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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국가들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

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족부흥운동을 통해 소수민족 집단들은 불만을 분명히 표현하였

고, 평등과 구조적인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에 울려 퍼진 미국 내 흑인인권운동(black 

civil rights movement)은 세계 곳곳의 민족부흥운동을 자극했다. 캐나다의 프랑스인과 원주민1, 

영국의 서부 인도인과 아시아인,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인과 수리남인, 그리고 호주의 원주민

들은 민족부흥운동에 참여하면서 분노를 표현하였고, 각 국가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교

육기관에 소수민족의 필요와 희망과 꿈에 즉각 반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족부흥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서양국가들은 민족적, 문화적, 인종적, 종교

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이 특징이었다. 서유럽국가들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바스크인, 덴

마크의 게르만인, 독일의 데인인, 영국의 웨일스인, 스코틀랜드인 그리고 유대인과 같은 언어와 

문화 소수집단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집단의 교차로이자 공

동 영역이었으므로 때로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Figueroa, 2008). 유럽의 다양성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국가들의 이주자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으로 이동

하면서부터 증가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역사적으로 다양성을 지녔다. 한족이 중국 인구의 92%를 차지하지

만, 중국에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56개의 소수민족 집단이 존재한다(Posti－glione, 제37장 참조). 

말레이시아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양하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말레이족 50.4%, 중국

인 23.7%, 부미푸트라인(Bumiputera) 11%, 인도인 7.1%, 그 외 소수민족 7.8%로 구성되어 있

다(Hudson, 2007). 말레이시아의 종교는 이슬람교 53%, 불교 17.3%, 유교와 도교 11.6%, 기독

교 8.6%, 힌두교 7%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에는 중국인이 국가의 76.8%로 가장 큰 인종집

단을 구성하며, 말레이시아인 13.9%, 인도인 7.9%로 이루어져 있다(Hudson). 일본은 역사적으

로 단일민족국가로 여겨져 왔지만(Murphy－Shigematsu, 2006), 일본에도 1세기가 넘게 이주민들

이 살고 있다(Befu, 2006). 일본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아이누인(Ainu), 오키나와인, 부라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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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akumin),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대만인이다(Lie, 2001).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는 유럽인 탐험가와 정착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다양해졌다. 원주민

들과 유럽인 정착민들, 미국으로 이주해 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꿈을 이루기 위해 이주한 전 세계의 이주민과 난민 등은 국가 내 다양성을 풍요롭게 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는 지난 40여 년 동안 민족적, 인종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다양해졌다. 2006

년 호주 인구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어가 78.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외 광둥어, 만

다린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을 포함한 400여 개의 언어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Inglis, 제7장 참조). 

2008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의 인구는 영국제도에서 온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8%, 프랑스계

가 23%, 그리고 그 외 유럽계가 15%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인구의 34%는 다양한 민족집단과 배

경의 사람들이었다(Statistics Canada, 2008). 미국에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이주민들

이 대대적으로 밀려들어 왔다. 과거에는 유럽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날 미국의 이주

민들은 주로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온다. 미국 인구조사(2007)에 따르면 2006년에 총인구

의 1/3이 소수민족이었는데, 2042년에는 총인구의 50% 이상이 소수민족으로 구성될 것으로 추

산된다. 2006년에 3억 명이 조금 넘는 미국의 총인구 중 1억 명은 소수민족이 차지했다. 서유럽, 

중앙유럽, 동유럽의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왔던 1900년대에 비해, 오늘날 미국 학교의 학생 구성

원은 더 폭넓은 다양성을 보인다. 1973년부터 2004년까지 30년 동안 미국 학교 내 소수민족 학

생은 22%에서 43%로 증가했다(Dillon, 2006).

민족, 인종, 문화, 언어, 종교의 다양성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양성은 

앞서 제시한 간략한 개요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이 책의 여러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라틴아

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페루, 쿠바,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내 원주민들과 소수민족 집단들이 겪는 교육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교육개혁은 제20장, 제38장, 

제39장, 그리고 제40장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제10장과 제28장은 남아프리카와 프랑스어를 주

로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들 내 다양성과 관련된 교육문제와 교육개혁을 다룬다.

세계적인 이주 동향과 교육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이동은 민족국가의 탄생만큼이나 오래된 일이다(Castles & Davidson, 

2000). 하지만 역사적으로 오늘날처럼 다양한 민족, 문화, 인종, 종교 그리고 언어집단들이 국경

을 넘어, 또는 한 국가 내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이동한 적은 없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권,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에 대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야기했다(Banks, 제22장 참

조). 자신이 태어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2005년에 세계 인구의 총 3%, 

약 1억 9,100만 명이었다(Martin & Zurch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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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한 민족국가 테두리 내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관념은 세계의 변화와 발전으로 인

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Castles, 제3장 참조), 유럽연합의 이

주의 권리(rights of movement), 그리고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s Rights) 등

이 있으며 학생들을 세계 공동체 속 세계시민으로 교육시켜야 함을 나타낸다(Appiah, 2006).

사회의 동화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

1960년대와 1970년대 민족부흥운동이 일어날 당시, 서양국가들에 많은 민족적, 인종적, 종교

적, 언어적 다양성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회는 동화주의 이데올로기에 의

해 지배됐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중요한 국가목표는 우세한 하나의 문화인 앵글로색슨

(Anglo－Saxon)이나 앵글로셀틱(Anglo－Celtic)이 지배하는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국

가들의 소수집단들은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언어를 버려야 민족국가의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다

고 믿었다. 영국(Carby, 1982),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같이 민족국가로서의 역사가 긴 

나라들도 역시 동화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다. 그들의 목표는 기존의 국가정체성과 주류집단

의 문화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서양국가를 지배했던 동화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민족국가를 꿈꿨다. 하지만 자유－동화주의는 현대화된 평등사회가 구현되고 번

창하기 위해서 개인이 자신의 민족적·문화적 애착을 버려야 한다고 믿었다. 민족에 대한 애착

과 전통주의는 현대화된 사회 및 시민문화와 모순된다고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전통적 문

화는 역사적 편견, 우리－그들의 이분법적 태도, 문화갈등(Porter, 1975) 그리고 민족국가의 소국 

분할화를 야기한다. 또한 전통주의와 문화적 다원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고, 개

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한다(Patterson, 1977). 현대화된 평등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집단의 권리는 이차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전통주의가 불평등, 민족·인종의식, 집단 선호주의 그리고 민족적 계층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동화주의자들은 문화적 및 인종적 집단이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한, 

고용과 교육의 차별과 같이 민주주의 이상과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 소외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다(Glazer, 197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동화주의자들은 모든 개인이 문화적으

로나 구조적으로 동화되고, 공공정책이 인종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공통의 국가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족부흥운동의 발흥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민족적 시위운동의 범위와 강도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서양의 사회과

학이나 국가정책의 심각한 한계를 보여줬다. 나아가 서양의 사회과학과 국가정책은 현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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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의 소수민족 집단들의 사회적 지위나 사건의 진행을 설명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

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인종 간 관계를 연구한 서양의 사회과학자들은 동화가 불가피하며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그들은 시카고대학교의 유명한 사회학자 Park(1950)의 사회적 상호작용

의 네 가지 기본 과정인 접촉(contact), 갈등(conflict), 조절(accommodation), 동화(assimilation)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정책 입안자나 사회과학자들만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소수민족 집단의 리더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족집단들이 동화주의를 받아들이고 국

가사회의 바람직한 목표라고 간주하여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에도 캐나다의 프랑스인, 스페인에서 바스크 독립을 외친 ETA(Euskadi Ta Askatasuna, 바스크 조

국과 자유를 외친 혁명 단체), 미국의 가비운동(Garvey movement), 그리고 서양국가의 기타 분

리주의 운동과 같이 분리주의를 주장한 예외도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양국가

들의 대부분 소수민족 집단들은 사회 내 문화적 동화와 구조적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수민족 집단들은 주로 강력한 경제적 및 정치적 특권을 얻기 위해 국가사회에 동화되려고 

노력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산업화된 민족국가에서 많은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지위

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고유의 민족문화를 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속한 소수집단의 민속문화

와 전통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 국가

에서 동화주의가 설득력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상향 유동성의 강한 매력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동화주의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같은 서양국가에서 지배적이

었고,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구조적인 사회적 동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백인민족 집단이 가

장 성공적이었다(Carr & Lund, 2007). 하지만 동화주의 이데올로기가 유색인종 집단에게는 그

리 성공적이지 않았다. 문화적으로 완전히 동화된 경우에도 유색인종 집단은 상당히 많은 구조

적인 배제를 경험했다. 흑인과 토착민 집단(북미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이 미국 사회에 문화

적으로 동화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의 기회, 투표할 권리, 그리고 정

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원주민과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 

토착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서양국가들은 소외된 유색인종 민족집단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세우기는 하였으나 소수집단들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

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일어난 민족부흥운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유색인종 민족집단에 대한 

구조적인 배제 때문이었다.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한 흑인이나 캐나다의 원주민과 같은 서양사회 민족집단들은 국가  

내 제도화된 평등주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며 민족시위운동을 한 

것이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집단들의 상태가 개선됐지만, 주류집단이 누리는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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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지는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형태의 인종차

별을 제거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했다. 하지만 상태가 개선될수록 기대는 

점점 더 높아졌다. 상승된 기대가 개선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도를 앞섰다. 오랫동안 

동화주의를 추구한 것이 환멸과 꿈의 상실을 초래하였고, 이에 소수민족 집단들은 구조적인 통

합과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언어, 종교 그리고 민족 특성과 상징들을 유지할 권리를 주장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어난 민족부흥운동을 민주주의의 이상과 사회적 현실의 괴리를 좁

히지 못한 서양 민족국가들의 실패와 불평등과 인종차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민

족부흥운동의 문화적·상징적 요소들은 개인이 현대화된 사회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공동체 의

식, 도덕적 권위, 삶의 의미를 각 민족집단 내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 간주된다. Apter(1977)는 

“[현대화]가 원시 공간이라고 불리는 공간을 남겼는데, 사람들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고 느꼈을 때 이 공간을 채우고 재구성하려고 노력한다(p. 75).”고 했다. Apter가 지적했듯이, 자

유－동화주의적 관점의 전통과 현대화의 관계는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

으며, 지나치게 단순화된 관계이다. 이러한 관점은 민족문화가 개인의 영적 필요와 공동체적 필

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현대화된 사회에서 동화주의를 강요하는 것과 원초

론(primordialism), 전통주의, 그리고 공동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서로 반대방향에서 균형을 이룬

다. 자기결정, 평등, 통합에 대한 요구도 민족부흥운동의 중요한 요인이다(Figueroa, 200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탈식민지화 운동

도 민족부흥운동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문화, 언어, 정체성에 대한 자치권과 존중을 받기 

위한 소외된 소수집단의 노력에 동기를 부여했다(Figueroa, 2008). 탈식민지화 운동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로부터 독립을 이루던 1945년부터 1960년 사

이에 가장 활발했다. 

다문화교육의 출현과 특징

초기단계의 미국 다문화교육은 시민권리운동과 더불어 발전했다.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그

리고 호주에서도 다문화교육이 발전했다. 캐나다는 1971년, 호주는 1978년에 다문화주의 정책

을 수립했다. 다문화교육은 학교개혁을 통해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언어에 따른 소수집단 학

생들의 교육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접근이다. 다문화교육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촉진하기

도 한다.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학교개혁을 통해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는 그 사회의 인종적 계층과 사회적 계층을 반

영하여 교육을 하고 그러한 계층을 재생산한다(Gillborn, 2008; Gillborn & Youdell, 제12장 참조; 

Gonçalves e Silva, 2004; Luchtenberg, 2004).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들의 태도와 기대, 교사－학생 상호작용, 언어, 학교, 그리고 학교문화에 그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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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이 발전했던 초기단계에 멕시코계 미국인, 영국의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과 동남

아인, 호주의 원주민, 프랑스의 알제리인, 멕시코 내 원주민 등의 소수민족 집단들은 학교에서 

학업적 문제나 언어적 문제를 겪었다. 이러한 소수민족 집단과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주류집단 간의 큰 학력격차가 존재했다. 소수민족의 문화, 정체성, 꿈·희망, 그리고 학업성취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개혁이 요구되었다. 

민족부흥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당시, 대부분 국가의 학교는 이들의 요구를 성급하게 개념화

시키고 시행했다(Banks, 2006). 이때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족시위와 불만을 잠재우는 것

이었다. 이렇게 학교가 구조적인 변화를 하면서 다문화교육 운동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학교의 

전형적인 반응과 변화는 각 민족의 공휴일과 명절을 기념하고, 초등교육과정에 소수민족관련 교

육과정을 포함시키고 중등교육과정에 소수민족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

스와 같은 서유럽국가들은 이주민 학생의 학업성취 문제가 언어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했다

(Banks & Lynch, 1986). 결과적으로, 민족부흥운동에 대한 보편적인 초기반응은 주류언어교육

과 이중언어교육이었다(Schools Council, 1970). 이주민 학생들을 위해 고국의 교사들이 고용되

어 이들을 가르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학교교육과정에 이러한 표면적인 변화를 주었는데도 여전히 주류집단과 소수민족 집단 간의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존재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소외집단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민주

적 태도와 가치관 형성을 위해 학교의 심도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다문화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교사들의 태도와 기대, 검사와 평가, 그리고 학

교에서 제재받는 소수민족 집단의 언어나 방언 등과 같은 학교의 중요한 변인을 개혁하는 데 초

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원리, 개념,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다문화교육 분야 내 의견은 대체로 

일치한다(Banks & Banks, 2004). 하지만 다문화교육 내 전공별로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요소와 

집단을 강조한다. 다문화교육의 주된 목표는 학교를 개혁하여 모든 학생이 민족적 및 언어적으

로 다양한 세계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다

문화교육은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의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통합적인 국가시민

문화 내에서 비판적이고 자기성찰을 하는 시민으로서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각자 민족적 공동체 문화에 대한 책무를 유지하면서, 국가시민문화 

내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문화 자본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경험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세계적인 태도를 기르고 효과적인 세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국제적인 요소도 포함한다(Banks, 2008). 다문화주의 이론가들은 다문화 국가와 세계에서 

사는 데 있어서 학업적 지식과 기술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들은 학

교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집단에 걸쳐 살기 위해 필요한 인종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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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적 태도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Aboud, 제14장 참조; 

Ramsey, 제16장 참조; Stephen & Vogt, 2004).

국내외 대부분의 다문화주의 이론가, 연구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에서 설명한 다문화교육

의 포괄적인 목표를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다문화교육을 해석하고 시

행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서유럽에서는 이러한 운동을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이라 일컫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동적이고 복잡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영국에서 시작한 반인종차별주의 교육(antiracist education)은 캐나다에 영

향을 많이 주었으며, 다문화교육을 비판하며 부각되었다(Bonnett & Carrington, 1996; May, 제

2장 참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반인종차별주의 교육자들은 다문화교육이 인종차별, 권력, 자본주의

와 같은 제도적인 구조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고, 민족과 인종집단들이 억압당하고 희생

당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1995년 Moodley는 “다문화교육으로부터 ‘반인종차별주의’ 교육

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강

조하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p. 812). 최근 반인종차별주의 교육의 중요한 개념들은 주류 다문

화교육에 포함되었다(Banks, 2006; Nieto & Bode, 2008; Sleeter, 2005).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는 

다문화교육과 반인종차별주의 교육을 더 이상 비교하거나 구별하지 않는다.

비록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이지만, 아직도 

다문화교육의 개념은 쟁점이 되고 있다(James, 2005; Lund, 2006). 이 책 제2부에서 지적하는 것

과 같이, 세계 각 국가 내에서 다문화교육의 범위와 경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국가들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초점을 민족적, 인종적, 그리고 언어적 소수집단에 두었다. 시

간이 지나고 여성과 장애인의 시위운동에 반응하여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이론적으로나마 장애

와 특수성(exceptionality)을 서서히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미국의 동성애자 권리 지지자들은 학

교와 사회 내 동성애자들이 겪는 차별이 존재하므로 다문화교육에 성적 기호(sexual orientation)

의 이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Mayo, 2010). 이에 대해 다문화교육 관련 서적

의 저자들은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Gollnick & Chinn, 2009).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

라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간에 여전히 괴리가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

로 성적 기호에 대한 이슈들이 학교교육과정에 의미 있게 포함되고 있지는 않다.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차원

Banks(2004)는 교육자들과 학자들의 다문화교육의 이론, 실제 그리고 연구의 개념화를 돕기 위

해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차원, 즉 (a) 교과내용의 통합, (b) 지식구성의 과정, (c) 편견의 감소, 

(d) 공평한 교육, 그리고 (e) 권한을 부여 받은 학교문화와 사회구조를 제안하였다(그림 1.1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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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개념적으로 각 차원 간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실제에서는 차원 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

복되기도 한다. 

교과내용의 통합은 교사들이 특정 분야나 교과목의 개념, 원칙, 일반화, 그리고 이론을 설명할 

때 어느 정도로 다양한 문화와 집단과 관련된 예시와 내용을 사용하느냐를 의미한다. 교과내용

의 통합이 제대로 적용되면 각 분야나 교과목에 다양한 민족이나 문화적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워진다. 

일부 교과목의 경우 민족적 또는 문화적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다른 교과목보다 쉬울 수도 있

다. 사회, 언어 그리고 음악 교과목의 교사들은 개념, 주제, 원칙 등을 설명할 때 민족적 또는 

문화적 내용을 포함시킬 기회가 충분하다. 하지만 수학교과(Nasir & Cobb, 2007)나 과학교과

(Harding, 1998)의 경우 다문화 내용을 포함시킬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나 언어과목에 비해 

권한을 부여 받은 학교문화와 사회구조

다양한 인종, 민족 그리고 성별집단의 학

생들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특성에 따른 소집단의 구

성, 소집단에 대한 명칭부여, 스포츠 참

여, 학업성취도의 불균형, 교직원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고 개선한다.

교과내용의 통합 

교과내용의 통합은 교사들이 어느 

정도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예시와 

내용을 교수에 사용하느냐를 의미

한다.

지식구성의 과정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한 학문분

야 내 암시적인 문화적 가정, 사고의 

틀, 관점, 그리고 편견이 어떻게 지식

구성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

고, 탐구하고 알아내도록 돕는다.

공평한 교육

공평한 교육은 교사들이 다양한 인

종, 문화, 성별, 사회적 지위의 학

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수방법을 수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

편견의 감소 

편견의 감소는 인종에 대한 태도가 

학생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의 특성

과 교수방법과 교수자료에 의해 어

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다문화교육

그림	1.1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차원

출처：James A. Banks(2009)



제 1 장 다문화교육의 차원과 패러다임   11

충분하지 않다. 일부 교사들은 교과내용의 통합이 다문화교육의 전부라고 오해하여 수학과 과학 

같은 교과목과 다문화교육이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지식구성의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암시적인 문화적 가정(cultural assumptions), 사고의 틀, 관

점 그리고 연구자들과 교과서 집필자들의 편견 등이 지식구성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탐구하고 알아내도록 교사가 돕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민족

관련 내용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지식의 구성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지식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생산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Banks, 1996). 

지식구성의 과정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식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왜 문화적 정체성과 연구

자의 위치성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돕는다. 다문화주의 이론들은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인생사, 

태도, 신념 등이 지식의 생성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Code, 1991; Harding, 1998). 따라

서 그들은 개인의 신념과 거리를 두고 공평하게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실증철학

(positivist)에 반대한다. 또한 그들은 지식 생산자가 자신의 위치성과 문화적 가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식을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다문화교육은 소수집단의 인생경험, 개인의 인생사, 기여 등을 배제한 교수, 학습, 패러다임, 

테마, 그리고 개념 등에 대해 도전한다. 다문화교육학은 제도화된 교육과정의 기준을 재개념화

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하며, 학교지식을 구성하는 개념의 틀, 기준선, 관점, 그리고 개념들

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견의 감소는 학생들이 인종에 대해 민주적 태도를 갖도록 돕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차원이다

(Stephan & Vogt, 2004).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의 구성과 주류집단의 태도와 신념이 

민족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Allport(1954/1979)의 이론은 미국과 

세계 여러 국가의 집단 간 관계에 대한 이론과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Bekerman, 제15장 참조). 

그는 집단 간 관계가 향상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 간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a) 각 개인이 동등한 지위를 경험하고, (b)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c) 집단 간에 서

로 협력하고, (d) 법이나 관습 또는 부모, 교사, 학교 관리자 등의 권위 있는 자들에 의해 접촉이 

승인되어야 한다(Pettigrew, 2004).

공평한 교육은 교사들이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도록 교수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적·민족적 집단의 학습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과 접근을 적

용하는 것이며, 북미 원주민이나 알래스카 원주민 학생들을 개인적 특성에 맞추어 가르치는 것 

등을 의미한다(Keinfeld, 1975). 또는 소수민족 집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

학과 과학교수에 있어 협동학습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Cohen & Lotan, 1995). 

공평한 교육은 1960년대에 발전한 문화실조 패러다임(cultural deprivation paradigm)에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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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 패러다임은 저소득층 가정출신의 학생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사회화 경험으로 

인해 학업적 성공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 학생들

의 문화적 관행이 열등하고 부적절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문화실조주의자들은 학생의 행동이 

주류문화와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문화차이 패러다임(cultural difference 

paradigm)의 한 부분인 공평한 교육은 다양한 문화와 집단의 학생들이 많은 강점을 가지고 학교

에 온다고 가정한다.

문화차이 패러다임은 민족적, 인종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학생들의 문화정체성, 의사소통 방

식, 사회적 기대 등이 어떻게 교사들의 가치, 신념, 문화적 가정과 갈등을 빚는지를 설명한다

(Gay, 2000; Lee, 2007). 학교의 중류층, 주류문화는 학교의 문화적 규범과 의사소통 방식을 내

면화한 학생들에게만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적 불화와 분리를 야기한다. 

공평한 교육은 문화감응 교수를 활용하는 것이다(de Haan & Elbers, 2004; Gay, 2000; Ladson

－Billings, 1995). 학생들의 가정과 공동체 문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교수방법과 교수내용에 포함

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감응 교수는 교사들이 “다양한 민족집단 학생들의 문화지식, 기존

의 경험, 사고의 틀, 행동양식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다.”(Gay, p. 29)

권한을 부여 받은 학교문화는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이 평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교직원들이 학교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를 조사하고 변화시키

기 위해서 특성에 따른 소집단의 구성, 소집단에 대한 명칭부여, 스포츠 참여, 집단 간 학업성취

도 불균형, 민족과 인종경계를 뛰어넘는 교직원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등은 개선되어야 할 중요

한 변수이다. 

권한을 부여받은 학교문화는 학교 내의 집단 간에 질적으로 향상된 관계를 요구한다. 학교의 

목표, 기준, 문화적 관행 등에 반영된 문화차이에 대한 상호 간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가 맺어진

다. 권한을 부여받은 학교문화는 다문화교육의 개혁을 통해 교사들에게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학교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

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촉진한다. 

민족부흥운동, 학교 그리고 반응 패러다임

많은 서양국가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된 민족집단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

록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민족부흥운동에 대한 반응은 주로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일어났다. 그 이유는 교육기관에 소수민족 집단을 포함한 넓은 범주

의 선거구가 존재했고, 교육기관들이 소수민족 집단들을 소외시키고 현상유지(status quo)에 참

여한 중요한 상징이자 요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Williamson, 2008). 따라서 소외된 민족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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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기관이 그들의 자유를 찾는 데 잠재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

각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서양 민주주의국가들에서 일어난 민족부흥운동의 발전과 이에 

대한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교육기관들의 반응은 특정한 유형과 패턴의 제도적 반응을 보

여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패턴과 원형적 반응(prototypical responses)을 패러다임(paradigms)이

라고 정의한다. Kuhn(1970)은 패러다임이 ‘[특정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신념, 가치, 기술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175). 교과목의 법칙, 원리, 설명, 이론 등도 모두 패러다임에 속

한다. Kuhn은 각 분야의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치할 때, 이것

을 ‘과학적 혁명’이라고 했다. 

교육적 반응 패러다임은 모든 국가가 특정한 시간이나 순서에 따라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부흥운동의 발전은 일부 국가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반응 패러다임은 일

전제조건 단계

이 단계는 식민주의의 역사,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제

도화된 민주주의의 이상, 민

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

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국가

의 노력이 특징이다. 이것은 

희생당한 민족집단의 기대

가 커지면서 민족시위 또는 

민족부흥운동을 태동시킨다.

후기단계

이 단계는 비주류집단과 주

류집단, 다민족 연합체 간 

의미 있는 대화, 민족 양극

화의 감소, 희생당한 민족집

단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원

인규명 등이 특징이다.

제도화 단계

초기단계에 형성된 개혁의 요

소들이 이 단계에서 제도화된

다. 다른 소외된 문화집단들도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서 민족

부흥운동 초점의 범위가 넓어

지고 분산된다. 보수적인 이데

올로기와 정책들은 이 단계에

서 제도화되며, 새로운 민족부

흥운동의 발전을 촉진한다.

초기단계

이 단계는 민족의 양극화, 희

생당한 민족집단의 강한 정체

성 탐색, 그리고 일원적 인과

관계 설명이 특징이다. 민족집

단들은 인종차별주의가 자신

들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정당화한다. 극단적 개혁주의

자들과 견고한 보수주의자들

은 소외된 민족집단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일원적 인과관계

를 주장한다.

그림	1.2 민족부흥운동의 발전단계 

출처：James A. Bank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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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민족부흥운동의 다양한 단계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민족관련 내용의 추가(ethnic 

additive) 패러다임과 자아개념 발달(self－concept development)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민족부흥운동

의 초기단계에서 발달한다. 일원적 설명 패러다임은 다원적 설명 패러다임보다 먼저 나타난다. 

일원적 패러다임은 주로 민족부흥운동 초기단계에서 나타나지만, 다원적 패러다임은 주로 민족

부흥운동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대중화된다. 민족부흥운동의 특성과 주기는 그림 1.2와 같다. 

좀 더 복잡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 패러다임은 소수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개혁이 제

도로 현실화됨으로써, 동화와 현상유지를 강조하는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이상과 목표를 강조

하는 다원적 개혁주의자들을 두려워하게 됨에 따라 민족부흥운동의 후기단계에 발전한다. 다

문화교육을 포함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개혁을 염려하는 신보수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미국 

Glazer(1975)와 Schlesinger(1991)가 있다. 

민족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에 대응하는 반응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표 1.1 참조). 각 국가

에 따라 이러한 패러다임이 발전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한 시기에 여러 패러다임이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 민족부흥운동을 겪은 국가라면 이러한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한두 개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패러다임의 리더나 지

지자들은 학문분야, 정부 그리고 학교환경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패러다임을 가장 대중적으로 

만들려고 경쟁한다. 공적 또는 사적으로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패러다임의 지지자들이 특정한 

시기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배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다. 

간혹 하나의 우세한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면서 Kuhn(1970)이 설명한 것과 같은 

과학적 혁명이 일어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기보다 

공존하며 도전한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수집단을 교육하는 데 문화실조 패러

다임의 이론과 연구와 실제가 우세했다(Bereiter & Egelmann, 1966). 1970년대의 문화차이 패러

다임이 문화실조 패러다임에 대해 강하게 도전했다. 문화차이 패러다임은 문화실조 패러다임을 

대체하지 않고 공존했다. 하지만 문화실조 패러다임은 곧 새로운 세대의 소수민족 학자와 연구

자들에게 영향력과 타당성을 잃었다. 문화실조 패러다임은 1980년대에 신보수주의 운동이 일어

났을 때 르네상스를 경험하며 다시 미국에 영향을 미쳤다. 문화실조 패러다임이 다시 대두되었

을 때, 저소득층 소수민족 학생들은 ‘위험군’ 학생이라고 불렸다(Cuban, 1989). 

민족관련 내용의 추가 패러다임과 자아개념 발달 패러다임

일반적으로 민족부흥운동에 대한 학교의 대응 초기단계에서는 인류학, 사회과학 또는 인문학 교

육과정에 민족집단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었다. 민족영웅에 대한 학습이나 민

족명절의 기념일 등은 민족관련 내용 추가 패러다임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초기단계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민족부흥의 초기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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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다문화교육의 패러다임

패러다임 주요 가정 주요 목표 학교 프로그램과 실제

민족관련 

내용의 추가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거나 재구

조화하지 않고도 민족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추가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특별교과, 수업, 민족 

명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특별한 소수민족 연구학습단원, 민족음

식과 명절에 초점을 맞춘 소수민족 연

구교과, 민족영웅에 대한 학습단원을 포

함한다.

자아개념 발달 민족적 내용은 소수민족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

개 소수민족 학생들은 자아개념이 

낮다. 

소수민족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학

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소수민족 집단들의 국가 설립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고 소수민족의 유명한 위

인들에 대한 학습단원을 구성한다. 

문화실조 많은 저소득층, 소수민족 학생들

은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

한 인지적 기술과 문화적 특성의 

습득을 저해하는 가정이나 공동체

에서 사회화된다. 

소수민족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오

는 인지적 결핍과 역기능적 문화

특성을 보상하는 것이다. 

행동주의적이고 집중적인 보상교육의 

경험을 제공한다.

문화차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

국인, 북미 원주민 같은 민족집단

은 깊고,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갖는다. 

학교개혁을 통해 소수집단 학생들

의 문화를 반영하고 존중하고 그

들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교수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화감응 교수법, 세심한 문화교수법을 

제공한다.

언어 언어적 소수집단 학생들은 학교에

서 학업성취도가 낮은데, 이것은 

그들의 가정이나 공동체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용하

는 모국어 학습을 일차적으로 제

공하는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이중언어－이중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화적 생태 카스트와 같은 비자발적 소수민족 

집단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는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에 기인한다.

소외된 소수민족 집단을 주류문화

에 동화시키고 구조적으로 포함시

키는 것이다.

주류문화와 일치하도록 소수민족 집단 

공동체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중재를 포함한다.

보호적 

탈동일시 

개인 자신이 집단에 대한 고정관

념에 순응하거나 그러한 고정관념

에 의해 자신이 평가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의 자아의식은 위협

당한다. 

소외된 집단에 속하거나 고정관념

에 의해 위협당하기 쉬운 학생들

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고정관념에 의해 위협당하는 학생들이 

높은 기대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 고정관념의 위협을 줄이

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구조적 인종차별주의와 편견을 없애고 저

소득층 및 소수집단 학생들의 평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가 기

여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

다. 저소득층 및 소수집단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사회적·경제

적 유동성을 저해하는 정치와 경

제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사회경

제적 변화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평등을 촉진하고, 인종차별주의와 차별

대우의 구조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이러

한 구조적인 쟁점을 지적할 수 있는 방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반인종차별주의 소수인종 집단의 교육적 불평등

의 주된 원인은 여러 형태의 개인

적,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구조

적 인종차별주의 때문이다. 

학생, 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변인

들을 이해하고 지적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편견감소 프로그램, 문화적 가정과 그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영향, 다양한 문화

의 강점과 제한점의 인식과 다양한 문

화로부터의 배울 점, 학교에서의 집단

정체성의 이해 및 집단, 집단 내 상호작

용,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의 이해와 학

교에 대한 영향, 사회에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학교 내 인종적 차별과 

권력의 연관성을 포함한다. 



16  제 1 부 다문화교육 : 이론적 관점과 쟁점 

서 소수민족 집단들이 교육과정에 그들의 영웅, 명절, 업적 등을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기 때문

이다. 또한 이 패러다임이 대두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족부흥의 초기단계에 교사들이 소수민

족 집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교육과정에 소수민족 집단의 명절과 같은 비교적 쉬운 내용

을 추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흑인 역사의 주(Black History Week), 북미 원주민의 날(American 

Indian Day), 아시아인과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 축제와 기념일(Asian and African Caribbean 

feasts and festivals)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이다.

민족부흥의 초기단계에 교육자들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소수민족 집단 학생들의 자아개념

을 향상시키고 소수집단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목표가 생겨난 이유는 민족부흥운동

의 리더들이 새롭고 긍정적인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차별

과 구조적인 소외를 경험한 소수민족 집단이 자신들의 인종과 민족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

념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이전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

는 이러한 신념을 강화했고(Clark & Clark, 1950),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일부 민족부흥운동

의 리더들은 이것을 지지했다. 1970년대의 많은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하기 위해

서 건강한 자아개념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그들은 교육과정에 소수민족 영웅과 소수민

족 명절 등을 포함하면 소수민족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1981년 영국 슈레이대학교의 강사였던 Stone은 자아개념 발달 패러다임의 심각한 한계를 지적

했다. 민족관련 내용의 추가 패러다임과 자아개념 발달 패러다임의 영향은 민족부흥운동이 발달

하면서 약화된다. 

문화실조 패러다임

문화실조 패러다임의 이론, 프로그램, 연구 등은 민족부흥운동 초기단계에서 발생한다. 문화실

조 패러다임의 이론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족해체, 빈곤, 효과적인 개념습득의 부족 및 지

적·문화적 결함으로 인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문화실조 이론가들

에게 있어서 학교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지적, 인지적 결함이 있는 학생들에게 문화적 및 기타 

보상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실조 이론가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적 

기술을 익힐 수는 있으나, 이러한 기술들은 집중적인 행동주의에 근거한 교수를 통해 이루어져

야 한다고 믿는다(Bereiter & Engelmann, 1966).

문화실조 패러다임에 입각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요구한다. 반면에,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행동이나 교육기관의 변화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소득

층이나 소수민족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을 ‘문화적

으로 결함이 있고’, ‘불리하다’고 여긴다. 문화실조 패러다임은 1970년대 캐나다와 영국 같은 국

가에서도 발달했다. 이것은 영국의 Carby(1982)와 같은 소수민족 학자와 연구자들로부터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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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았다. 

문화차이 패러다임

문화실조 이론가들과는 달리, 문화차이 이론가들은 저소득층, 소수민족 학생들이 문화적 결함

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다(Ladson－Billings, 1995; Lee, 2007). 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멕시

코계 미국인, 그리고 북미 원주민 같은 소수민족 집단들이 강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지니

고 있다고 믿는다. 문화차이 이론가들은 소수민족 문화가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해줄 언어, 가

치, 행동양식, 세계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차이 이론가들은 소수민족 학생들

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학교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차이 이론가들은 소수민족 학생들의 문화가 아니라, 학교가 그들의 낮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de Haan & Elbers, 2004). 저소득층, 소수민족 학생들의 문

화를 반영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학교가 변해야 하고 이들의 문화적 특성에 부합하는 학습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수방법은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도록 도

움을 줄 것이다. 문화차이 이론가들은 학교가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지 못하는 것은 

학교가 소수민족 학생들을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부터 격리시키려 하고, 그들의 학습 특성에 맞

는 교수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차이 이론가들은 가치관, 규범, 행동에 

관한 소수민족 학생들의 문화가 학교문화와 다르다는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Gay, 2000; 

Lee, 2007). 

문화차이 이론가들은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학생들이 교육평등과 문화적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권리를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민주주의는 그들이 민족공동체와 가족

과의 관계와 그들의 고유언어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면서(Valdés, 2001), 그들의 모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Ramírez와 Castañeda(1974)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적 민주주의는 개인이 두 개의 문화에 속해 있으면서 미국의 이상에도 충

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민주주의는 철학적 수칙이며, 개인이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사고와 학습을 어떻

게 하는지 등이 공동체나 가정의 가치체계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 나아가 1964년에 성립된 

공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개인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이 속

해 있는 문화집단의 문화와 언어 때문에 차별받는 교육환경과 정책은 문화적으로 비민주주의

적이다.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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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차이 이론가들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체계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민족, 인종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정체성이 필요하다. 모든 집단

에 속한 각 개인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문화차이 

이론가들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민족공동체에 대한 애착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가시적인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중요하고 강하다. 이것은 

그들에게 집단정체성, 민족의식,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민족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

는 국가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소수민족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하

면, 그들은 시민문화에 최대한의 기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인적, 시민적 필요가 충

족되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들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언어 패러다임

민족부흥운동의 초기단계나 한 국가에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하게 되면, 교육자들은 주로 그들

의 학업성취도 문제의 원인을 언어나 방언의 차이에서 찾는다. 1960년대 서부 인도인과 아시아

인이 처음 영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 영국 교육자들은 이 학생들의 언어문제를 해

결하면 영국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초기에 이주민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영국 교육자들의 대응은 오직 언어에 초점을 맞추었다(Schools Council, 1970). 이주

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학습교재를 만들고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특별 프로그

램도 개설했다. 프랑스 교육자들 역시 1970년대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학생들의 문제를 일차적

으로 언어문제라고 보았다(Banks, 1978). 

마찬가지로 1970년대 미국의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계 미국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는 언

어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가정했다. 이중언어교육 지지자들은 언어문제가 해결된다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교육자

들은 라틴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학습 특성, 

교사의 태도와 기대, 동기부여 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오늘날 일본의 다문화교육의 초점도 언어에 있다(Hirasawa, 제11장 참조). 새로운 이주민들이 

겪는 언어적, 문화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지역단체들, 시민, 교사, 운동가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

다(Murphy－Shigematsu, 2008). 하지만 새로 이주해 온 학생들의 언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일본에 존재하는 강한 동화 이데올로기와 일본인

들이 일본을 단일민족, 단일문화 및 단일언어 국가로 보는 경향 때문이다.

서양국가들이 실행한 언어 패러다임에 기초한 프로그램들은 소수민족 집단과 이주민들의 교

육문제를 배타적 언어접근법(exclusive language approach)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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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양한 언어 및 소수문화 집단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설계한 교

육과정 중재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언어 외의 교육환경 변인에 초점을 맞춰

야 한다. 배타적 언어접근법은 소수언어 집단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문화적 생태 패러다임

Ogbu(2003)와 Fordham과 Ogbu(1986)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낮은 학업성취도의 주된 원인

은 백인 주류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백인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그는 소수민족 집단을 두 가지 부류, 즉 이주자 같은 자발적 소수민족 집단과 카스트 같은 비자발

적 소수민족 집단으로 나눴다. 자발적인 이주자집단은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땅

으로 여긴다. 카스트 같은 비자발적인 소수민족 집단은 자신들의 고국에서 인종차별 같은 제도

화된 차별을 경험한 토착민들이다. 미국의 경우에 중국, 인도, 자메이카 이주민과 같은 자발적인 

이주자들은 학교에서 미국의 주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계 미국인이나 멕시코계 미국인을 포함한 카스트 같은 비자발적 소수민족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도가 높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멕시코계 미국인을 포함한 카스트 같은 비자발적 소수민족 집단이 학

교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저항하는 이유는 주류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거부하는 가공의 연대감

(fictive kinship)2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에서 제도화된 인종차별에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가의 주

류 가치체계와 문화에 저항하는 민족의식을 갖는다. Ogbu(2003)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함하

여 카스트 같은 비자발적 소수민족 집단이 학업적으로 성공하려면 문화와 공동체에 중요한 변화

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Ogbu의 문화적 생태이론과 연구의 심각한 한계를 지적했다(Carter, 2004; 

Tyson, Darity, & Castellino, 2004). Ogbu의 이론은 카스트 같은 비자발적 소수집단을 일반화하

고 집단 내의 다양성은 배제했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교육자들이 교육문제를 ‘피해자의 탓’으

로 돌릴 여지를 둔다(자세한 내용은 Banks & Park의 Ogbu 이론비평 참조)고 비판을 받는다. 

보호적 탈동일시 패러다임 

Steele(2004)은 특정 고정관념의 잠재적 위협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개인이 해당 고정관념으로

부터 보호적 탈동일시(protective disidentification)하는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적 관점을 사용

한다. 그의 이론은 수학과 언어학에 특히 자신감이 있고, 능숙하며, 그 영역에 뛰어난 학생들에

게 초점을 맞추었다. 고정관념의 위협효과는 여성과 같이 부정적 평판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낙

인이 찍힌 집단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관념이 하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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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개인은 자신이 집단의 고정관념에 의해 판단되거나, 그 고정관념과 자신이 동일시될 가능

성이 있을 때, 개인의 자기감(sense of self)이 위협받는다. 그래서 개인은 자기감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해당 영역과 탈동일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처한다. Steele은 

고정관념의 위협효과가 ‘학업적으로 자신의 집단의 선봉에 있는’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

향에 대해 설명했다(2004, p. 686).

Steele(2004)의 보호적 탈동일시 패러다임은 좋은 의도로 설계되더라도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

한 교정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정 교과목과 동일시되는 학생들의 고정관념에 의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야 하며 그들의 학업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구조적 패러다임과 반인종차별주의 패러다임

구조적 패러다임은 민족부흥운동의 초기 또는 후기단계에서 발달한다. 신마르크스주의자(Bowles 

& Gintis, 1976), 비판이론가(McCarthy, 1988), 반인종차별주의자(Bonnett & Carrington, 1996), 

그리고 비판적 인종이론가(Ladson－Billings & Tate, 1995)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론가

들이 이 패러다임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 이론들은 저소득층 소수민족 집단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 문제에 대해 구조적이며, 제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다른 패러다임들은 학교가 중재함으로

써 소수민족 집단 학생들에게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에, 구조적 패러다임은 학교가 문제의 한 원인이며 소수집단이 소외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가

정한다. 즉, 학교의 주요 목적은 소수집단 학생들이 사회에 정해진 신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기 때문에, 학교가 소수집단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의 주요한 역

할은 사회－계급 계층화를 재생산하는 것이다(Katz, 1975).

구조적 패러다임은 저소득층, 소수민족 집단 학생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평

등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학교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의 구조적 이론가 

Jencks는 하버드대학교의 동기들과 함께 사회계층 간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학교의 영

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Jencks, Smith, Ackland, et al., 1972). 그는 저소득층 집단의 평등

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성인생활에 간접적으로 평등

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평등하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ncks는 학교교육을 통해 평등을 실행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Bowles와 

Gintis(1976)는 미국 학교에 대한 신마르크스주의 비판을 통해 학교가 사회 계급의 계층화를 강

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자신들의 사회 계급의 지위에 만족하도록 만든다

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