 둘째, 내러티

브가 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학문의 실천가처럼 사고를 

통한 탐구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문적인 관점을 허용하는가

에 대한 것으로 주어진 내러티브를 읽는 동안 독자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 셋째, 탐구 가능성은 내러티브가 탐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질문을 유발시킬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으로 내러티브의 작가적 성격과 학문적 관점과 상호작용

적이다. 넷째, 학교교육 목표와의 적합성으로 학생들은 내러티브를 통해 

지식과 기능을 얻고, 좀 더 나은 가치‧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근희(2014)는 초등 다문화교실을 전제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

한 문학 작품 선정의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때 하나의 작품

이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더 많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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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업에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야 한다. 최근 쏟아지는 다문화 

동화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급격하게 사건이 전개된다. 현실의 모습

이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은 동화는 다문화 시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인

식을 희석시킨다. 둘째, 문화적으로 공정한 시선에서 서술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편향된 시각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거나, 잠복의 형태

로 남아 무의식 중에 다른 문화에 대한 기울어진 관점을 가지게 할 우려

가 있다. 셋째, 다문화로 인한 갈등 외에 다양한 갈등이 함께 드러나는 

작품이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이어서 겪는 문제가 주인공이 겪는 유일무

이한 문제라면 이를 읽는 학생은 나와는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들

과 경계를 긋고 쉽게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 넷째, 문화 간의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문화 간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문화 사이에 경계를 긋게 할 뿐이며, 이외에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

하면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독자의 

수준을 고려한 다문화 사회 모습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문화 동화에는 

필연적으로 작가의 교육적 의도가 곳곳에 담겨있지만, 다문화 동화 역시 

문학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예술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

게 다른 문화에 대한 설명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며 즐겁

게 읽으면서 교육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박윤경(2006)은 인종, 민족과 관련된 다문화 편견 감소 교육에 적

합한 도서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준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주제와 내용이 민족이나 인종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책이어야 

한다. 둘째, 민족과 인종에 대한 시각이 문화 다원적이어야 한다. 문화 

다양성을 문화 상대성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문화의 보편적 특성

을 드러내거나 바람직한 인종 간 태도를 강조하거나 제시한 책이어야 한

다. 셋째, 아동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문화 관련 각종 기관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특히 다문화 집

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나 콘텐츠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제공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다문화가정,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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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4)

이러한 동정과 연민의 프레이밍은 학생들에게 대상을 돕고자 하는 행위

를 유발하기 위해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무능력한 사회적 약자임을 강조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도움을 줘야한다는 도덕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오히려 대상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김유란(2012)의 연구는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프레이밍 하

는 가에 따라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감의 변화율에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즉 이주노동자의 존경할 만한 

유능한 모습을 강조한 경우 무능, 동정의 프레이밍을 사용한 경우보다 

학습자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

이다. 양영자(2008: 166) 또한 다문화 문학 작품에서 재현된 이주민들의 

모습과 그 대표성에 대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한국말도 

못하고 학습부진과 왕따로 소외된 코시안이나 속아서 팔려와 매 맞고 사

는 결혼이주여성, 헐벗고 굶주린 탈북자 등이 많은 작품에서 등장하는 

것은 부분적인 사실을 소수자 집단의 전형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내용일 

수 있으며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박범신의 『나마스테』, 김려령의 『완득이』 등 대중적 

성공을 거둔 작품은 다문화 현상에 따른 불편한 진실에 집중한다. 또 김

재영의 『코끼리』에서 화자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관계, 상하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민

족과 인종 차별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가 하지 않으려는 

3D 업종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최하층 노동자 계급임이 뚜렷이 그려진

다. 정도상의 『찔레꽃』은 마라강을 건널 때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나

온 새끼 얼룩말이 주변의 동물들에게 먹잇감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재현했다(윤영옥, 2014). 이렇듯 

4) 문학계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있어왔다. 한 문학평론가는 “우리 문학이 외국

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

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을 통해 이주해 온 사람들은 작품에서 최하층 노동

자 계급으로 그려지는데 노동자 인권 유린이라는 사회문제와 겹쳐있기는 하

지만, 이는 다분히 주류적 입장에서 우리 안의 그들을 묘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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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 도서들은 한국사회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들의 모습에 주목하여 독자로 하여금 연민을 자아냄으로써 그들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김재영의 『코끼리』

그 뒤로 나는 저녁마다 물에 탈색제 한 알을 풀어 세수했고 저녁이

면 내가 얼마나 하얘졌나 보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

었다.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랐다. 여름 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비비탄 총을 새로 산 남자애

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지 않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왕따가 되

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밀치고 싶은 까만 방해물로 비치

지 않도록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탈색제를 썼다. (p.17)

  다문화 문학작품, 드라마 등은 이주민의 문화적 주체성을 존중하고 그

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피해자, 지원대상자, 부적응자로 재현

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 안에서 타자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

화교육의 수업 소재로서 내러티브 선정에 있어 연구의 목적과 좋은 내러

티브 선정 기준에 맞추어 미국에서 한 흑인의 경험을 담은 Brent Staples

의 “Night Walker(Black Men and Public Space)”를 사용하고자 한다.

  선정된 내러티브는 작가의 실제 경험을 재구성한 것으로 단지 흑인이

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백인)들에게 차별 받고 위협적인 인물로 비

춰져 의도치 않게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진 사건을 담고 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전에 위협적인 인물로 인식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나름의 

방법들을 생각해 낸다. 이 이야기는 특히 Lauritzen과 Jaeger(1997)의 좋

은 내러티브 선정 기준에도 부합한다. 첫째, 수업 목표로서 다문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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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하고(목표와의 적합성), 둘째, 

불합리한 차별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탐구 가능성). 

셋째, 어쩌다 일어난 오락성 에피소드가 아니라 소수 집단에 대한 잠재

된 차별적 인식을 다뤘고(학문적인 관점), 넷째,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또 번역 과정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 수준에 맞추어 수정했다는 점(학습자의 관점)에서 적절한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3. 내러티브 활용 사회과 다문화수업과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교육은 평등과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민주

시민을 키우는데 그 목표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 집단의 사회 적응과 함께, 다수 집단 또한 소

수 집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

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여성가족부(201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주민과의 일상적인 접촉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이주민 증가로 인한 위협인식을 크게 느끼거나 

단일민족 단일혈통을 가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

였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에 대해 31.8%가 그렇다고 답하여, 스웨덴이 3.5%, 호주 

10.6%, 미국 13.7%, 독일 21.5%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문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정책적, 교육적 노력이 시행되고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인종, 문화적 편견으로 무시와 

멸시,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자존

감 상실과 자기비하로 이어져 학업 성취나 또래 관계에서의 자신감을 잃

게 하여 고립, 우울, 폭력, 심지어는 자살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

과를 낳기도 한다(원진숙 외, 2010).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

교에서 겪는 문제에는 ‘한국어의 미숙, 이로 인한 낮은 학업 성취도, 따



- 40 -

돌림, 구타,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정서적 불안’ 등이 나타나고 있다(설

동훈 외, 2003).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로부터 받는 편견이나 차별, 멸시를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받아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한다. 다문화가

정 학생들의 외모의 차이 등이 친구들 사이의 놀림의 이유가 되고 있으

며 이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대인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국제

결혼가정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중국인이나 일본인인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상의 특징들이 크게 다른 일반 학생들과 차이가 없

기 때문에 문제가 덜 심각하지만, 어머니의 피부색과 외모가 한국인과 

다른 인종, 민족 출신이면 다른 아동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때에

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놀림을 당할까 두려워 행동에서 소극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이인재, 2010).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외모의 차이나 어머니

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과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행동이 위축되고 소극적이며 학교에서의 부적

응 현상을 보인다(전혜정 외, 2007). 특히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은 

여러 인종 중 흑인과 동남아인, 중동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민경숙 

외, 2008), 유입되는 대다수의 외국인이 주로 동남아에서 온 국제결혼 이

주자나 외국인 노동자임을 고려할 때 특정 인종, 민족, 문화에 대한 편

향된 지식과 태도,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더

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교육은 소수 집단의 사회 적응을 돕는 것뿐 아

니라 다수 집단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문화 사

회로의 이행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과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의식 해

소와 같은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 편견의 일소, 평등 

의식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등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모경환 외, 2011).

  특히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에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이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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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교육이나 활동 경험 자체가 다문

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민무숙 외(2012)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에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유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관련 교육

이나 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

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구상할 때 그 첫 단계는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는 다문화 편견 감소 교육과도 맞닿아 있다. 잘 알려진 편견 감소 교육

의 방법으로는 반응적 접근법, 활동중심의 통합적 접근법, 관련 도서를 

이용한 문학적 접근법 등이 있다. 반응적 접근법은 편견적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교사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편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활동 중심의 통합적 접근은 인형극 같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 생활

방법, 수용적 태도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문학적 접근은 

학생이 선정된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느낌, 경험, 지식을 편견과 

연결하고 본문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며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창안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편견 관련 도서나 영화 등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유의미한 편견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문학적 

접근의 연구들(박윤경, 2006; 한관종, 2006; 박진환 외, 2009; 최나영, 

2012)이 특히 유‧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문학 작품이 편견 문제를 접근하는 데 유용한 것은 문학은 어떤 사건

이나 문제의 인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도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 맥락을 지닌 인간의 삶의 경험이 총체적으로 

표현된 문학의 경우 학습자들은 간접 체험을 통해 그 과정에서 서술자에 

대한 감정 이입, 문제의식의 환기, 가치 갈등 상황에의 직면 등 다양한 

경험에 노출될 수 있다(박윤경, 2006). 이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

념이나 편견과 같은 불일치 정보를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외집단에 대한 

공감을 유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병완(2012)이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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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내러티브로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외집단에 대한 관점 채택

(perspective taking)과 공감(empathy)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편견을 완화

시키는 교수 전략에 해당한다. 외집단의 관점을 채택하여 공감을 유발하

는 활동은 공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향한 긍정적 태도를 증진하고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Stephan, 

1999; 추병완, 2012에서 재인용).

  공감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이다. 수업 소재로서 모든 내러티브에는 가치와 주인공의 태

도가 담겨있다. 그리고 감동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여 공

감도 하고 감동도 받으면서 가치가 내면화되고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

(정문성 외, 2016: 254). 즉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이고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매개

체가 될 수 있다. 민경숙(2010) 또한 문학적 경험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

들과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즉 다른 

인종 집단과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자신의 것으

로 느끼는” 혹은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을 아는 능력’인 공감과 감

정이입(empathy)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민무숙 외, 2012).

  한편 Rifkin(2009)은 그의 저서에서 계속 좁아지는 지구촌의 울타리 안

에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반동으로 외국인혐오증이나 테러, 무분별한 정치

적 포퓰리즘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과 끝없이 만나고 접촉하면서 사람들의 공감 능력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보았다(p.533). 그에 따르면 사회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자신의 역할은 더

욱 차별화되고 자아의식은 더욱 뚜렷해진다. 동시에 다른 고유한 자아와 

접촉하고 대면할 기회도 많아진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분투하는 모

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공감이 확대되면 다른 사람의 곤경이나 형편

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공감의 확장은 점점 



- 43 -

복잡해지는 사회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p.53). Rifkin은 본연의 인간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살 때 공

감을 확장시켜 타인의 곤란한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Rifkin도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자원이 

풍족하지 않을 때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몫을 빼앗아 갈 위험한 국외자로 

인식된다는 것이다(p.563). 이는 한 개인이 이민자에게 느끼는 위협이 권

력과 자원, 이익과 보상을 위한 집단 간 경쟁과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현

실갈등이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외국인 이주민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느낄 때 주

류 집단은 외집단의 성원에 더 많은 차별과 편견을 표출하게 된다(윤인

진 외, 2010).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난과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현재 상

황을 고려할 때 현실갈등이론의 관점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국인 

혐오증이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행태가 더욱 거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실제로 지난 6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이어 미국 대선에서 

인종차별, 반 이민정책 공약을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다문화 사회를 위협

하는 신(新) 고립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다문화수업에서 사용될 내러티브는 주류 집단이 소수 집단에게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의도적이고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그동안 대다수의 다문화 문학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 완화를 위

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이주민의 삶을 재현해낸 

방식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소수민의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장치는 타인의 입장에

서 실제적인 행동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역할놀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니

게 된다. 역할놀이를 통해 Frances(1986)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Shaftel & Shaftel(1982)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집단

의식을 높이고 도덕관념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배화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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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역할놀이를 통해 타인

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역지사지의 입장을 취하여 나와 다

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역

할놀이의 경우 시간과 현실적 제약으로 모든 학생이 모든 역할을 경험해 

볼 수 없는 바 그 효과가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타인(소수 집단)의 관점을 취득하여 그 입장을 

공감해 볼 수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내러티브가 다문화 수용성 발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Shih, M. et al.(2009)의 연구는 내러티브 접근으로서 문학을 활용

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의도적으로 관점채택이라는 인지적 공감의 기회

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외집단에 대한 호감도나 친사회적 행동, 편견 감

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내러티브

를 활용한 다문화수업이 다문화 수용성에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공감하는 인지적 과정을 수반한 

관점채택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김은향

(2012)의 연구에서도, 내러티브 접근으로서 다문화집단에 대한 차별을 담

은 짧은 영상은 학생들에게 정서전염을 유발하여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

견을 감소시켰으나 약 3주나 지난 뒤 추수 측정에서는 관점채택 공감처

치를 포함한 집단만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을 밝혔다. 이는 문제 

상황에서 주인공에 대한 의도적인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편

견 감소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적 상황에서 공격성이나 또래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이정인 외, 2015).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혈연에 바탕을 둔 제한된 동류의식

을 기반으로 자민족과 이민족을 철저히 구별하며 일정한 거리 이상을 유

지하려고 한다면 다문화가정 집단과 외국인, 이주민들은 ‘영원한 남’으로 

인식되고 한국사회의 통합과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었다.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청소년들은 이들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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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통

해 다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관용의 자세, 즉 수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활용한 다문화

수업을 제안한다. 이때 다문화 수용성 증진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기

제로서 공감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내러티브 서술자에게 공감할 수 있도

록 의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내러티브 활용 다문

화수업을 구성하기 위한 모형과 좋은 내러티브의 선정 기준, 그리고 공

감이라는 필수적인 심리 작용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내러

티브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확실하

게 차별받는 소수 집단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4. 선행연구 고찰

1)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 관련 선행연구

  최근 교육계에서 이야기, 스토리텔링, 내러티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추병완(2011)은 학교교육에서 내러티브의 효과에 주목

하였는데, 특히 그는 적정 조건 하에서 직접적인 집단 간 접촉이 집단 

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실

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간접 

접촉의 한 방식으로서 초등 도덕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 탐색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 활동으로 반편견 

도서의 적극 활용, 관점채택과 공감 활동을 통한 다양한 기회 제공, 상

상된 접촉 기회의 수시 제공, 미디어 활용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

다. 홍미화(2013) 또한 사회과교육에서 내러티브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내러티브는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코드로 

중시되며 인간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소통의 전제가 되고 있으므로, 

사회과교육에서는 타자를 공감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형성의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내러티브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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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활용되고 조직화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이주화(2014)는 대표적인 내러티브로서 문학을 활용한 수업이 초

등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녀는 반응

중심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수업과 세계시민성과의 관계를 교과서 활용 

강의식 수업의 효과와 비교하기 위해 총 4차시의 유사 실험연구 진행하

였다. 연구 결과,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 세계시민성 전체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세계시민성의 하위 

요인 중 세계문제에 대한 지식, 정보처리기능, 의사소통능력을 유의미하

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과서 내의 문학텍스트 도입의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즉 단순히 명제적이며 설명적인 텍스트 형태에서 나아

가 학습자의 감정이입과 자신의 반응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텍스

트의 도입은 사고를 촉진하는 교과서로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뿐 아

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의 교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주태연(2008)의 연구는 교과서의 서술방식이 학습자의 정서적 측

면에도 영향력을 발휘함을 밝혔다. 그녀 또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 

교재로 여겨져 오는 교과서가 현재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쇄신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더 적합한 

교과서를 개발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과서가 설명식 서술 양식인

데 반해 동일한 학습요소를 가진 내러티브 서술 양식을 개발하여 총 3차

시의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내러티브 서술 양식은 일반지식 향

상에 영향을 주지만 설명식 서술 양식과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

지만, 과목 선호도에 유의한 향상을 보여주어 내러티브 서술이 학생들로 

하여금 선호도와 같은 정서적 측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다문화적 환경에서 학습자의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해 내러티

브를 활용한 문학적 접근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었다. 박윤경(2006)은 현

재 사회과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시민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적 시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다문화적 시민성의 기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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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종적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을 탐색하였다. 

아동들은 성인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매우 이른 나이부터 인종에 

관한 편견을 형성하지만 다양한 교육적 처치를 통해 아동들의 편견을 완

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적 

노력으로서 아동 문학을 활용한 간접 접촉의 방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

안하였다. 박진환 외(2009)와 이인재(2010) 또한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문학을 활용한 방법 제안하였다. 

  한편 다문화 영역에서 내러티브 접근의 효과성을 실제로 검증한 연구

들도 살펴볼 수 있다. 장인실 외(2009)는 초등학생들이 타문화에 대한 편

견을 극복하고 다문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학작품과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14차시를 개발하였다. 실험 처치를 한 

결과 영상과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육이 학생들의 편견 감소와 다문화 인

식 향상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와 유사하게 김정원 외(2003)의 연구 

또한 문학적 접근을 통한 교육활동을 실시했을 때 학습자들의 편견 감소

에서 나아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하위 요인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강정숙(2013)과 박지은(2014)의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인 다문

화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업을 제안하고 학

습자들의 편견 감소와 다문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소수 집단뿐 아니라 일반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접근의 다문화교육 중요성이 피력되며 그 접근

으로 내러티브의 가치와 유용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다문화 수용성 관련 선행연구

  다문화 수용성 수준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우

엽(2010)은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친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들의 국가 

정체성 및 인종선호도를 조사하여 인종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정관념

과 편견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서울, 강원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설문한 결과, 대다수의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친구들을 낮게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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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별하고 있으며, 그들을 한국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단일민족 사고가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임성택(2003), 유난영(2009)의 연구도 외

국인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배타성과 차별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다. 박정서(2012)는 다문화사회

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적 태도를 진단하고 국민정

체성이 다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

과 청소년들은 종족적 요인보다 시민적 요인의 국민정체성을 더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문화적 태도는 다문화지향성이 자민족 중심의 

자문화지향성과 이주자 집단으로 인한 위협의 인지보다 높게 나타나 다

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비교적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지영(2013) 또한 서울 지역 중학생들의 전체 다문화 수용성 지

수가 성인의 수용성 지수보다 높았음을 밝혔다. 하지만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요소 중에서 문화 개방성, 일방적 동화 기대, 그리고 인종적으로 

차등을 두는 이중적 평가 영역에서 낮은 지수를 보여 이에 적합한 다문

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금미(2010)의 연구는 다문화 수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으로서 다문화 수용적 태도와 다문화 수용적 행동 의도를 밝혀, 다

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고 다문화가정의 집단에 대해 친밀함을 느

껴 공존의 가치를 알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Law 외(1987)는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국경 안 인종적 다양성

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교사는 학생들을 인지적, 정서적으로 

발달시켜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 60년 간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교사들의 

수용성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들은 기술의 진보는 

명확하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가치, 태도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문

화지체를 통해 설명하고, 다문화 및 세계화 추세에 학생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교사 교육 

단계에서 다문화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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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내러티브를 활용한 다문화수업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이 기존

의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보다 학습자의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 유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의 세 가지 

요소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각각에 따른 하위가설을 설정하여 내러

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주 가설 :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에 비

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 하위 가설 1 :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

업에 비해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

킬 것이다.

  - 하위 가설 2 :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

업에 비해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

킬 것이다.

  - 하위 가설 3 :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

업에 비해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

킬 것이다.

2. 연구 대상

  다문화가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차별적 태도는 향후 다문화사회의 전개

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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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회 발전의 가능성을 확대해가는 

데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사회의 여러 차별적 문화와 

인식은 다문화 현상과 이주 집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직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시급하다(이동엽 외, 2012). Piaget에 따르

면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로 연역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가치 체계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이다. 이는 청소년기에 

자신이 속한 국가와 국민으로서 태도와 의식 등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다문화 수용성과 

같은 태도나 성향은 어린 시절에 일찍이 내면화되어 전 생애에 걸쳐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같은 태도가 본격적으로 형

성되고 발달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절

실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편견감소

교육, 다문화이해 교육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유·아동기나 초등학교 단

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은 지원하는 사회

정책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최수정, 2009). 즉 21세

기 다문화사회를 살아가고 다인종·다문화 집단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시민이 되어야 할 주역이 바로 청소년들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비단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구성원뿐 아니라 일

반 학생들, 또한 아동기, 초등학생을 넘어 중등학생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과에서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이 다문화 수용

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두 개

의 중학교에서 각각 두 개 학급, 인천 소재 중학교 1개 학교에서 4개 학

급, 강원 소재 1개 학교에서 4개 학급을 선정, 총 4개 학교 12개 학급을 

대상으로 275명의 중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다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문 응답에 불성실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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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측정된 응답자는 총 260명이다. 

  본 연구가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중학생만 포함시킨 것은 현재 우리나

라에서 공통교육과정은 9학년(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되어 전 학년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에서 수업연구를 하게 될 경우 기존 학

사일정에 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 제

약과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중학생만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런

데 연구 참여 학교와 학급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 진행 기간이 중학

교 3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일정과 겹쳤고 무리한 연구 진행으로 

인한 결과의 왜곡 등을 염려하여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만 본 연

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남학생은 143명(55.0%), 

여학생은 117명(45.0%)이며, 중학교 1학년 145명(55.8%), 중학교 2학년 

115명(44.2%)이다. 다음의 [표 Ⅲ-1]은 연구 참여자들의 배경 정보 특성

을 정리한 것이다.



- 52 -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43 55.0

여자 117 45.0

합계 260 100.0

학년

중학교 1학년 145 55.8

중학교 2학년 115 44.2

합계 260 100.0

주관적 경제수준

하층 5 1.9

중하층 22 8.5

중층 124 47.7

중상층 97 37.3

상층 12 4.6

합계 260 100.0

주변인의

다문화 인식

매우 부정적 1 0.4

부정적 11 4.2

중간 122 46.9

긍정적 95 36.5

매우 긍정적 31 11.9

합계 260 100.0

접촉 빈도

본 적 없음 12 4.6

4개월~1년에 1회 정도 45 17.3

1개월에 2~3회 정도 85 32.7

일주일에 1회 정도 54 20.8

일주일에 2회 이상 64 24.6

합계 260 100.0

[표 Ⅲ-1] 연구참여자의 배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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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변인과 조사 도구

1)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목표이자 다문화사회에 잘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이다. 

2010년 민무숙 등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자기와 다른 구성원

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협력, 노력하고자 하는 태

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Berry의 문화적응모형 등을 참고하는 동시에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실 수준을 반영,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다

양성과 관계성의 두 축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때 다양성은 나와 다른 

여러 집단의 문화와 가치를 우리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거나 혹은 그들 

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나아가 차별적 행

동을 하지 않는 성질을 뜻한다. 관계성은 주류집단과 다문화가정 집단 

간의 관계 설정 및 거리감에 연관된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 집단과 가까

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도와 연관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의 관

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이에 2012년에는 2010년 연구를 

보완하고 그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성과 관계성의 차원에 더하여 보

편성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문화 수용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설정된 구성개념으로 다문화사회의 전개

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수용성의 측면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가 출신 국가 등 특정한 요인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하는 것

이다. 즉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관계 뿐 아니라 외부를 수용하는데 있어

서 일관된 기준을 기초로 보편적인 태도를 정립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러한 면에서도 한국인들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각각

에 대해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외부 세계에 대

한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을 보이는가도 한국사회에 적합한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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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수용성 조사 도구는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에서 개발하고 

2012년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우리에게 적합한 진단 도구를 

마련한 연구를 기반으로 동년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청소년용으로 수정, 

개발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

구(KMCI-A: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for Adolescent)를 사용하

고자 한다. 그런데 2012년 개발된 진단도구는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015년도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는 6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⑥매우 그렇

다’)로 변경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2년 개발 당초 6점 척도를 기

준으로 예비조사 실시와 최종 문항 선정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 전국단

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단계에서 통계청과의 승인 협의에 의해 5점 척

도로 승인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편견이나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도

구의 경우, 응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아 중간 값을 집중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중

간 값이 없는 6점 척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개진되면서 2015년에는 다문화 수용성 조

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척도 점수가 개편되었다(안상수 외, 2015: 

119-1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척도 점수가 개편된 가장 최근의 2015

년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A)를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 대

상인 중학생의 수준에 맞춰 난해한 어휘 등을 현장 교사와의 협의를 통

해 수정, 검토하였다.

  설문에 활용된 척도들은 이미 다른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안정적인 도구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

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 수용성 측정문항의 34개 항목의 Cronbach α 계

수는 .909로 나타났다.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인 다양성 13개 문항 간 

계수는 .864, 관계성 13개 문항 간 계수는 .820, 보편성 8개 문항 간 계

수는 .63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모두 Cronbach α 계수 0.6 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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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특성상 사전, 사후 설문의 문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는 문항은 동일하되 그 순서와 글씨체를 바꿔 설문

의 연습효과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했다. 다문화 수용성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서 다양성,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각 13문

항, 보편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8문항으로 다문화 수용성 총점에 대

해서는 하위요소별 문항 수가 상이함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하여 분석하

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 수용성 설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부록 4] 참고).

종속변인 문항 번호5) Cronbach α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1~13번 .864

관계성 14~26번 .820

보편성 27~34번 .634

[표 Ⅲ-2] 설문지의 구성 

2)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사회과 다문화수업의 방법으로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

과 기존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주제와 내용을 집

단별로 상이한 접근 방식과 수업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 다루고자 하는 다문화수업의 내용은 현재 학교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의 변동과 발전’ 부분에서 다문화 사회

로의 이행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것이다.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은 이 외에도 ‘문화의 이해와 창조’ 부분을 통해 학습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원의 경우 학습 목표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5) 다문화 수용성 점수 산출 시 역코딩 문항은 사전설문 기준 4~13번(다양성), 

14~22번(관계성), 27~30번(보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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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편견과 차별 행동의 완화, 수용성 증진에 있기 보

다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문화의 의미와 특징 이해, 태도의 비교 분

석 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유에서 해당 단원은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두 유형의 수업에 대한 지도안은 전통적인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은 [부록 1],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부록 2]에 첨부하

였다.

  다음은 현행 교육과정 중 본 연구의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3) 사회의 변동과 발전

사회 변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 한국 사회의 변동 양상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남북 분단과 한국 사

회 변동의 최근 경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 현대 사회의 변동(예,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을 이해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 변동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남북 분단에 대해 분석하고, 통

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단 극복 방안을 탐구한다.

   ㈐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예,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적 변화 등)을 

탐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통제변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과 

연령, 소득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성별의 경우 청소년 대상의 다문

화 수용성 조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이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던 것

과 달리 성인 대상의 조사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여 연령에 따른 성별과 다문화 수용성 간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안

상수 외, 2015). 일반적으로 다문화 태도, 지향성 등에 대한 연구(윤인진 

외, 2011; 박순희 외, 2012)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이주민에 대해 보다 수

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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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변인의 경우 20~30대 젊은 층에 비해 50~60대 기성세대는 이주민

이 한국 사회나 내국인의 생활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인지하여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황정미, 2010; 윤인진, 2011). 청

소년 대상 조사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통계적으

로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안상수 외, 2015).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도 다문화 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수집단에 대해 개

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민무숙 외, 

2010; 안상수 외, 2012). 이는 안정된 경제적 지위를 가진 경우 외국인이

나 다문화가정 집단이 증가하더라도 자신들과 경쟁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양계민 외(2008)의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지각이 많

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유의미한 타자로서 주변인을 의

식하고 이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높은 공감 수준이 자녀

의 사회적 능력, 즉 다양한 인종 집단으로 구성된 또래관계에서 사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김미진 외(2011)의 연구를 통해서도 의미 있

는 주변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Allport의 접촉가설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과의 접

촉 빈도 또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접촉의 유형 중 TV나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접촉 

또한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영역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커

지고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장인실 외, 2009). 하지만 외국인 목격빈

도나 대화빈도 같은 단순 접촉 빈도에 관한 변인은 다문화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었다(이현정 

외, 201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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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처치집단 O1 X1 O2

비교집단 O1 X2 O2

[표 Ⅲ-3] 연구 설계 

로 성별, 학년, 주관적 경제수준, 주변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접촉 빈

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수업방법 이외에 학생들의 개인적 요소로 

인한 결과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 절차와 분석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수업 처치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된

다. 처치집단은 내러티브를 활용한 다문화수업을 그리고 비교집단은 기

존의 방식대로 교과서를 활용한 다문화수업을 받았다. 두 가지 유형의 

수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1차시로 구성된 

다문화수업을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X1: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

X2: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

O1: 다문화 수용성 사전검사(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O2: 다문화 수용성 사후검사(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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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수업 방법

•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

•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

다문화 수용성

• 다양성

• 관계성

• 보편성

→

통제변인

성별

학년

주관적 경제수준

주변인의 다문화 인식

접촉 빈도

[그림 Ⅲ-1] 연구의 분석틀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 가설은 수업 방법이라는 독립변인이 다문화 수용성이라

는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독립변인인 수업 

방법은 전통적인 교과서 활용 수업과 내러티브 활용 수업으로 나누어지

며, 종속변인은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각기 다른 수업의 처치가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지를 분석할 것이다.

  하지만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무선 할당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각종 혼란요인을 통제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혼란요인

들을 통제하면서 독립 변수인 수업 처치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별, 학년, 

주관적 경제수준, 주변인의 다문화 인식, 접촉 빈도)과 사전 다문화 수용

성 점수를 통제변인으로, 수업 방법(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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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 a + b1X1 + b2X2 + b3X3 + b4X4 + b5X5 + b6X6 + ei

활용 다문화수업)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를 실시할 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 간 

Pearson 상관관계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진단하였고 모든 예측변인들은 

일괄투입(ENTER)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더불어 범주형 변인인 성별, 학

년, 주관적 경제수준, 주변인의 다문화 인식, 접촉 빈도, 수업 방법은 모

두 더미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설정되었으며, 독립변수인 X1의 계수인 b1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가설은 채택된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Yi : 다문화 수용성

(Y1 = 다양성 차원, Y2 = 관계성 차원, Y3 = 보편성 차원)

a : 상수

X1 : 수업 방법(교과서 활용 수업=1, 내러티브 활용 수업=2)

X2 : 성별(남학생=1, 여학생=2)

X3 : 학년(중학교 1학년=1, 중학교 2학년=2, 중학교 3학년=3)

X4 : 주관적 계층의식(하층=1, 중하층=2, 중층=3, 중상층=4, 상층=5)

X5 : 주변 사람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매우 부정적=1, 부정적=2, 중간

=3, 긍정적=4, 매우 긍정적=5)

X6 : 접촉 빈도(본 적 없음=1, 4개월~1년에 1회 정도=2, 1개월에 2~3회 

정도=3, 일주일에 1회 정도=4, 일주일에 2회 이상=5)

ei : 오차항



- 61 -

수업

방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교과서 

활용 

수업

124 171.9390 172.6829 27.84539 32.24563 100.88 109.13 234.00 234.00

내러티브

활용 

수업

136 175.4154 184.2206 27.77273 31.18619 92.13 113.63 234.00 234.00

[표 Ⅳ-1]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변화 

Ⅳ.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수업 방법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 가

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후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어떠한 변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1. 수업 방법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변화

  수업 전과 후의 다문화 수용성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1]

과 같다.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가지 하위

요소를 모두 더하여 계산되는데, 이때 다양성, 관계성이 각 13문항, 보편

성이 8문항으로 보편성에 가중치를 두어 요소별 비중을 맞춰주었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다문화 수용성 총점은 최저 39점에

서 최고 234점이 된다.

1)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변화



- 62 -

수업

방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교과서 

활용 

수업

124 57.5161 58.7742 9.97760 11.79144 29.00 32.00 78.00 78.00

내러티브

활용 

수업

136 59.8088 62.9853 10.25563 11.02253 22.00 28.00 78.00 78.00

[표 Ⅳ-2]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변화 

  [표 Ⅳ-1]에 의하면, 교과서 활용 수업을 받은 집단(171.9390)과 내러티

브 활용 수업을 받은 집단(175.4145)의 처치 전 다문화 수용성 점수 평균

은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모두 중간을 넘는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중간을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처치 후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교과서 활용 수업을 받은 집

단(172.6829)과 내러티브 활용 수업을 받은 집단(184.2206)의 다문화 수용

성 점수 평균은 처치 전보다 차이가 컸다. 비교집단인 교과서 활용 수업

이 이루어진 후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평균 0.7439점 상승한 반면, 내러

티브 활용 수업이 이루어진 뒤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평균적으로 8.8052

점 상승하여 평균 점수 증가폭이 처치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소별 점수의 변화

(1)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변화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최저 13점에서 최고 78점의 분포를 지닌다. 수업 전과 

후의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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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교과서 

활용 

수업

124 58.7967 57.9187 10.68319 11.74845 28.00 36.00 78.00 78.00

내러티브

활용 

수업

136 60.4044 61.3015 10.36545 11.69446 27.00 29.00 78.00 78.00

[표 Ⅳ-3]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변화 

  내러티브 활용 수업이 이루어진 뒤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

는 평균적으로 3.1765점 상승했다. 반면 교과서 활용 수업의 경우 수업 

전과 후에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평균 1.2581점 높아져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에서 점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변화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최저 13점에서 최고 78점의 분포를 지닌다. 수업 전과 

후의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내러티브 활용 수업이 이루어진 뒤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

는 평균적으로 0.8971점 상승했다. 한편, 교과서 활용 수업의 경우 수업 

전과 후에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평균적으로 오히려 

0.8780점 낮아졌다. 하지만 비교집단과 처치집단 모두에서 관계성 차원

의 다문화 수용성 평균 점수의 변화폭은 다른 종속변인, 즉 다양성 및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평균 점수의 변화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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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교과서 

활용 

수업

124 55.4728 56.0887 10.34265 11.37119 35.75 34.13 78.00 78.00

내러티브

활용 

수업

136 55.2022 59.9338 10.49574 10.98050 30.88 39.00 78.00 78.00

[표 Ⅳ-4]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변화 

(3)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변화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최저 13점에서 최고 78점의 분포를 지닌다. 수업 전과 

후의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내러티브 활용 수업이 이루어진 뒤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

는 평균적으로 4.7316점 상승했다. 반면 교과서 활용 수업의 경우 수업 

전과 후에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평균 0.6159점 높아졌

다. 기술통계에 따른 평균 점수의 변화폭만을 고려했을 때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에서 가장 점수의 증가폭이 컸던 것은 보편성 차원의 다문

화 수용성 점수였다.

2.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예측변인 간 단순상관관계 분석

  이 절에서는 내러티브 활용 수업이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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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법
성별 학년

주관적 

경제수준

주변인의

인식

접촉

빈도

사전

점수

수업 

방법
1

성별 -.003 1

학년 -.018 .253** 1

주관적 

경제수준
.064 .039 .286** 1

주변인의

인식
-.023 .032 .204** .172** 1

접촉

빈도
-.014 -.026 .213** -.024 .113 1

사전

점수
.067 .115 .244** .051 .411** .136* 1

[표 Ⅳ-5] 예측변인 간 단순상관관계

선 통제변인을 포함한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를 점검하기 위해 예측변인 간 단순 상관관계를 사전에 점검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독립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주변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사전점수의 상관계수(r=.411)는 .6 이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

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년과 성별의 상관계수(r=.253), 학년과 주관

적 경제수준(r=.286), 주변인의 인식(r=204), 접촉빈도(r=213), 사전 다문화 

수용성 점수(r=244)의 상관계수,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변인의 인식 간 상

관계수(r=.172), 접촉빈도와 사전점수간 상관계수(r=.136)가 .3 이하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사후 다문화 수용성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본 연구의 주 가설은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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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817 .667 .658 18.81502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77893.804 7 25413.401 71.788 .000***

잔차 88855.208 251 354.005

합계 266749.012 258

화수업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이다. 회귀모형을 이용

하여 내러티브 활용 수업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독립변인인 수업 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주 가설이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1.899 10.885 .174 .862

수업 방법 8.870 2.357 .138 3.763 .000*** 1.014

성별 4.859 2.449 .075 1.984 .048* 1.085

학년 1.205 2.673 .019 .451 .652 1.288

주관적 경제수준 -.440 1.599 -.011 -.275 .784 1.128

주변인의 인식 4.474 1.716 .107 2.608 .010* 1.265

접촉빈도 3.394 1.041 .123 3.260 .001** 1.076

사전 다문화 수용성 .825 .048 .713 17.203 .000*** 1.295

[표 Ⅳ-6] 사후 다문화 수용성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p<.05,  **p<.01, ***p<.001

  [표 Ⅳ-6]에서 나타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중

공선성 진단 통계량인 VIF가 모두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이 사후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정도

를 66.7%(R2=.667)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p=.000).

  분석된 자료를 보면 내러티브 수업(B=8.870, p=.000)은 학습자의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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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른 조건

이 동일하다면 교과서 활용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내러티브 활용 수

업을 받은 집단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8.870점 높았다. 즉,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이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보다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

킬 것이라는 본 연구의 주 가설은 채택된다. 

  또한 사전 다문화 수용성 점수(B=.825, p=.000)도 유의수준 .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유의수준 .01에서 일상생활이나 미디어

를 통한 다문화가정 구성원과의 접촉 빈도 변인(B=3.394, p=.001), 유의수

준 .05에서 성별(B=4.859, p=.048)과 주변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B=3.394, p=.001)도 사후 다문화 수용성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주었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

업보다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업방법 변인에서 표준화된 회귀 계수값이 가

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인 영향력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내러티브가 설명식 서술에 비해 공감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배경

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전 다문화 수용성 점수에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

었는데, 이는 단 몇 번의 교육만으로는 스테레오타입이나 편견과 같은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예상할 수 있던 

결과였다. 다른 통제변인을 살펴보면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

일하다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4.859점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주변인의 인식과 접촉빈도 또한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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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790 .623 .613 7.19681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21601.758 7 3085.965 59.581 .000***

잔차 13052.103 252 51.794

합계 34653.862 259

3) 사후 다문화 수용성 하위요소별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

  첫 번째 하위가설은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

수업에 비해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였

다. 앞서 주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인 수업 방법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첫 번째 하위가설이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Ⅳ-7]과 같다.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2.440 4.114 .593 .554

수업 방법 2.620 .906 .113 2.893 .004** 1.027

성별 1.724 .932 .074 1.851 .065 1.079

학년 .624 1.023 .027 .610 .542 1.297

주관적 경제수준 -.509 .613 -.034 -.830 .407 1.134

주변인의 인식 2.315 .640 .154 3.618 .000*** 1.219

접촉빈도 1.286 .396 .130 3.248 .001** 1.072

사전 다양성 .768 .049 .675 15.783 .000*** 1.225

[표 Ⅳ-7] 사후 다양성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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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된 자료를 보면 회귀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이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정도를 62.3%(R2=.623)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 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p=.000).

  구체적으로 수업 방법 변인(B=2.620, p=.004)은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러티브를 활용한 다문화수업을 받은 집단이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다양성 점수가 2.620점 높

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하위가설은 채택되었다.

  또한 유의수준 .001에서 주변인의 인식(B=2.315, p=.000)과 사전 다양성 

점수(B=.768, p=.000), 유의수준 .01에서 접촉빈도(B=1.268, p=.001)도 다양

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나

머지 성별 변인(B=1.724, p=.065), 학년 변인(B=.624, p=.542), 주관적 경제

수준(B=-.509, p=.407)은 모두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

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리하면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과서 활

용 다문화수업을 실시하는 것보다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다양성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으며, 주변인의 

인식과 접촉빈도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업 방법의 회귀계수

가 가장 커 전체 예측변인 가운데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 수업 방법의 영향력이 가장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

  두 번째 하위가설은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

수업에 비해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였

다. 앞서 주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인 수업 방법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두 번째 하위가설이 채택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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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764 .583 .571 7.73703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21015.638 7 3002.234 50.153 .000***

잔차 15025.266 251 59.862

합계 36040.903 258

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Ⅳ-8]과 같다.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4.279 4.372 .979 .329

수업 방법 2.251 .971 .095 2.319 .021* 1.017

성별 .217 1.008 .009 .215 .830 1.088

학년 .829 1.105 .035 .750 .454 1.302

주관적 경제수준 -.623 .658 -.041 -.946 .345 1.131

주변인의 인식 1.435 .696 .093 2.061 .040* 1.231

접촉빈도 1.290 .428 .127 3.015 .003** 1.075

사전 관계성 .775 .052 .691 14.964 .000*** 1.282

[표 Ⅳ-8] 사후 관계성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p<.05,  **p<.01, ***p<.001

  분석된 자료를 보면 회귀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이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정도를 58.3%(R2=.583)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 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p=.000).

  구체적으로 수업 방법 변인(B=2.251, p=.021)은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러티브를 활용한 다문화수업을 받은 집단이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관계성 점수가 2.251점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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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하위가설은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주변인의 인식(B=1.435, p=.040<.05), 접촉빈도(B=1.290, 

p=.003<.01), 사전 관계성 점수(B=.775, p=.000<.001) 변인이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 순서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나머

지 성별 변인(B=.217, p=.830), 학년 변인(B=.829, p=.454), 주관적 경제수준

(B=-.623, p=.345)은 모두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리하면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과서 활

용 다문화수업을 실시하는 것보다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다양성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으며, 주변인의 

인식과 접촉빈도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업 방법의 회귀계수

가 가장 커 전체 예측변인 가운데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 수업 방법의 영향력이 가장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

  세 번째 하위가설은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

수업에 비해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였

다. 앞서 주 가설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인 수업 방법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세 번째 하위가설이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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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96 .484 .470 8.23590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6047.307 7 2292.472 33.797 .000***

잔차 17093.187 252 67.830

합계 33140.494 259

B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VIF

(상수) 9.295 4.423 2.102 .037

수업 방법 4.094 1.026 .181 3.990 .000*** 1.006

성별 3.601 1.069 .159 3.368 .001** 1.085

학년 -1.010 1.157 -.044 -.872 .384 1.266

주관적 경제수준 .594 .698 .041 .851 .396 1.125

주변인의 인식 2.568 .724 .175 3.545 .000*** 1.193

접촉빈도 1.144 .455 .118 2.512 .013* 1.082

사전 다문화 수용성 .552 .053 .508 10.384 .000*** 1.170

[표 Ⅳ-9] 사후 보편성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p<.05,  **p<.01, ***p<.001

  분석된 자료를 보면 회귀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들이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 정도를 48.4%(R2=.484)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 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p=.000).

  구체적으로 수업 방법 변인(B=4.094, p=.000)은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러티브를 활용한 다문화수업을 받은 집단

이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보편성 점수가 4.094점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 하위가설은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성별(B=3.601, p=.001<.01), 주변인의 인식(B=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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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01), 접촉빈도(B=1.144, p=.013<.05), 사전 보편성 점수(B=.552, 

p=.000<.001) 변인이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 순서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학년 변인(B=-1.010, p=.384), 주관

적 경제수준(B=.594, p=.396)은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

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리하면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과서 활

용 다문화수업을 실시하는 것보다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다양성 점수가 높

은 학생일수록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으며, 성별과 주변

인의 인식, 접촉빈도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업 방법의 회귀

계수가 가장 커 전체 예측변인 가운데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수업 방법의 영향력이 가장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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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다문화 수용성 증진이 

지금의 사회과 다문화교육을 통해 달성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

다. 한국 사회의 경우 오랜 기간 문화적, 종족적 동질성에 대한 강한 신

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있어서 그러한 태도

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도전적인 과제로 제기된다. 하지만 다문화사회

의 전개와 모순되는 주류 집단의 태도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 문제로 여럿 드러난 바 있다. 다문화교육은 주류 

집단이 소수 집단에게 가진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 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향후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걸

림돌이 될 수 있으며 사회 통합과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식적 교육과정에 따른 현재 사회과 다문화교육은 교과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전달하거나 문

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함양함에 그

치고 있었다. 심지어 이것마저도 주류 집단의 시각에서 다문화사회에 대

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요약적이고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은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것인가?” 세부적으로는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

수업을 통해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

향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을 제안하였고, 실

제 실험은 서울, 인천, 강원 소재 4개 중학교에서 각 2~4개 학급을 선정

하여 총 12개 학급에서 사전검사, 1차시의 수업, 사후검사를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

정에서 설문 응답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케이스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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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B p B p B p B p

수업

방법
8.870 .000*** 2.620 .004** 2.251 .021* 4.094 .000**

성별 4.859 .048* 1.724 .065 .217 .830 3.601 .001**

학년 1.205 .652 .624 .542 .829 .454 -1.010 .384

주관적

경제수준
-.440 .784 -.509 .407 -.623 .345 .594 .396

주변인의

인식
4.474 .010* 2.315 .000** 1.435 .040* 2.568 .000**

접촉

빈도
3.394 .001** 1.286 .001** 1.290 .003** 1.144 .013*

사전

점수
.825 .000*** .768 .000** .775 .000** .552 .000**

가설

검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표 Ⅴ-1]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

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총 260개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업 처치 후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모든 종속변인 점수

에서 내러티브 활용 수업의 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특히 전체 예측변인 가운데서도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

업을 받은 경우 가장 큰 점수의 향상이 있어 다문화 수용성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내러티브 수업의 효과성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정

리하면 [표 Ⅴ-1]과 같다.

*p<.05,  **p<.01, ***p<.001

  독립변인인 수업 방법 이외에 통제변인인 성별, 학년, 주관적 경제수

준, 주변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접촉빈도, 사전점수 중 성별, 주변인

의 다문화 인식, 접촉빈도, 사전 점수도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은 다양성과 관계성 차원의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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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용성 점수를 제외한 종속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문화 인식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박순희 외, 2012)의 결

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른 문화집

단에 대해 보다 친숙한 성향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감의 성차에 대한 연구(김성일, 1998)를 통해, 내러티브를 통한 다문화 

수용성 함양의 핵심 기제인 공감의 수준에 있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주변인의 다문화 인식 변인의 경우 대표적인 주변인들(부모님, 친한 

친구들 등)이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으로 느낄수록 학습자의 다문화 수용성도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다문화 수용성 점수와 그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드(Mead)의 중요한 타자

(significant others)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 중요한 타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발달해 나간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주 접촉하는 중요한 타인들의 행동을 모방하며 자신의 행동기준을 확

립하려고 하며, 특히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압력으로까지 작용하면서 청소년 발달의 가

장 중요한 매개자가 된다(함진선 외, 2006: 193).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

자들도 주변의 유의미한 타자로서 부모님이나 또래집단 등이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접촉빈도 또한 사후 다문화 수용성 점수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Allport의 접촉가설에 따라 다른 문화집단

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적대감이 낮아지고 상호 간 이해가 높아져 외집단

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물론 Allport(1954)는 모든 유형의 접촉이 긍정적 결과를 낳

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접촉의 경우에만 접촉을 통한 집

단 간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Aronson, 2016: 443-445). 본 연구

의 설문을 통해서는 응답자들의 접촉 유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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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직접접촉이든 미디어를 통한 간접접촉이든 접촉 경험의 빈도 자

체로 학습자의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단순 접촉빈도로는 다문화 수용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는 이현정 외(2013)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통제변인인 사전점수의 경우 편

견의 해소가 쉽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편견은 근본적으

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인지구조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유지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학습되고 세대를 통해 재생산된

다. 이미 편견이 형성된 이후에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위적 노력에

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임정인, 2012: 15). 즉 인종적 편향성

을 포괄하는 다문화 수용성 개념을 고려할 때 이미 내재화된 다문화 관

련 인식과 태도는 수업 이후에도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학년이나 주관적 경제수준 둘 다 다문화 수용성 모든 영역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연령과 경제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주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선행연구(김경은 외, 2012; 맹진학, 2009; 

윤인진 외, 2011)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가 중학생 1, 2학년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연령 요인이 이미 통제된 것으

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수준의 경우 학생들이 인지한 가정

의 경제수준이 실제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는 다문화가

정의 구성원을 희소자원을 두고 함께 경쟁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2.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는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을 제안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이 갖는 다문화 수용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다문화교육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문화교육이 본격적으

로 시행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우리의 다문화교육은 소수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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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적응 교육으로 이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다문화교육

은 소수 집단을 계속해서 주변부에 머무르게 하여 또 다른 편견을 낳는 

위험성을 지닌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류 집단의 학

생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모두가 지향하는 다문화교육의 목

표인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러티브 활용 수업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는 우리사회의 다문화 전개에 적합한 사회과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내러티브 자료는 다문화 수용

성 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효과적이며 활용가치가 있다. 향후 많은 보완

과 수정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연구에서 제안한 내러티브 활용 수업은 효

과적인 다문화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었다.

   셋째, 이주민의 출신국 별로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의식의 개

선에 내러티브 활용 수업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윤상우 외, 

2010)에서는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도가 비교적 관대하

기는 하지만 여전한 선진국 선호의식과 출신 국가에 따른 거리감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내러티브 활용 수업을 실

시했을 때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요소 중 보편성 차원의 점수가 다른 요

소들보다 더욱 크게 향상된 것이 검증되어 한국 특유의 이중적 다문화 

편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

업은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고 실천하려는 세계시민 행

동의지와도 연결되어 국경을 넘어선 세계시민성 함양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본다.

3. 제언

  본 연구는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과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이라는 

수업 방법이 다문화교육의 목표인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결과와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한계점

들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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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통계기법상의 한계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유사 실험연구와 마찬가지로 실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둘째, 내러티브 활용 수업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이론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

역에 한정된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내러티브를 통해 학습

자의 공감을 유도함으로써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때문에 모집단인 대한민국 중학생들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효과가 나이가 어린 중학생에게만 한정되어 나

타난 것은 아닌지, 지역적 분포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닌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타

당한 조사 도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

문화 수용성을 측정함에 있어 내재적 태도까지는 포착하지 못했다. 행동

의 변화는 물론이고 태도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지심리학

의 논의를 고려할 때 한 차시의 짧은 수업 처치만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변화가 생긴 것에 의문을 품어볼 수 있다. 이미나(2008)는 외현적 

태도 조사도구로는 내면적 태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태도를 조사할 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본래 태도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자신의 태도라고 방어적으로 응답하

는 경향이 있어 처치의 효과가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내러티브 유형에 따른 효과를 차별화하여 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자신이 해외에 거주한 이주민이자 사회

적 소수자로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1인칭 주인공 시점

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제공되었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 외국인 

목격 빈도나 대화 빈도, 해외여행횟수 보다는 직접 해외에 거주해 본 경

험인 해외거주기간이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이현정 외(2013: 54)의 연구

를 통해 일부 해석 가능하다. 기존의 다문화 문학이나 반편견 내러티브 



- 80 -

관련 연구들이 한국 사회의 이주 노동자를 동정적으로 그려내어 그들에 

대한 차별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이었다면, 본 연구는 학생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어봄으로서 효과적인 공감의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다만 그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서는 집단을 세분화하여 내러티

브 유형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보는 식의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 수용성의 효과적인 함양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개인적 특

성인 성별과 주변 사람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접촉빈도, 이미 지니고 

있던 태도(사전점수)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배경 변인을 고려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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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0. 사회의 변동과 발전

1) 현대 사회의 변동

2) 한국 사회의 변동과 남북 분단

3) 변화하는 한국 사회

[부록 1]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 지도안 및 학습 자료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 지도안

1. 주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그 대응 방안

2. 학습 목표

지식
•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를 말할 수 있다.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편견과 차별 문제를 말할 수 있다.

기능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가치․태도

•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지닌다.

3. 지도상의 유의점

1) 도입의 사진 제목 붙이기 활동에서 정답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학

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의 흥미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2) 다문화적 변화를 느낀 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문화’는 먼 나라 얘기

가 아님을 강조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많은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3) 짝 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를 조성한다.

4) 다문화사회로 변화된 모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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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학습 자료

도입

▪ 생각 열기

- 다문화 관련 사진에 제목을 자유롭게 붙

여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5 학습지 1

전개

▪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

-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된 모습을 파악하도록 한다.

- 다문화적 변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사례가 있다면 발표해 보게 한다.

10 교과서

▪ 다문화적 변화에 따른 갈등

-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발표하게 

한다.

10

학습지 26)

▪ 다문화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 다문화 사회의 갈등 원인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짝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15

정리

▪ 정리

-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서는 의식 개선과 제도적 노력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킨다.

▪ 형성 평가

- 인종, 민족, 종교,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다문화 사회

-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자세에는 어떤 것들

이 있는가?

정답: 문화다양성의 존중 등

5 -

4. 교수‧학습 지도안

6) 별도로 배부되는 내러티브 학습지의 경우 기존의 교과서에서 탈피한 자료라

는 점에서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더욱 유도할 수 있는바, 압축적인 설명식 서

술의 교과서 또한 약간의 수정 보완을 거쳐 별도의 학습지로 재구성을 하였

다. 그러나 통상적인 교과서와 내용상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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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1 변화하는 우리나라

Q. 다음 사진의 제목을 자유롭게 붙여봅시다.

출처: 연합뉴스 2011-01-24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시: 나도 한국인 ...)

출처: 브라질계 사진가 안젤리카 다스(Angelica Dass)의 휴마네(Humanae) 프로젝트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시: 여러 개의 피부색, 다양한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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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중에는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노동자들이 가장 많다. 또한, 2000년대 이

후 국제결혼이 많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늘어났다. 과거에는 농촌 총각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도시 거주자들의 국제결혼도 크

게 늘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등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우

리 사회는 이제 단일 민족, 단일 문화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반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문화적 차이나 일

자리 등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

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주민들은 언어나 생활 습관의 

차이,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

리 사회에는 아직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여 소외 및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단일 민족이라는 오랜 전통과 관념에 얽매여 다문화적 현실을 거부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변화 자체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를 많이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사람이나 그 자녀에 대한 다문화 

교육뿐 아니라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도 이주민과 그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다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이주민과 그 가족이 차

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넘는 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 여성이 목욕탕에 갔다가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

을 수도 있다.”라며 의심하는 다른 손님들의 반대로 목욕탕에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식당 출

입을 거부하는 등 차별을 겪은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인종 차별 사례가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 인종차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우리 사회도 점점 더 다문화 사회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 개선과 함께, 외국인을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는 관행

을 규제할 수 있는 ‘인종 차별 금지법’이 필요하다.

매일신문, 2011-10-19

1.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교류하는 사회를 무엇이라 할까?

2. 이러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는 무엇이 있을까?

3.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습지 2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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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번째 귀화인 로이 알록 꾸마르 교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3년 만에 ‘10만 번째 귀화인’으로 등록된 인도 출

신 로이 알록 꾸마르(55)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24일 법무부에서 열린 ‘귀화자 

10만명 기념행사’ 내내 흐뭇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가 그동안 국적 취득을 망설인 것은 ‘순혈주의’로 대변되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사회분위기 때문이었다. 30년 넘게 한국 땅에서 살아왔고 한국인 부인 

사이에 자식까지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가난한 제3세계 출신의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우리는 100% 한국인이기도 하고 100% 인도인이기도 

한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절반만 한국인이라고 하냐”며 불만을 토로할 때는 비

애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된 한국 사회가 이제는 외국인도 차

별 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

을 바꿨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품을 정도로 

마음이 넓어졌고, 나 역시 이제 한국을 조국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한

국과 나의 관계가 성숙하고 발전했다는 것이 국적취득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

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1-01-24

[tip] 귀화인의 증가로 우리 사회에 인종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귀화 이외에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우리 사회는 이제 단

일 민족, 단일 문화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 안젤리카 다스(Angelica Dass)의 휴마네(Humanae) 프로젝트

  브라질계 사진가 안젤리카 다스는 사회에서 피부색을 나누는 관념에 대해 의

문을 가졌다. 살색이라는 표현아래 인종별로 살색을 대표하는 한 가지 색을 정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진짜 사람들

의 피부색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라틴어

로 사람을 뜻하는 휴마네. 그녀는 다양한 인물들의 사진을 찍고 이들의 얼굴에

서 추출한 색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이자 색상회사인 

팬톤의 색표집 팬톤 컬러에서 찾아내었다. 그리고 그 후 사진 배경색으로 그 색

을 넣고 사진모델의 피부색을 팬톤 컬러로 기재했다. 휴마네 프로젝트의 결과물

로 진행된 각종 전시화와 자료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지원자들의 피부색 팬톤컬

러는 무척이나 다양하다. 같은 인종, 국적을 가진 사람들 내에서도 같은 팬톤 컬

러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휴마네 프로젝트는 이처럼 기발한 방

법으로 우리가 그동안 피부색,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tip] 여러 색깔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서로 다른 피부색이 차별의 근거

가 될 수는 없다. 인류의 다양성과 평등함에 주목하여 ‘다름’이 결코 ‘나쁨’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교사용 자료 도입의 <학습지 1>에 대한 교사용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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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

-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도록 한다.

[수업 안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그래프나 통계 수치(e.g., 외국인과의 혼인 추

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연도별 증감 현황 등)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읽어낼 수 있도록 한다.

[발문 예시]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변

화할까?”, “이러한 변화는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 다문화적 변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사례가 있다면 발표해 보게 한다.

[수업 안내] 우리는 이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등의 국내 유입으로 우리

나라의 문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발문 예시] “우리가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구체적인 경험이 있나

요?”,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본 적이 있나요?”, “외

국인 예능(e.g., <비정상회담>, <미녀들의 수다> 등)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이웃주민이 외국인인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 다문화적 변화에 따른 갈등

-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발표하게 한다.

[수업 안내] 다문화 사회의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롭게 어떠한 

사회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고, <학습지 2>의 해당 부분을 읽고 설명한다.

[발문 예시]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 다문화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 다문화 사회의 갈등 원인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짝과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수업 안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우리 사회를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지만, 반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때 <학습지 2>의 사례

를 통해 차별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더불어 나는 과연 나는 이주민과 다문화가

정의 구성원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도록 한다.

[발문 예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나는 다문화 구

성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정리

-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킨다.

[수업 안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문화를 포용하는 배려심을 키우는 것뿐 아니

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도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교사용 자료 전개의 <학습지 2>, 정리 단계에 대한 교사용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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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0. 사회의 변동과 발전

1) 현대 사회의 변동

2) 한국 사회의 변동과 남북 분단

3) 변화하는 한국 사회

[부록 2]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 지도안 및 학습 자료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 지도안

1. 주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그 대응 방안

2. 학습 목표

지식
•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를 말할 수 있다.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편견과 차별 문제를 말할 수 있다.

기능
• 제시된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 지도를 만들 수 있다.

•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가치‧태도

• 내면화된 편견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다.

• 비판적 성찰을 기반으로 다문화 구성원과 소통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지닌다.

3. 지도상의 유의점

1) 도입의 사진 제목 붙이기 활동에서 정답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학

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의 흥미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2)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

위기를 조성한다.

3) 주어진 글(내러티브)을 읽고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 배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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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학습 자료

도입

▪ 생각 열기

- 다문화 관련 사진에 제목을 자유롭게 붙

여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5 학습지 1

전개

▪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

-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된 모습을 파악하도록 한다.

5 교과서

▪ 다문화적 변화에 따른 갈등과 대응 방안

30 학습지 27)

문맥 

파악

- 내러티브를 읽고 이해하여 이야기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문제 

인식

- 내러티브 서술자(‘나’)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

도록 한다.

- 내러티브 속 차별 문제를 인식하도

록 한다.

문제 

분석

- 차별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이와 같은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나의 편견이나 

차별적 행동은 없었는지 반성한다.

탐구 

공유

- 짝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

해 토의해 본다.

마무리

- 다문화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문제

를 설명한다.

- 우리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정리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5 -

4. 교수‧학습 지도안

7) 비교집단인 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용되는 <학습지 2>와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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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첫 번째 희생자는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하이드 파크의 황량한 거

리에서 그녀를 우연히 마주했다. 내가 그녀의 뒤

에서 휘적거리며 걸어갈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

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걱정

스러운 눈빛으로 뒤를 흘끔 돌아보았다. 그녀에게

는 헐거운 군용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푹 찔러 넣고 파도치는 듯한 머리카

락을 가진 아시아 남자가 험악하게 보였을 것이다. 몇 번의 빠른 곁눈질 후

에 그녀는 점점 속도를 올렸고 곧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

간에 거리를 가로질러서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당시 나는 미국에 유학 온 학생이었다. 겁먹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던 여자의 

쿵쾅거리는 발자국 소리에 비로소 내가 물려받은 ㉠보기 흉한 유산을 알게 되었

다. 이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공장소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분명 그녀는 내가 그녀를 강도나 더 끔찍한 일의 사냥감으로 생각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는 며칠 동안 잠들지 못했다. 나는 사람의 목에 칼을 

대기는커녕, 마트에서 사온 생닭한테도 칼을 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이 

일은 나를 아주 놀랍고 당황스럽게 했으며 결국 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

다. 마치 내가 그녀를 해치려고 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은 여전하다. 나를 마주할 때 사람들에게서 긴장과 

불안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

쳐내기 위해 가방끈을 꽉 잡고 언제 생길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내 눈을 피했고 나는 항상 범죄의 용의자가 되어 미국

인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다. 그들은 나를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중국에서 나처럼 유학 온 한 친구는 얼마 

전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 근처에 갔다가 범인으로 오인 받았다. 경찰들을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기까지 했다. 학생증을 보여주고 나서야 그는 풀려났다. 이런 일

들이 전혀 낯설지 않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런 경험담들이 돌고 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건들을 몇 번 겪자, 억울함과 분노를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덜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지기 위해 스스로 예방 

조치를 취한다. 예컨대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나를 보고 긴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멀찍이 떨어져 있는다. 또 늦은 밤 으슥한 길을 걷는 데 누군가 있다면 나

학습지 2 상상해 봅시다!

다음은 학업을 위해 미국행을 택했던 당신의 일기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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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잠시 기다린

다. 또 경찰이 몰아세울 때면 나는 어떤 잘못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협조한

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더 좋은 방안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유명한 클래식 

곡을 흥얼거리는 것이다. 내가 이런 노래를 흥얼

거리면 그들은 결국 안심하는 눈치이다. 심지어 나와 함께 같이 흥얼거리기

까지 한다.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킬만한 사람이 밝고 경쾌한 클래식을 노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노래들은 내게 카멜레온의 보호색 같

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1. [이야기 지도 만들기] 위 글을 읽고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문제:                              ‘나’의 바람(희망):

  항상 범죄의 용의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덜 위협적인 존재로

  사회에서 소외된다.                 비춰지고 싶다.

                       구체적 사건:
                     

                         ‧ 어느 날 밤 내 앞을 걸어가던 한 여대생이 흘끔

                          뒤돌아보더니 이내 나를 피해 달아났다.

                         ‧ 나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긴장한다.

        

                         ‧ 한 친구는 얼마 전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

                          근처에 갔다가 범인으로 오인 받았다.

     
     

           

  결론(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방안):

  멀찍이 떨어져 있고 늦은 밤에는 잠시 기다렸다 걷는다,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다, 유명한 클래식 곡을 흥얼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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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 속의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당황스럽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등

3. 밑줄 친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종적 소수 집단(한국인, 아시아인, 황인)

[tip] 험악한 인상의 남성 등 인종과는 무관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으나, 세 번

째 문단에서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많아졌다’는 부분을 통해 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질문을 통해 차별 상황을 인식하고, 차별의 원인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물려받은’ 이라는 말에 주목하여 차별의 근거가 차별 

받는 이에게는 선택 불가능한 준거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종 차

별 이외에 사회적 소수자(여성, 장애인) 사례에까지 확장시켜 설명할 수 있다.

4. [짝 토의]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체적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중국인들은 잘 씻지 않는다 등)

[tip] 우리 사회의 편견에 대해 반성해 보고, 차별받는 이의 감정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한다.

5.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등



- 100 -

[부록 3] 실제 수업에서 활용된 학습지 중 일부(예시)

▪ 교과서 활용 다문화수업(비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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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처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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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민정입니다. 본 설문지

는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이 저

의 연구는 물론 다문화교육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

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표시해(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과 그 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

다. 응답 도중에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응답에 거부할 

때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와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직접 문의하셔도 좋

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김민정 드림.

(purechamsol@snu.ac.kr)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

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4] 다문화 수용성 측정 설문지

설문지 (사전)

Ⅰ. 한국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에 갖

고 있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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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법적으로 한

국인이 되더라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대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외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도 진정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한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

더라도 한국인으로 보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우리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면 나와 같은 한국인

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이웃에 사는 외국이주민들이 자신들

의 고유 요리를 즐긴다면 가깝게 지

내기 힘들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피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한국에 사는 외국이주민들끼리 자신들

의 종교행사를 가지는 것을 보면, 되도

록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는 아이가 피부

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다문화가정(국

제결혼가정) 출신 아이라면 쉽게 편

들어 주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은 한국인끼리 

결혼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가정문제

를 겪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한국인이 외국이주민들을 이해해주길 

바라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

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외국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

라의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

는 것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이주민 여성은 

결혼한 집안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

으로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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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외국이주민이 한국 국민이 되려면 자기

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

르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

한 한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버스에서 옆자리에 백인이 앉았을 때

보다 흑인이 앉았을 때, 더 무서운 

생각이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이주민과 함께 수

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야 한다면 

망설여 질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한국에 이민 온 외국이주민들은 대부

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야한다면, 두려운 생각이 클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우리 학교나 학급에 외국이주민 가정

의 아이가 있다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

은 친구로 대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우리 학교에 다니는 외국이주민 아이가 

자기 집에 와서 놀자고 하면, 그 집에 

가서 함께 놀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나는 기회가 있다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친구

로 사귀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내 생일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게 

된다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도 함께 초

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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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에서 온 사람들에 비해 능력도 더 뛰

어나고 일도 더 잘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9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개발도상국

보다는 선진국에서 온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30

선진국에서 온 이주민과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똑같이 

대하기는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31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새로운 문화

를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2

나는 한 나라의 국민만으로서 보다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3

나는 식량부족으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

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4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

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Ⅱ. 평소 외국인, 외국 문화, 다른 나라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음 문항을 읽고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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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학교 1학년 _____ ② 중학교 2학년 _____ ③ 중학교 3학년 _____

① 하층 _____ ② 중하층 _____ ③ 중층 _____

④ 중상층 _____ ⑤ 상층 _____

① 매우 부정적 _____ ② 부정적 _____ ③ 중간 _____

④ 긍정적 _____ ⑤ 매우 긍정적 _____

① 본 적 없음 ② 4개월~1년에 1회 정도 ③ 1개월에 2~3회 정도

④ 일주일에 1회 정도 ⑤ 일주일에 2회 이상

Ⅲ. 다음 문항들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35. 귀하의 성별은?     ① 남 _____      ② 여 _____

36. 귀하의 학년은?

37.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38. 여러분의 주변사람들(부모님, 학교 선생님, 친한 친구들 등)은 평소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39. 일상생활을 하면서(길을 걷거나 TV, 인터넷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사람들

을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

※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 끝에 네 자리(e.g. 0000)를 적어주세요.  (             )

(본 문항은 사전-사후 검사의 통계 처리 중 설문지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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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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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dvisor : Mo, Kyung-Hwan,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to decrease the multi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hich could hinder the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Especially, it focuses on empathy as a key 

mechanism for alleviating prejudice and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aims to improve learners'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rough 

empathy with outsiders.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 a 

instructions using a narrative that can induce empathy effectively. 

The representative types of narrative that can be utilized in 

multicultural education are multicultural literary works. Although 

there are several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that students'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ism were improved through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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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literary works, they only reproduced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s victims and social maladjustment. This approach 

to sympathy and compassion has not been effective in integrating 

multicultural families by promoting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refore, the narrative proposed in this study reconstructs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that can be experienced as a social 

minority to the first-person point of view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the role of minority through imagination. This can 

have an effect similar to that of role play, which allows you to 

experience actual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While 

role play has a limitation that all students can not experience all 

roles due to time constraints, it is significant that the narrative of 

the main character gives opportunity for all learners to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others.

  The effectiveness of the narrative was confirmed by comparing 

the instruction using traditional explanatory textbook. The 

questionnaire used to measure subordinate variables was the 

KMCI-A, a tool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2. The sub-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r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diversity, relationship, and universality.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structions using the 

narrative will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an instructions using traditional textbook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erifying variables 

that affect multicultural acceptance after class instruction, positive 

influences of using narrative in all dependent variables of diversity, 

relationship, and universality were confirmed and all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were adopted. Especially, among the total predi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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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he class method had the larges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value, so the effectiveness of the narrative lesson was 

confirmed as a method for ras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addition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gender, acquanintances' 

multicultural awareness, contact frequency, and pre-test scores 

were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is study, which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instruction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rms of 

policy as well 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e future, multicultural 

instructions need to improve the completeness by expanding the 

discussions on the use of narrative by supplementing the 

shortcomings through various follow-up studies.

keywords :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instruction, instruction 

using the narrative, multicultural attitud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tudent Number : 2014-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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