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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업은 가치중립적인가? 교사는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는가? 교실과 학교
는 공동체인가? 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비판적 다문화교육이다. 꾸준한 연
구와 실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다름에 관한 혐오, 다문
화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과 역차별 논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편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비
판적 담론을 수용함으로써 이전 다문화교육을 넘어서는 확장적 논의를 펼
치고자 하였다.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정의의 실천 태도 함양을 목
표로 하며, 비판적 인식과 실천력을 키우는 교육,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의미를 갖는다. 그 실천을 위해 수업, 학생, 교실이 교사의 관점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학교 혁신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Keywords): 비판적 다문화교육, 비판적 담론, 평등한 학습, 학교
혁신

6 교육발전연구 제33권 제1호

Ⅰ. 서 론
다문화교육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는 성, 인
종, 계층, 종교, 언어, 지역사회 등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해 드러내는 차별과
편견, 혹은 혐오에 대응하는 교육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사회 내 문화다양성의
증가로 그 필요성을 꾸준히 요구받아 왔다.
차별과 편견, 혹은 혐오를 훈화나 동정과 같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개념’(조
상식, 2009; Pongratz, 1990)을 활용하는 감정적 접근이나 낭만적인 방법을 활
용하는 교육적 시도는 차별과 편견의 극복에 기능하지 못했다(조상식, 2009).
차별과 편견, 혹은 더욱 극악한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선 학생들은 스스로 민주
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경험이 중요하다(Freire, 1983).
또한 자신의 경험에 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이런 관점을 견지하지 못했다.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관념과 편견에 맞서 싸우느라 폭넓은 논의를 펼치
지 못했다(강인애, 남미진, 구민경, 2013). 이전의 한계적 시각을 극복하고, 문화
의 상이성과 문화 간 불평등, 사회 구조 속에서의 문화와 권력의 관련성(Girox,
1993)이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나장함, 2010) 등 보다 고차적인 수준에
서 다문화교육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재개념화가 요청된다. 다문화교육의 재
개념화는 우리가 기존에 논의를 기피해 왔던 주제를 학습의 장(場)으로 불러들
이려는 시도이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과 관련되어 편향되었던 논의에
서 벗어나,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실천을 포함하는 현실에 내재한 문제에 관한
비판적 인식과 사회적 정의의 실천적 태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논의를 펼치기
위함이다.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시민의 지식과 가치, 역량 강화, 시민의 행동이
긴밀하게 관계 맺고 통합되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Banks, 2007, 2008).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개념화된 의
미를 뛰어 넘는 방향으로 재개념화되고, 비판적 담론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수업, 학생, 교사, 교실과 학교 등에 관한 비판적
담론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다문화교육(박휴용, 2012; Nieto, 2010)이
타당하겠다.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교육과정의 변혁과 사회적 실천을 추구한다
는 측면에서 개혁적이고, 비판적 담론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해체적이다. 우리
삶에 내재한 불평등과 부정의, 모순, 빈곤의 원인, 정치와 권력의 폐해와 피억압
자의 고통 등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비주류 학생 혹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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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모든 학생이 처한 현실에 관한 성숙한 인식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 비판적 다문화교육이다(장진혜, 2017).
이를 위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현재를 고찰하고, 왜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이 논의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깊이 탐색한 후, 수업, 학
생, 교사, 교실과 학교 등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비판적 담론의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다문화교육의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3,924명(2016
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의 1.42%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증가 추이는 2012
년 0.63%, 2013년 0.79%의 증가 추세가 2015년 1.16%에서 2016년 1.42%로 급격
히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서울D초등학교의 상황은 2017학년도 1학
년 입학생 중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러한
현실은 다문화교육과 정책 실천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으며, 다문화사회의 심화로
인한 다원성의 증진은 우리 사회에 혐오와 관용의 논의를 본격화시켰다.
인간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내포하는 존재이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만남,
타인과의 관계 맺음은 언제나 개별적, 문화적 존재로서의 개인 간 문화 충돌(김
영순, 2010)을 야기한다. 관용을 이질성의 공존(김광기, 2012)이라고 규정할 때,
우리는 다문화사회 도래 이전부터 관용이나 다문화교육의 필요에 직면해 있었다.
다문화교육은 심화된 사회 내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대두되었
으며, 문화간 충돌로 인한 혐오가 야기되면서 그 필요가 더욱 심각해졌다. 성별
과 인종을 포함하는 다름에 관한 극단의 분노 표출이라는 사회적 위기는 이미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의 실천은 다양한 측면에서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구별 짓기나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 다른 나라 문
화의 이해나 다름의 존중(조상식, 1999), 다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감소 등
그 목표나 개념이 다소 지협적이거나 편향되었다(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2010;
이동성, 주재홍, 김영천, 2013). ‘다름’을 ‘다르다’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수준에 국한되었으며, 사회 제도권과 학교 교육의 현장에 만연한 문제들에 대
해 깊이 있게 인식을 확장하지 못했다(장진혜, 2017).
다문화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개념적 이해 또한 그 층위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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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에 대한 관용과 수용 등과 같이 긍정적 윤리를 담보한 보편적이고 진보
적인 교육으로 이해되기도 하고(조상식, 2009; Pongratz, 1989), 소수 문화에 대
한 이해교육, 상호문화이해교육 등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논의되기도 한다(나장
함, 2010). 정치 이데올로기적 억압의 모순이 도출되는 다문화주의를 담은 교육
적 담론이나, 세계화로 인한 전지구적 공간에서 자본주의가 원만한 통합을 이
루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적 의도(Zizek, 2010) 등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이용을 위한 결과로써 설명되기도 한다.
의미의 설정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관용의
문턱(Derrida, 1972; Habermas, 2003)’을 넘지 못한 채, 이질성의 상호 공존이라
는 관용의 의미를 적확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더불어 다문
화교육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실천의 주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각각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문화교육의 현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다름’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학생에 대
해 ‘나 대지마!’라고 일갈하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눈에 띄는 두
드러진 언행에 대한 집단의 단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교실은 철저하게 동질
화가 추구되며, 다름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비주류 문화는 주류 문
화에 의해 주변화 되고 무시당한다. 미디어에 기반하는 현대 대중 사회는 상호
참조를 통해 동질화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다름은 철저히 배척당한다(최수연,
2016). 이런 사람의 무리를 대중으로 설정했던 니체의 비판은 현재도 유효하며
교실에서의 현상도 이를 대변한다. 동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배타적 성향, 권
력의 논리와 주류 지향이 팽배한 문화, 외부 세계에 의해 규정되는 개인의 정
체성 등 우리 교실의 실제는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다
문화교육은 대중으로 일컬어지는 집단 전체를 균질화하려는 경향성과 몰개성적
교육에 대항하는 교육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둘째,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
란이 팽배하다.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투입된 막대
한 예산과 진학 관련 시혜적 정책은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거부감과 역차별 논란을 야기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 관련 예산 사용은 2016년 서울시교육청 기준 약 34억원 수준이었
다. 교육부나 지자체에서 다문화정책학교로 개별 편성한 예산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다문화교육 예산
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지정 다문화정책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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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천에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문화 결핍의 패러다임(Banks,
2007)에 근거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문화 결핍
의 패러다임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왜 철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화되어야 하는가를 옹호하는데 활용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문화
적으로 결핍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이 부진하고,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시혜적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학업 보충 프로그램 운영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근거한 접근이다. 이런 시혜적 프로그램의 운영은 일반 학
생과 학부모들에 의해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다문화교육 연구자들이
과연 그들의 문화를 결핍하다고 인식하는 것, 혹은 우리나라 주류 문화로 편입
시키려는 동화주의 관점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문
화가정 학생 대상 시혜적 차원의 정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현재도 유효하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조차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다. 자녀
가 다문화라는 용어로 다른 학생들로부터 타자화되어 구별되거나, 정체성이 드
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009개정교육과정 도덕교과서 심의 과정에서 ‘다문
화’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극도의 자제 요청이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방증이다. 이후 교과서에서 다문화라는 용
어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현상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혐오에 대한 대처의
한 예이다.
셋째,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편견을
조성했다. 이는 문화결핍의 패러다임과 동화주의에 근거한 정책의 실천이 원인
이다.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존재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다(강인애, 장진혜, 2009; 장인실, 2008; 장진혜, 2008). 하지만 다문화교육 실
천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조차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다문화교육의
필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주재홍, 김영천, 2014).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문화가
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 그 원
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정책은 학교 현장의 교육 방향성과 실행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2017학년도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분석을 통해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은 크게 정책적 기반 마련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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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우선 동화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를 모색하
고 있다. 또한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
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특히 유의미하다. 이는 교육 행정가의 패러다임이 변
혁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부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기치는 다원적 다문화주의라는 진보적 관점을 지향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을
주류 사회에 예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하는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핵심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대부분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극히 일부이다. 이는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여전히 동화주의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따른 학생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24개 중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을 제외하면 6개의 프로그램만 일반 학생이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일반 학생은 주 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서의 의미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청 정책의 전제가 동화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다문화가정 학생을 한국화시킬
것인가?의 기본 전제를 표출한다. 소수 집단의 학생이 주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습득하게 되는 경우 평등한 교육이 가능하고, 비주류 학생이 학업적 성
취와 더불어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Gorski, 2009; McLaren, 1994; Sleeter & Grant, 2007).
특히,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 대상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취급된다. 다문화교
육 활성화 및 협업기반 구축 과제에 일부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면 교사와 학부
모의 교육적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육청의 다문화 정책 방향의 모순과 한계는 학교와 교실의 교육적 실천을
통해 드러난다. 학교와 교실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한
국어 능력 증진과 한국 문화에 관한 이해와 습득 및 적응을 핵심으로 다루어졌
다.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은 부가적이고 부차적인 교육, 하지 않아도 되는 교
육으로 인식되고 있다(강인애, 장진혜, 2009; 장진혜, 2008). 교육청의 정책 수립
방향과 학교의 교육적 실천과 교사의 인식은 다문화교육에 관한 오해와 편향된
인식을 낳았다.
다문화교육을 통한 교육적 실천과 성취를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교육에 관한
오해와 편견에 대응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의 수립 방향, 학교와 교실의 교육적 실천, 교사의 인식이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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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안으로서 비판적 다문화교육
1.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특징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권력, 사회적 실천, 헤게모니, 정체성, 담론, 대중과 세계
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를 내포한다(Ladson-Billings,
2003; McLaren, 1995; Neito, 2010; Sleeter, Grant, 2007). 이러한 논의는 분절적
이거나 독립적이지 않다. 중첩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하는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연구자
들(나장함, 2010; 박휴용, 2010; Ladson-Billings, 2003; McLaren, 1993)에 의해
개념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
펴봄으로써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비판적 다문화교
육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비판적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자들의 인식과 논의점(장진혜, 2017)
연구자

비판적 다문화교육에 관한 개념적 논의

학교의 재구조화

박휴용
(2012)

-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관용으로, 나아가 차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저항으로 확대되어야 함
- 학교교육은 사회 구조
- 자유와 평등에 관한 비판적 인식
에 대한 저항과 개혁
-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의 의지를 갖는 것
- 지식, 문화, 사상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상대성과 다
원성에 관한 지지

박민정
(2012)

- 다문화주의를 정체성, 문화, 차이만으로 규정하는
- 비판적 분석을 통해
것은 불완전한 논의임
모든 학생이 평등한
- 계층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병행되어야 함
- 이면에 숨겨진 차별과 불평등의 매커니즘을 밝히고
교육을 제공받고 성공
사회정의,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것
할 수 있도록 민주화
- 비판적 실천과 비판적 비평, 비판적 읽기의 지향
를 지향
- 지식은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차별 속에서 생산된 것

Apple
(2000)

- 교과서의 정치경제학적
- ‘문화적 헤게모니’의 개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관점의 투입을 경계해야
- 기존의 학교 지식에 관한 비판적 재인식
- 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이 가진 권력지향성, 권력의
함. 교과서의 동질화에
강화와 재생산에 기여하는 학교교육에 관한 비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요
-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이 학교를 통해 어떻게 유
구됨
- 학습의 실패는 학생
지되는지 비판적으로 파악해야 함
- 교육에서의 문화와 힘의 관계에 대해 규명해야 함
의 문제가 아님

Banks
(2004)

- 학교 지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을 통 - 학생들이 평등한 교
해 차별을 영속화시키는 백인중심, 서구중심의 사고
육 기회를 경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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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비판적 다문화교육에 관한 개념적 논의
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됨
- 학교에서 서구, 백인중심의 지식이 어떻게 거대 담
론으로 생산되고 정당화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해
야 함
- 배제되었던 소수 집단의 목소리로 그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재현하도록 유도해야 함
- 기존의 법, 관습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실천하고는 전환적인 시민의 양성이 목적

학교의 재구조화

록 학교 문화와 조직
을 재구조화하는 교
육개혁운동

Giroux
(1993)

- 포스트모더니즘이론에 영향을 받아 지식과 권력의
규명에 힘씀
- 학교와 교실에 구조
- 문화, 지식규정, 의미와 실천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음
화된 규칙, 가치, 신
- 주류 집단 중심의 준거에 의해 사회와 학교는 차별
념에 대해 규명되어
적인 권력 관계를 내포함
야함
-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 계층이 재생산됨
- 평등한 기회가 보장
- 이성과 합리성, 언어에 대한 해체적인 노력이 필요
되어야 함
하며, 합리성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비판적 인
식을 통해 규명해야 함

Ladson
-Billings
(2003)

- 다문화교육은 타자가 가진 문화와 그에 대한 이해
에서 벗어나야 함
- 인간의 문화와 문화적 실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가 되어야 함
- 평등한 기회의 보장,
- 인종차별, 빈곤, 억압 등에 관한 비판적 인식이 이루
교육 평등의 증진을
어져 함. 소수집단의 문화를 기념적으로 다루는 경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피상적 지식을 제공하는 수준임
- 문화와 지식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지식에 내재
한 차별, 권력 개입에 관한 비판적 인식이 요구됨

McLaren
(1995)

- 인종, 계급, 민족, 성은 기호와 의미에 대한 사회적
투쟁의 결과로 인식
- 지식과 의미의 발생은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관계
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됨
- 비판적 시각으로 후기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차원에 - 학교교육이 변화되고
서의 교육적 논의
재구조화되어야 함
- 역사적 맥락은 무시한 채 보편적 가치를 관념적으
로 가르치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실천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정치적 성향은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함

Nieto
(2010)

-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는
총체적인 교육개혁 운동
-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 자신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이 요구됨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
- 사회문화이론의 관점에서 언어와 문화, 리터러시가
교개혁과정
개인에게 갖는 의미를 찾아야 함
- 권력, 사회적 실천, 헤게모니, 정체성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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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다문화교육에 관한 앞 선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네 가지로 요
약된다. 첫째는 포스트모더니즘, 탈구조주의 등 비판 이론과 관련하여 지식, 권
력, 담론, 탈식민성, 문화, 언어 등을 논의의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 둘째는 비
판적 인식에 관한 지향이다. 이는 차별과 편견, 자신의 경험, 후기 제국주의적
인식 등이 비판의 대상이다. 셋째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적 태도 강조로 요약된
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재구조화될 필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다문화교육에 관한 반성과 인식 및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목표, 개념, 내용의 관점에서 재정립해 볼 수 있다. 다문
화교육은 학교와 교육과정, 교실, 교사 등을 포함하는 제도와 시스템 등 구조에
깊이 관련한다(Nieto, Bode, 2008).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보다 확장적 논의를 통
해 학생의 역량에 관한 교육 목표와 구조적인 차원에서 방법적 논의를 구현하
고자 한다.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첫째, 비판적 인식과 사회적 실천력을 키우는 교육이다.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
다문화교육이 사회적 정의 실천적 태도 함양(모경환, 2009; 주재홍, 김영천,
2014; Banks, 2007; Bennett, 2004)이라는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비판적 인식과 사회적 실천력을 키우는 교육은 비판적 다문화교육과 관련하
는 역량적 측면을 의미한다. 비판적 인식과 사회적 실천력의 증진은 정의롭고
평등한 다문화사회를 구축에 꼭 필요한 교육적 대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비
판적 인식의 하위 내용 요소는 3가지로 구분된다. 차별과 편견의 감소, 자신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비판과 성찰, 지식에 관한 비판적 인식이 그 내용이다. 지
식에 관한 비판적 인식은 Banks(2007)의 다문화교육 다섯 가지 차원에서 ‘지식
구성의 과정’과 동일한 맥락이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은 변혁적 측면과 관련한다. 변혁의
관점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수업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변혁, 공간과 시스템으
로서 의미를 가진 교실의 개혁을 위한 구조의 변혁, 교사와 학생을 어떻게 바
라볼 것인가, 교사는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가와 관련하는 패러다임의
변혁이다. 사회적 정의 실천적 태도 함양을 목표로 하는 비판적 다문화교육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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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의의 실천 태도 함양

[그림 1]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의미(장진혜, 2017)

2.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내용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교육적 맥락은 다문화주의 패러다임 변혁에 따라 다문
화교육에 관한 개혁과 비판적 논의를 수용한다. 주류 학생의 학업 성취가 상대
적으로 수월한 학교 교육의 방향은 정당한 것인가? 비주류 문화에 속하는 학생
들은 주류 문화에 속하는 학생과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기대 받고 있는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공평하게 성공적인 학업 성
취를 위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교
육과정을 포함하는 학교의 혁신이 요청된다.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학교의 이상
과 목표에 관한 기본적인 재검토와 관련을 가지며,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교육
의 재개념화이다. 다음은 사회적 정의의 실천적 태도 함양을 목표로 하는 비판
적 다문화교육은 어떤 측면의 논의가 포함되는지 살펴보자.

1) 비판적 인식의 증진
교육이 중립적인가라는 질문은 교육의 기반이 평등과 공정에 있지 않다는 가
능성을 전제한다. 전형적 학교 담론과 학습의 함의는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하
다는 이상에 대한 지지였다. 하지만 실제는 이상과 괴리를 드러내었고, 중립적
이지 않았으며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Apple & King, 1977;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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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Cherryholmes, 1998; Freire, 1983; McLaren, 1993).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권력이 개입하는 양상은 첨예하고 복합적이다.
우선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러하다. Banks(2008)는 지식구성과정이라는 용
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교육에서의 권력 양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지식구성 과
정은 지식을 창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특정 학
문의 암묵적이고 문화적인 가정과 준거틀, 관점, 편견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와 관련한다. 지식은 특정한 가치관과 권력의 논리를 포함하는 사회적 구
성물(Code, 1991)이라는 설명은 지식 구성 과정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설
명이다. 학생들이 교재를 통해 접하는 교육 내용은 기존의 권력이 허용한 지식
으로 국한된다. 학교와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회피하는 교육과정은 정
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Shor, 1992).
비판적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비판적’은 비판 이론에 근거하고 인간의 사회
적, 의식화 과정을 고려한다. 비판적 이론은 사회적 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성을 파악함으로써, 그 힘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가에 관한 자아 성찰을 촉진한다. 비판적 인식은 자아인식과 힘, 헤게모니의 이
해 관계에 따른 세계의 운용에 관한 이해와 관점을 재정립하는 능력이다. 이에
비판적 다문화교육 연구자들은 교육에 관한 ‘초월적 기의(Derrida, 1981)’ 즉, 학
교라는 구조 속에 내재한 교사, 교과서, 학생, 교육적 성취, 교육목표, 문해력,
수월성 등과 같은 사회적 약호에 관한 추상적인 의미와 규칙은 허구라고 주장
했다. 모든 학생은 공평하고 민주적인 학교에서 절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
서의 내용을 충실히 학습함으로써 교육적 성취를 이룬다는 텍스트의 허구를 인
식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는 흔히 그것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는 Derrida(1972)
의 관점, 텍스트의 허구성에 관한 해체가 요청된다.
푸코의 논리와 비판적 구성주의, 비판 이론의 주장에 비추어 보듯 비판적 다
문화교육은 지식, 권력, 구조와 시스템에 관해 보다 비판적 인식을 견지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비주류 학생이 비관적인 자신의 상황을 영구적이고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 관심을 두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형성된다는 의미와 지식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거나 방치된 권력 부여와 힘의 논리를 이
해하고 비판하도록 돕는 것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인식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Freire, 1983). Shor(1992)는 학교와 사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회피하는 교육과
정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펼친 바 있다. 학생들은 세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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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판적인 사상가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의 구조적 불평
등과 인종이나 계층, 언어, 성에 대한 차별, 혹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당함 등
에 대해 질문하고 비판하기(Billings, 1994)는 비판적 다문화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비판적 인식을 키우는 교육으로서의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차
별과 편견의 감소,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비판, 지식에 대한 비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1) 차별과 편견의 감소
차별과 편견에 관한 감소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적 태도와 깊은 관련을 가진
다. 차별과 편견적 인식은 니체의 인식을 빌어 표현하면 대중이 상호 참조를
통해 같아지려는 무지함의 표출이다(Nietzsche, 2002). 인간의 만남은 문화 충돌
이다. 문화 충돌 상황에 이르면 인간은 상호 참조를 통해 조절과 동화를 거듭
하면서 문화공동체를 구성한다. 문화공동체 내부는 일련의 문화적 동화가 인정
한 수준에 도달한 개체만을 수용한다. 문화적 동화를 거부하거나 동화가 불가
능한 경우 터부로 결정되며 배타적 존재가 된다. 동떨어진 개체는 공동체에 속
한 개체로부터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강인애, 2012; 문미숙, 박창언, 2009; 강인애, 장진혜, 2009;
주재홍, 김영천, 2013). 타인종 집단에 대해 보다 긍정적 감정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그 관점의 예이다. 이미지의 지속
적인 등장, 협동학습에 참여가 그 장치이다.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감
소를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수법은 어떻게 하면 소수의 시각을 통해 세
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Banks, 2008).

(2)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비판
비판적 인식은 사회 문제와 더불어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비판
적 사고와 성찰로 나아가야 한다. 타인에 관한, 사회에 관한 비판적 인식만 무
성한 경우, 비판이 구호에만 머물 수 있다는 비판적 페다고지를 포함하는 비판
적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McLaren, 1995). 또한 이러한 학습자의 자
신에 관한 비판적 이해 연습이야말로 삶에의 변화와 사회적 정의의 실천을 이
끌 수 있는 출발이다(Freire. 2000).
자신의 비판과 성찰은 비주류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주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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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문화와 행동을 분석할 때 비주류 학생을 중심에 두고 행동을 그들의 관점
에서 바라보는 것, 그들의 관점에서 판단해 보는 경험을 가지지 않는다면 제대
로 된 이해와 자신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명료한 관점 확보가 필요하다. 자신의 경험과 인
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자신은 어디에 속한 사
람인지 위치성에 관한 분석이 우선해야 한다.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 사용자에 관한 참조를 통해 빠르게 동화하려고 노
력한다. 사투리를 사용하던 학생이 얼마가지 않아 표준어를 구사하는 현상도
문화적 동화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외부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인종적 소수로
교실의 일원이 된 학생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정체성과 관련하여 하인즈 워드와 같이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마이너리티 신화의 활용에서 벗어나야 한다(양영자, 2014). 학교에
서 일부 성공적인 성취를 보이는 소수 학생들을 표본화하여 추켜세우고 다른 학
생들의 모범적 사례로 활용하는 경우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고립되는 현상에 놓여진다. 이러한 마이너리티 신화의 활용은
성공이라는 허구적 약호를 활용하여 국가의 허용성을 홍보하거나 혹은 시스템이
나 구조에 순종적인 개체가 될 것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Cherryholmes, 1988).
다문화가정 학생이 느끼는 혼종성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이 가능할까? 주류에
동화되거나 문화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Nieto, 2010). 두
가지 언어를 공유해야 하고, 차이를 견뎌야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고통에
교사는 깨어있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직접 대면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편견, 부당함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질문이 가능할 때
한 개인은 정체성에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Erikson, 1990).

(3) 지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
지식의 구성 과정에 관여하는 정치적, 사회적 권력에 의해 재단되고, 편집되
는 교실과 학습의 상황을 학습자가 비판적으로 인지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학생은 지식이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변형과 왜곡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삭제되고 생략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지식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Cherryholmes, 1998; Freire, 1983). 따라서 교재에 활자화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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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위에 굴복하기 보다는 지식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
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의 논의는 학교 교육을 통해 이전에 다루어
지지 않았다.
세계는 인종, 민족, 젠더, 장애, 사회 계층과 관련하여 가시적이거나 혹은 교
묘한 부정의와 불평등이 내재한 문제를 안고 있다(정우탁, 2015). 하지만 기존
권력은 사회가 제공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하고 인식
할 것만을 허용한다(Foucault, 1980a).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지식에 관한 이해를 획득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
지며 비판하고, 정의를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적 행위이다. 지식은 숙고의 도구
이며, 다문화적 소양의 핵심이다. 또한 비판적 인식에 기반한 철저한 지식 탐구
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사회 변화에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2) 사회적 참여의 실천
학교 교육의 핵심 목적은 유순하고 순종적인 개체로서의 사회 구성원을 키우
는 것이 아니다. 학교 교육의 의미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을 잘 가르
친다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존중하며 자신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주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다(Nieto, Bode, 2007). 사려 깊고 실천
력을 가진 적극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실은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되는 장(場)이 되
어야 한다.
학습은 지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창조하는 것이며, 학습자는 주
체적

행위자이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은행식

교육’이라고

비판한

Freire(2000)는 교육 현장에 비판적 페다고지는 제안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
교육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크푸르트학파, 탈구조주의이론, 페미니즘 등 다양한 비판적 이론에 영향
을 받은 Freire의 비판적 페다고지는 기존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기득권자와 지배집단이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학교 교육을 이용하고 있
다고 비판했다(MaLaren, 1995). 이런 의미와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 교육은 ‘비판적 인식’ 과 의식화를 통한 ‘실천(praxis)’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비판적 인식은 학습자가 억압받는 현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
실이 고착화되어 자신의 삶을 억압하도록 만드는 원인과 이와 관련한 배경을
고찰하는 이해력과 날카로운 고찰 능력을 의미한다(정우탁, 2015; Freir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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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위가 학습에 우선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사회적 경험, 즉 문화적 행
위를 반성과 성찰 혹은 비판과 연계하여 학습을 통해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
실천을 통한 상황의 개조를 경험하게 하는 순환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Freire의
비판적 페다고지나 Banks(2007)와 Benette(2004)에 의한 다문화 교육과정 변혁
에서 사회적 행동,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학습자에게 어떤 유효
한 실천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Ⅳ. 학교 혁신
다문화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고 확장적 논의를 펼치기 위해 본 연구는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제안하였다.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비판적 다문화주의 패
러다임에 근거하며, 다분히 철학적인 관점을 내포하는 비판 이론을 기반으로
어떻게 학교 문화를 혁신할 것인가(박민정, 2012; Nieto, 2004)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은 구조와 관련한 변혁
적 논의이다. 교실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가? 교사는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하는가?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방
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는가? 학생들은 자신을 다른 학생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낮은 지위의 정체성’을 가진 학생의 학습이 교실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교육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학습 실패는 지능, 동기, 자아효
능감이 부족하여 발생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Kohl, 1995). Carol Locust(1988)
의 표현에 따르면 학습 실패를 경험하는 학생은 ‘상처받은 영혼’으로 학생 자신
의 통합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부터 배우는 자이다.
모든 학생의 성취가 보장된 교실은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관점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학습을 시작하는가이다. 시
작이 불평등하다면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교실에서 학생 교육에 대한 전권을 가진 교사의 사회적 실재에
부합하는 실천 중 최우선이다. 교사는 자신이 학생의 학습에 얼마나 크고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Nieto, 2010).
따라서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Banks, 2007), 교육평
등의 증진(Ladson-Billings & Gillborn, 2004)을 포함하는 방식을 통해 모든 학
생의 학업 성취를 고르게 독려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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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으로서의 교육과정, 구조와 시스템으로서의 교실, 교육과정과 구조의 변혁과
관련한 학생과 교사의 패러다임이 비판적 고찰의 대상이다. 어떤 방향으로 각각
의 요소와 요인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1. 교육과정의 변혁
문화는 변증법적이며, 역동적이고 항상 변하고 움직인다(Nieto, 2010). 문화의
고유한 맥락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환경 속에서 변형되고 새롭게 해석된다.
교류가 있는 경우 더욱 역동적이다. 하지만 수업은 이러한 문화의 속성을 인정
하지 않는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허용하는 주류 문화만이 수업에서 논의와 체
험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비판은 없다. 이로 인해 주류 문화에 속하는 학습
자의 경우 언제나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익숙한 콘텐츠를 다룸으로써 학업 성취
에 유리하다(Banks, 2008; Bennet, Bennett, 2004).
비주류 학생의 경우 주류 문화 중심적 교육 과정 속에서 생소함과 난해함으
로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느낀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부진 요인을 찾는
과정에서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진과 문화 결핍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박민정, 2014). Apple(2000)은 소수 집단 학생의 학습 부진은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anks(2008)는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편견을 초래하는 주류 지향적 교육과정
에 대한 도전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교육과정의 변혁은
크게 부가(infusion)와 변혁(transformation)으로 구분된다(Banks, 2007). 부가
적으로 내용 요소를 부가하는 경우 학생들은 전통적인 개념 틀에 근거하여 비
주류, 소수집단을 바라보게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나장함, 2010).
교육과정 변혁은 규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실천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믿
음과 함께 비판적 다문화 역량의 증진을 위한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이
기도 하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한계를 드러낸다(나장함, 2010; 강인애, 장진혜,
2009).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실천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범교과 영역에
서 선택 가능한 변방적 교육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다
문화교육이 국제이해교육이나 한민족중심주의, 다문화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개념적 틀을 깨야한다(박민정, 2014). 보수적 다문화주의를 극복해야 한
다. 비판적 다문화교육에 관한 의미의 실행을 위해 학교 교육이 변화되고 재구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연구자들의 연구와 학교의 교육적 실천에서 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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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Nieto, 2010; Sleeter & Grant, 1997). 따라서 비판적 다문화교육이 진
정한 의미와 목적에 의거하여 실천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개념이 실
천하는 교사들에 의해 새롭게 정립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이 변혁될 필요가
있다.
주류교육과정의 지배력은 불완전하고 덜 견고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화하는 불공정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Apple, 2000).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집단의 경험이 포함되어야하며, 비주류 학생이 가진 문화적, 계층적 실재가
반영되어야 한다. Banks(2002)는 교육과정의 변혁을 다음과 같이 수준별로 제
안하였다.

출처 : Banks(2008), p.70

[그림 2] 교육과정 변혁 수준

비주류학생의 수업 참여에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수
업 혁신이 요구된다. 다문화학생을 포함하는 비주류 학생의 공평한 학업적 성취
는 교육과정의 변혁적 접근을 통해서 가능하다(Banks, 2002; Bennet, Bennett,
2004).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비판적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는지, 왜 계층적 불평등이 지
속화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스스로
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학교 구조와 시스템과 첨예하게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혁신은 비주류 학생의 문화적
맥락을 학습에 활용함을 의미한다(McLaren, 1995). 주류 중심의 교육 내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계층적, 사회적 맥락을 활용함으로써 비주류 학생
의 학업이 애초부터 불평등하게 설계되는 현상을 소거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사회적 행동 접근에 의한 제 4수준의 변혁은 시민의 실천적 행위(agents)와
관련을 가진다. 이는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주창한 프랑스 학자 알튀세르
(Louis Althusser)의 ‘실천의 우위성(primacy of practice)’를 통해서도 그 의미
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적 실재의 본질은 실천에 있다고 알튀세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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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최상의 변혁에 둔 Banks(2002)의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해
석된다. 결국 Freire(2000)가 비판적 페다고지를 통해 ‘실천성(praxis)’의 확보에
교육의 의미를 두려고 한 것과 동일한 강조이다. 우리 교육은 학생의 실천과
기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실천보다는 피동적인 수용자로
서 지식을 소비하는 존재로 교사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로써 교육이 현실의 변
화와 혁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학생의 실천성은 이런 의미
에서 비판적 다문화교육에서 최상으로 다루어야 하며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
을 위한 목표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교육과정 변혁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은 교사의 인식 변화이다. 교사는 교육
의 본질적 접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주류 중심의 가치관을 가
지고, 비주류 문화를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박탈된 문화로 인식
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박민정, 2010).

2. 구조와 공간의 변혁
우리 사회는 중립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연구자들(김영천, 1996; Apple &
King, 1977; Banks, 2004; Freire, 1983; Giroux, 1983)의 인식을 그대로 재현하
는 곳이 교실이라면 어떠한가? 교실은 학습 공동체인가? 공유와 반성적인 학습
환경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가? 교실은 다문화적 공간이다. 다양한 문화 집합
체로서 개별적 의미를 가지는 학생들이 모였다는 점이 이를 설명한다. 민주주
의를 교육하기 위한 학습 공간으로써 교실은 민주적이어야 한다(Banks, 2002)
는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다문화교육의 공간으로써 교실은 반성이 요구된다.
모든 학생들은 다양성이 확장되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하고 타
당한 지식, 태도, 행동을 교실에서 습득해야 한다(모경환, 2009; Banks, 2007).
학생들이 유입되는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타인의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비판적 다문화교
육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런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목표 지향적 측면에 비추어 우리 교실은 어떠한
가?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 타인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유연한 인식과 수용성
의 획득, 정의와 평등에 대한 가치의 실천에 적합한 교육적 장소인가? 교실을
비판적 담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우리의 교실은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주장한 실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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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field)의 개념에 비추어 설명 가능하다. 교실이라는 장(場)의 행위 주체인 학
생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우위의 성적’이다. 교실의 장에서 성적은 정당성을 확
보하는 수단이다. 성적에 따라 층위와 수준이 형성되는 것이다. 층위에 따라 목
소리가 가진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교실에서 생존력을 가지는 지식은 높은 층
위를 지배하는 학생의 것이다. 이러한 암묵적 지배의 틀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관념이 교실에 실재한다. 우리의 교실은 이런 방식으로 사회 구성체 개념을 형
성한다. 낮은 성적으로 낮은 층위를 형성한 학생의 목소리는 소외되거나 존재
하지 않는다(Freire, 1983; Giroux, 1983). 교실은 이런 의미에서 평등하지 않다.
Bourdieu(1986)의 분류에 따르면 교실에서의 교육은 문화자본으로 구분된다.
문화자본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획득하도록 돕는 지식이나 교양, 기술과
교육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자본은 아비투스(habitus) 형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데 아비투스는 후천적으로 학습됨으로써 영속성을 가진 특정한 방식의
지각과 사유 그리고 행동으로 체화된 성향으로 설명되고 있다(Bourdieu, 2005).
그렇다면 교실과 아비투스의 관련은 무엇인가? 적어도 교실은 아비투스를 재
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실은 평등이 전제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계급에 구분 없이 문화 자본인 교육의 성취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구성체로서 교실은 학생들의 계층이 형성된 공간인가? 학생 스스로 자
신의 교실 속 계층을 인식하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층을 인정하
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기존의 교실에 존재했던 초월적 기의(Derrida, 1981)
에 대한 도전이다. 교실이 가지는 초월적 기의는 해체되어야 한다. 학생이 속한
계층이 교실 속 계층으로 재현되거나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주류 중심적 교육
과정으로 인해 학업의 성취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주류 학생이 높은 층위를 점
함으로써 낮은 층위를 형성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비주류 문화에 속한 학생
위에 군림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Banks, 2002; Bennet, Bennett, 2004).
공평한 기회 속에서 이루어진 공평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
제는 상위 계층의 학생이나 낮은 층위의 학생이 부지불식간에 아비투스
(Bourdieu, 2005)를 체화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적 현상이 교실
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비판적 다문화교육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
실이 아비투스(Bourdieu, 2005)가 작동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교사는 깨어있어
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는 핵심적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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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혁신의 방향성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혁신적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구조라는 변혁적 요소가
패러다임 변혁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교사와 학생의 패러다임 변화가 수
업과 교실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 실천되어야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학교
혁신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첫째, 학습은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연습하는 과정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정훈, 2009; Freire. 2000). 따라서 수업 설계 시 학생의 일상생
활에서의 경험이나 실제적 맥락에 근거한 내용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인 맥락성에 근거한 학습 내용을 활용하는 관점과 더불어 교사
와 학생에 대한 인식,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교
사와 학생은 배움과 앎의 과정에서 소통하고 만나고 상호 돕는 창조자이다. 따
라서 교사와 학생은 상호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학습자 자신이 스
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교사는 도움자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우탁, 2015; Freire, 2000; Freire, Macedo, 1995).
셋째, 비판적 인식과 실천력을 키우기 위한 비판적 다문화교육 실천을 위해
교사는 자신과 학생에 대해 변혁적 사고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나는 누구인가,
학생은 누구인가, 학생은 학습을 통해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교사와 학생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질문(Habermas, 1979) 위에서 교수와 학습
을 유지해야 한다. 교사는 지속적 질문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Freire, 2000).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을
설계할 때 교사는 어떤 관점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변혁하고 패러다임을 변화
시켜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혁신의 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교사가 학생과 수업, 교실에 대해 어떤 질문을 통해 혁신의 관점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는 앞 선 교육과정
과 구조의 변혁과 관련한 연구자들(정우탁, 2015; Banks, 2002; Bourdieu, 1986;
Freire, 2000; Habermas, 1979; Nieto, 2010)의 연구를 논의 과정에서 발견되고,
추론 가능한 질문들을 추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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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생, 수업, 교실에 관한 교사 패러다임 변혁의 관점
구분

교사의 관점
학생을 수업의 창조자와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가?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동등하게 지니는가?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 태도와 배려로 대하는가?

학생

학생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현하도록 돕는가?
모든 학생 학생의 지위가 교실에서 동등하게 확보되도록 구조적으로 개입하는가?
교사는 학생들의 언어(서툰 한국어나 방언)을 존중하는가?
질문과 대화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가?
비주류 학생들에게 언어적 비언적 형태의 긍정적 격려를 제공하는가
다양한 문화 집단의 경험, 문화,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는가?
교사가 사용하는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태도에 부합하는가?
다양한 민족, 인종의 모습이 긍정적, 현실적 이미지로 교재에 일관되게 활용하는가?
교과서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 사건, 상황, 개념을 반영하는가?

수업

다양한 출신 학생들을 그룹으로 조직화하여 협동학습활동에 참여시키는가?
다양한 학생들이 평등한 지위로 협력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함께 하는 간접경험(영화, 비디오, 책, 사진 등)에 참여시키는 기회가 제공되는가?
교과서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비판적 인식에 의거한 실천적 경험이 제공되는가?
평가는 학생들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가?
교실은 민주적인 학습 공간인가?

교실

교실 환경은 주류 지향적이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평등하게 제공되는가?
아비투스를 재현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가?
잠재적 교육과정은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가?

이러한 질문과 성찰은 교실에서의 교육과정 변혁과 교사와 학생에 대한 패러
다임 변화에 동기가 될 것이다. 또한 비판적 인식과 실천력을 키우기 위한 다
문화 수업에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 역시 자신이 지닌 문제, 자신이 속한
사회가 지닌 문제들과 직면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교사 자신도 시민적
행위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동반자로서의 교사이
다. 교사는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학교 혁신의 방향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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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다름에 대한 혐오의 증가,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과 역차별 논란,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편견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일반 가정 학
생과 구분하고 대척점에 위치시키고,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어야 할 존재로
대상화시킴으로써 ‘그들’로 구분되는데 기인한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은 문화적
결핍의 상태로 인해 학업이 부진하고 적응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패러다임의 오
류도 문제이다.
동화주의 관점이나 문화적 박탈의 패러다임은 다문화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
육부와 교육청의 정책 구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교
사들의 인식에도 관련한다. 주류 중심의 교육적 관점과 현상은 학습자의 정체
성 형성과 문화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학생은 어떻게 하면
주류에 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거나 혹은 거듭된 실패
로 낙심하고 낙오한다. 이로 인해 교실은 주류와 동일해지려는 욕구가 충만한
‘니체의 대중’을 만드는 양성소가 되었다. 비주류 문화는 주류 문화에 의해 주변
화되고 배척당한다. 이처럼 학습은 주류 중심의 문화 속에서 공정하지 못한 상
태에서 시작된다. 이는 교실에서의 불평등을 낳고 비판 없는 무조건적 수용자
혹은 무기력한 학습자를 양산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문
화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각각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였
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대면과 다문화교육의 문제에 관한 대
처, 대안적 교육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제안하였다. 비판
적 다문화교육은 비판적 담론의 수용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재개념화에 활로를
열고, 학교 혁신이 실천과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업은 가치중립적인가? 교사는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는가? 교실과 학교는
공동체인가? 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
해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비판적 다문화교육이다. 교육과 지식에 대한 논
의는 많은 연구자들(Anyon, 1988; Banks, 2007; Benette, 2007; Cherryholmes,
1998; Derrida, 1972; Foucault, 1980a; Freire, 1983; Giroux, 1983; McLaren,
1992)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과연

지식은

가치중립적인지(Foucault,

1980a),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지
(Hirsch, 1987),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를 위한 평등한 학습 조건을 학교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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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Anyon, 1988), 학생의 낮은 학업 성취는 낮은 지능과 결핍한 가정 문화
가 원인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McLaren, 1992), 교육과 관련하여
권력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지(Foucault, 1980a; Giroux, 1983) 등과 같이 첨예
하고 복합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학교 교육을 구성하는 수업, 학생, 교사, 교실과 학교 등에 대해 기존의 개념
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문화이론가들의 인식(Cherryholmes, 1998; Derrida,
1972; Foucault, 1972; Habermas, 1979; Nieto, 2004)은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통
해 수렴되고 있다. 교육에 대해 보편적이고 총괄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시각이
나 관점은 없다. 하지만 권력과 특권,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혹은 지배하는 교
실(Freire, 1983)에서의 학습과 지식에 관한 실재적 논의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적극적 대면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다문화교
육의 미래 지향으로 비판적 다문화교육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
수업, 교실이 교사의 관점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학교 혁신의 방향
을 제시하고 하였다. 비판적 다문화교육은 학교 구조의 변혁을 요구한다. 학교
교육의 재구조화는 다문화교육을 실행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
어야 한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의 실천은 학교 현장을 고려할 때 그 실천에 한계가 많다.
시수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 영
역에서 다루어졌던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과목과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장진혜, 2008). 현재 진로, 안전,
인성과 같은 교육 요소는 학교 교육에서 교과목과의 통합적 접근으로 일정 수
준 이상의 수업 시수가 확보되어 있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에 관한 필요성의 확
보가 교사와 교육 행정가의 인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
수 편성과 더불어 교과 수업의 재구성을 통한 시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대부분 소수 집단, 즉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
로그램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주류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일선 학교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교육과정이나 교사의 패러다임 변혁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교 담당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온적 대응의 결과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수행하는

교사가

문화적

중재자,

간(間)

문화성

(inter-culturality)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교사도 학습자다. 교사의 실천적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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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는 현재 비판적 다문화교육이 요구하는 비판적 인
식과 성찰을 활용한 교수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경험이 있어야 발현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연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교사가 비판적 인식과
성찰의 경험이 가능한 교사 연수 방법의 전환이 요청된다.
또 교사에게 집단적 성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성찰의 주제는 비판적 다문
화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왜 비판적 다문화교육이 요청
되는지, 왜 학교가 혁신되어야 하는지 등 교사 스스로 자신의 실천과 경험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사회적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교사를 몰아붙이는 식이
나 경쟁적인 성과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형식으로는 불
가능하다. 구조에 대한 반성이 우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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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and School Innovation

Jang, Jin-Hye(Kyungsoo Elementary School)

Is the class value-neutral? Does the teacher treat students equally? Is
classroom and school a community? Does education contribute to
student growth and social justice? Cri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is
what actively faces these questions. Despite steady research and
practic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has not been able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dislike of the difference, the rejection of the
term "multiculturalism", the controversy over counter-discrimination,
and the prejudice of education targeting multicultural students. Cri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tried to expand the discussion beyond the
previous multicultural education by accepting critical perspectives.
Cri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aims to cultivate the attitude of social
justice, and it has the meaning of education that raises critical
awareness and ability into practice, and education that provides
equitable opportunities. For this practice, we suggested the direction of
school innovation to see how instructions, students, and classrooms
should be changed in relation to teachers' perspectives.
Key Words: Cri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Critical Discourse, Equal

Learning, School Inno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