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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한 등학교 수학과 학습
자료의 개발과 용

강 정 이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수학교육 공

지도교수 김 해 규

본 연구는 학생들이 다양한 민족,인종,문화에 해 개방 이고 수용 인 태

도를 기르고 다문화 사회에 올바르게 응할 수 있도록 수학 교육과정에 문화

의 다양성을 하게 반 하여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용하여 학생들의 다문

화에 한 인식의 변화 조사를 통한 효과 검증을 하여 수학시간에 실질 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등학교 3학년 수학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내용의 문화 간 이해,다양성,

평등성의 내용을 포함시켜 6차시의 수학과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

하 다.학습 자료는 수학 익힘책의 이야기 마당 자료에 민족지학 수학과 다

문화 내용을 반 하여 고안하 다.

그리고 등학교 3학년 1개 반 학생 33명을 상으로 하여 수학과 다문화 이

해 교육 학습 자료를 용하기 과 후의 다문화에 한 인식,다문화에 한

편견과 수학 시간의 인식 변화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후 집단별 인식의 차

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하여 SPSS12.0패키지를 이용하여 t-test를 실시

하 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학교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한 후 다문화 인식이 99%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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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다문화에 한 편견도 99%

신뢰구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게 나타나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 개발이 정 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등학교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수학 교과 시간에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 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학생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 해

개방 이고 수용 인 태도를 기르게 하 으며 장의 수학 교사들에게도 실질

인 도움을 것이다.

주요어 :다문화교육,다문화 이해 교육,다문화 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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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정규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2010년 4월 기 30,04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등학생

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2009년 비

21.4%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특히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한 황은 악되나,체류문제와 신분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취학연령 아동에 한 조사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황 악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인구학

인 격변을 겪으며 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갑작스런 다

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교육 차원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자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교육정책은 차 다문화교육에 한 논의를 활발

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주인,창의인,문

화인,세계인을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며 "문화 소양과

다원 가치에 한 이해","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

을 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 별 다문화교육 자료집을 제작,보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

정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시범 운 토록 하 다.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한 맞춤형 교육 방안(2010)을 발표하여 다문화학생의

문화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제안하 다.학교 장에서도 문화

으로 다원화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2007년부터 교

육 지원이 가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 달(2007)은 다문화교육을 특정 교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과정의 개 을 넘어 학교교육의 재구조화를 필요로 한다

고 하 다.김용신(2009) 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와 역을 다

문화 국면으로 조망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면 한국사회에 도래한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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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한 이해와 응,비 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 다.이는 학교 장의

모든 교과 교육과 잠재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이 정 이고 안

정 인 미래 다문화사회로의 출발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재 학교

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내용과 련이 있고 쉽게 목 시

킬 수 있는 일부 과목(도덕,사회,국어, 체능)과 특정 시간(재량활동,특별활

동) 심으로 련 교육자료 개발과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용환(2008)은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혹은 근으로 다루기보다 내

용이나 분담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음을 지 하며 특정교과,특정교사가 별도로

맡아서 할 교육이 아니라 어느 계열의 교과라도 다문화 ,비교 문화 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한 조용환은 다문화교육이란 모든 교과를 다문화교육

의 ,원리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 다.그리고 송지

연(2009)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랑(2008)은 ‘제7차 등학교 교육과정에 반 된 다문

화교육 내용 분석’에서 1학년부터 6학년 교육과정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는

다문화교육과 련된 목표와 내용이 모든 학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했다.이 듯 수학과에서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소하

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2011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다문화 련 석․박사

논문은 2090건으로 이 수학 련 논문은 송혜은(2008)의 ‘다문화가정 자녀들

의 수학 학습 성취도 실태 조사: 등학교 4,5,6학년을 상으로’,김청명

(2009)의 ‘탈북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서 어려움과 수학화를 통한 함수의 이해’,

조이성(2010)의 ‘동화를 이용한 심상훈련이 농어 취약계층 유아의 수 개념 형

성에 미치는 효과’,정은진(2011)의 ‘다문화교육을 한 수학과 교수-학습과정안

개발과 효과 연구 : 문계 고등학교 1학년 사례 심으로’,박보 (2011)의 ‘수

학교과의 다문화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용의 가능성에 한 연구’,송륜진

(2011)의 ‘다문화 수학수업 개발 연구’이 여섯 편만 검색되어 이 분야의 연구

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이런 상의 원인은 수학이 고정불변의 지식을 달

하는 학문으로 문화를 월한 지식이라고 보는 때문이다.이러한 은

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유럽의 학문 수학이 데카르트 이분법에 기

한 이성주의 세계 의 산물이라는 에서 출발한다(주미경,2009).

장윤 (2009)은 다문화교육은 교과별 지원이 필요한 시 에서 국제 공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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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호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문화와 덜 련되어 보이는 수학교과에서 학생

의 근이 타 교과보다 용이할 뿐 만 아니라 기 학력 교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 으로 다문화 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론 공감과 개방 인 태

도 가운데 있다고 주장한다. 한 Woodrow(1989)는 수학 자체는 본질 으로

비문화 인 교과이지만 수학교육은 문화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정은실

2008,p62재인용).학습자에게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을 달하는 것은 학습자

가 사용 가능한 온유나 심상을 이용하여 시도해야만 하며,이러한 시도는 분명

히 학습자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그리고 Gerdes(1996)

에 의하면 민족수학자는 학생들로 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실을 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 자유로운 방식으로 수학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수학교육에 한 해석과 사회 비 을 지지한

다고 주장한다(정은실 2008,p64재인용). 한 주미경(2009)에 의하면 학문

수학이 오랜 시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을 유목하며 각 공동체의 사회 문화

필요와 인식론 규범을 통합하며 성장한 다문화 지식이라는 것이다. 한 수학

은 ‘화성’을 통하여 다문화교육 근이 가능하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

을 해서 여러 교수법을 이용하는 수학과의 다문화교육 로그램이 가능한 교

과이다.그러나 지 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수학과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사들이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로그램 개발과 련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그러므로 학생들이

다양한 민족,인종,문화에 해 개방 이고 수용 인 태도를 기르고 다문화사

회에 올바르게 응할 수 있도록 수학 교육과정에서 근하는 실제 인 수학과

의 다문화교육 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2.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등학교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용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등학교 수학교과를 한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는 어떻게 개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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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개발된 등학교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수학 수업에

용시켰을 때,학생들의 다문화에 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가?

3.용어의 정의

가.다문화 수학수업

다문화 수학수업은 수학교과에서 실천하는 다문화교육을 뜻하며 여러 민족

집단의 수학 유산인 민족수학,다양한 공동체의 거리수학,학생들의 다양한

배경 등을 활용한 다문화 자료와 내용을 수학교육에 용하여 다양한 문화를

정 으로 이해하고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지식․태도․기능 습득을 한 의

미 있는 교육이다.본 논문에 언 한 다문화 수학교육은 수학과의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을 목한 것으로 학습내용은 수학 내용과 다문화 지식과 가치

을 으로 하고 학생들의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가정에 한 정 인 인

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말한다.

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본 연구의 표집 상은 제주도 제주시 지역의 등학교 3학년을 연구자

가 임의로 선정하 기에 특정 지역,특정 학년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

둘째,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련 문헌과 선행 연구를 토

로 연구자가 임의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표 화된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제한 때문에 연구 결과를 체 등학생으로 일반화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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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다문화교육

가.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문화나 사고방식이 존재함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행동의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할 것

을 강조하는 교육이다.즉,다문화교육은 소수만을 한 특정 로그램이 아니

라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철학인 것이다

(김선정 외,2008,p.5.).이런 다문화교육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Banks(1992)는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문화,민족,성,그리고 사회계층과 학생

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고, 정 인 문화교류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행동

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요한 목표를 가진 과정으로 언 하고 있다.이러한 다

문화교육은 교육개 운동의 이념으로 교육기 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학생들에

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계없이 교육을 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하는 것이다(김수 ,2009,p.7에서 재인용).

한 Banks(2007)는 다문화교육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 다양성으로 인해 사

회가 풍요로워지며 시민들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도움을

다고 했다. 한 이런 다양성은 모든 시민들에게 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

부한 기회를 제공해 자아실 을 도와 다고 했다(모경환 외 역,2008).

은지용(2007)은 다문화교육에 해 다양한 민족,인종,계층,성별,지역 등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과 문화 차이에 의해 발

생되는 편견이나 갈등 문제에 해 극 으로 처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

는 교육이라 정의했다.

Nieto& Bode(2008)는 다문화교육이란 포 인 학교와 사회개 의 과정을

의미하고 모든 학생에 한 기본 교육에 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사회-정

치 으로 정의하 다.그들은 다문화교육을 사회,문화,정치 배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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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 다.첫째,다문화교육은 불평등에 항하고 평등한 교육을 도모하기 해

존재해야 한다.둘째,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높은 수

의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다문화교육에서 핵심 인 목표는 질 높은

학습임을 주지해야 한다.만약,학습이 다문화교육의 핵심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다면 평등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하여 제공하는 “좋은 것” 는 자아개념을

확립하기 한 교실 활동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하 다.셋째,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비 사고능력을 발달하도록 하여 민주사회의 역량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견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즉,다문화교육을 통해 다

원화된 민주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송륜진,2011,p.15에서 재인용).

장인실(2006)은 다문화교육은 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평등 계를 시하고 민족,사회 지 ,성별,

종교,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

식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한 편견을 이고 다양

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한 지식,태도,가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김선미(2008)는 다문화사회에서 시민들이 스스로의 자아정립과 삶의 방식,사

회 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문화에 한 올바른 이해

와 서로 다른 문화에 한 올바른 지식,가치,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에 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다문화교육이라고 하 다.

노선하(2004)는 다양한 사회 ,문화 배경을 지닌 아동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며,나아가 인

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장하며,사회의 편견이나 고정 념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하 다.

최충옥(2009)은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한 소

수의 ‘특정’ 로그램이 아니라,모든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

민으로 자신의 문화에 한 정체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문화와 인종에 해 이

해하려는 개방 인 태도를 갖도록 하여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 을 두는 교육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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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문화교육의 개념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

한 정 인 정체성 확립을 기 로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로

운 것으로 인식하는 지식,태도,가치 교육을 말한다.즉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

화에 한 편견을 없애고,다양한 문화 집단의 사람들과 상호 이해와 평등 계

를 시하는 것을 말한다.다문화 이해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문화 ,인종 ,

민족 ,성별,사회 계 의 특성에 계없이 그들의 사회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에 한 존 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궁극 으로 모든 문화

에 속한 아이들에게 동등한 치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서로의 문화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교류하며,존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다문화사회에 맞

게 행동하는 목표를 가지는 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다문화교육의 목표

다문화교육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문화 배경의 차이

에 따라 학생들이 리는 교육의 기회가 차등 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따라서

다양한 민족,인종,계층,문화 집단의 자녀들이 평등한 교육 환경 속에서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요한

목표이다.학자들마다 내리는 다문화교육에 한 다양한 정의만큼 다문화교육에

서 제시하는 목표들도 다양하다.

우선,Kendall(1983)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다섯 가지로 나 어 설명하 다.

첫째,아이들이 자신의 문화와 가치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문화와 가치도 존 할 수 있게 가르친다.둘째,다문화사회에서 성공 으로 살

아갈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셋째,인종주의 등에 의해 가장 향을 많

이 받는 유색인종의 아이들이 정 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다.넷째,문화 인 다양성과 인간으로서의 공통성을 모두 정 으로 경험하도

록 돕는다.다섯째,다문화 인 체의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독특한 역할을 맡

아 수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김선정 외,2008,p.6,재인용).

Ramsey(2004)는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포 으로 언 하면서 8가지 목표를 제

시하 다.첫째는 성,인종,문화,계층,개인의 정체성에 한 정 인 사고와

발달은 타집단에 한 교류를 인정하게 한다.둘째,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감



- 8 -

정이입,다른 집단 사람들과의 련성을 더 큰 사회의 일부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셋째,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방식에 한에 한 존경과 진정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넷째, 기 사회 계에서 타인에 한 개방과 흥

미,다른 사람을 포함시키려는 의지, 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한다.다섯째,

사회 실에 한 인식,사회 책임감,자신의 가족과 이웃에 한 수용 인 확

장된 개념을 발달시키도록 한다.여섯째,사회 상에 해 자발 ,비 인 분석

을 할 수 있도록 하고,활동할 힘을 부여한다.일곱째,개인이 가진 정체성,문화

지향성,언어 배경에 한 한 교육방법으로 사회의 참여자가 되기 한 교

육 ,사회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한다.여덟째,학교와 가족 간의 효율 이고

상호보완 인 계를 진시키도록 한다(정인선,2008,p.23,재인용).

Gay(1994)도 종합 이고 명확한 다문화교육의 목표설정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명확한 다문화교육 목표설정을 강조하 다.

첫째,윤리 ․문화 이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민족 집단

의 역사와 이들의 역사 ․사회 공헌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둘째,각 개인

에게 보다 향상된 자신에 한 이해, 정 인 자아개념,지신의 민족 집단에

한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셋째,태도와 가치의 명확화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한 편견과 문화 가치에 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고,넷째,다른

인종,민족,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효과 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통해 다문화사회 응력을 배운다.다섯째,다양한 민족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기 기능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여섯째,모든 학생들

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우선 으로 부여하고,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습유형과 의사결정을 존 하며,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포 할 수 있

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일곱째,사회개 을 한 능력은 궁극 으로 사회의

축소 으로서의 학교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아고 볼 수 있다(최윤정,

2009,p.12,재인용).

다문화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 인 목표는 교육이 실시되는 환경,맥락,

상,학습자,지향 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Bennett(2009)이 제시

한 다음과 같은 6가지 목표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첫째,다양한 역사 의 발 이다.다양한 역사 은 지식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것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민족,집단의 유산과 공헌에 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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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는 민족 집단들 문화권, 는 국가 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한 다양한 해석들을 포함한다.

둘째,문화 의식의 강화이다.문화 의식은 개인 인 차원에서의 인식

는 인지를 가리킨다.개인 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포 으로 공유되지 않은 세

계 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국가와 민족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유

지되는 인식과 매우 다르다.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와 인종 집단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를 지각 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문화 간 소통능력(cross-culturalcompetence)을 강화하는 것이다.문화

간 소통 능력 이란 언어,표시,몸짓과 같이 의도된 의사소통 방식,신체 언어와

같이 무의식 인 표시,자신의 것과는 다른 문화에서 나타나는 례 등을 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 목표가 의도하는 것은 다른 문화에 감정이입할 수 있

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항하는 것

이다.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

은 성별에 한 편향된 의식에 기반을 둔 부정 인 태도 행동을 이고 나와

다른 문화에 가지는 오해를 이는 것이다.즉,성,다른 인종,소수 인종 집단

과 련된 사회 편견과 고정 념을 없애는 것이다.여러 사회에 존재하는 개

인 ,제도 ,문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해 역사 시 인

인식에 기반을 두어 차별에 항하는 행동을 증진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구 조건과 역동에 한 인식 증진이다.이는 세계의 상황,경

향,발 모습 등에 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세계에 한 지식은

유기 인 생태계와 같은 지구 맥락 속에서 세계를 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사회 행동 기능 함양이다.사회 행동 기능은 지구의 미래와 인류

의 안락한 생활에 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태도,행동을 포

함한다. 지구 으로 생각하고 지역 으로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궁극 으

로 학생들이 사회의 성인으로서 참여 성향을 가지고 개인 역량,정치 효능

감,세계 의무감을 발달시키는 데에 있다. 다른 강조 으로 소수 집단과

주류 집단이 민주 차를 통해 모두 변화의 진자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Banks(2008)는 6가지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첫째,다른 문화의

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킨다.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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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해와 지식을 통한 각 문화에 한 존 을 추구한다.

둘째,학생들에게 문화 ․민족 ․언어 안들을 가르치는 것이다.주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에 해서만 가르침으로써 학교는 소수 민족의 다양

한 음악,문화,가치 ,생활방식, 의 풍부함에 해 가르치지 않는 우를 범

하고 있다.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 백인 심 교육과정은 유색 인종 학생들

로 하여 학교 문화를 이고 이질 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부정 인 향

을 미친다.유색인종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에 한 교육자들의 부정 시각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겪는 부정 경험 때문에 지식 기반사회에 성공하는데 필

요한 기능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모든 학생이 자문화,주류문화,그리고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

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있다.미국의 주류 백인의

학생들은 흑인 어의 독특함과 풍부함을 배울 필요가 있고,흑인 학생들은 가

족과 공동체로부터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주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표 어를 말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넷째,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 ,신체 ,문화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학교와 주류 사회에

동화되어 성공하기 해 자신들의 민족 유산과 정체감,그리고 가족마 부인하

는 경우가 있다.민족성은 소수 민족 집단의 사회화 과정에서 요한 일부분을 거

부하는 셈이 된다.자신의 기본 정체성을 거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완

한 자아실 을 할 수 없으며,정치 ․사회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학생들이 지구 (global)이고,평평한(flat)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

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그리고 수리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의 학생들은 민족 ,인종 ,언어 ,종교 문제가 실 으로 요하

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이러한 문제와 함께 학생들이 살고 있는 문화

공동체와 련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요하

다.다원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과 지역 사회의 문화를

정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문

화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민주사회에서 교육은 사회

를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시민 행동(civilaction)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식,태도,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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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국가 시민 공동체,지역 문화,

그리고 지구 공동체에서 제구실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태도,기능을 다

양한 인종,문화,언어,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모경

환 외 2008.pp2-7).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 차이를 존

하고,타인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문화도 알게 되고,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다문화교육의 내용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함께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앞서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Banks(2008)는 일선의 학교들이 다문화교육을 실행할 때 다문화교육을 여러

문화의 내용들을 통합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고 지 하고 있다.다문화교육이

단지 내용 통합 차원에만 머무른다면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면서 Banks는 5가지의 차원을 소개 하고 있다.다문화교육가는 이러한 차원

들을 고려하여 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첫째,내용 통합의 차원이다.내용 통합이란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나 학문

역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원칙,일반화,이론을 설명하기 해서 다양한 문화

집단에서 온 사례,자료,정 보를 가져와 활용하는 정도를 지칭한다.다문화

교육의 내용 통합 차원은 사회과나 국어과에 더 합할 수 있으나 과학과나 수

학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가령 다양한 인종의 물리학자나 수학자들의 기

(傳記)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지식 구성 과정 차원이다.지식 구성 과정이란 사회과학자,행동과학자,

자연과학자들이 지식을 창조하는 차이며 이는 곧 특정 학문 역의 암묵 인

문화 과정, 거 틀, ,편견 등이 해당 학문 역에서 지식이 형성되는 과

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다.지식 구성 과정은 다문화 수업에

서 요한 비 을 차지한다.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개인과 집단의

인종,민족,성,사회계층과 같은 지 에 의해 어떻게 향을 받는지를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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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교사의 역할이 있다.

셋째는 편견 감소이다.다문화교육에서 편견 감소라는 차원은 아동들의 인종

태도의 특징과 학생들이 보다 정 인 인종 ․민족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략을 다룬다.1960년 부터 사회과학자들은 아동들의 인

종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며,교사들은 학생들이 타 인종 집단에 해 보다 정

감정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연구해

왔는데,그 연구에 따르면 아 리카계,백인,멕시코계 아이들은 4세가 되면 인종

차이를 자각하며,종종 백인 우호 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만약 민족,인종

집단에 한 실제 이미지가 학습 교재에 지속 이고 자연스럽고 통합된 방법으로

포함된다면 학생들은 더 정 인 인종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학생들

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하고 다른 인종 집단의 학생들과 함께 동 학습에 참

여하게 된다면,보다 정 인 인종 태도와 행동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공평한 교수법이다.이는 교사가 다양한 인종,민족,사회계층 집단에서

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사용하는 교수법을 통칭한 것이

다.다양한 집단의 학습 특징과 문화 특징을 반 하는 교수 기법과 동 학습

기법은 여러 인종,민족,언어,사회계층 집단에서 온 학생들에게 효과 이라는

이 교사들에 의해 검증되고 있다.유능한 교사라면 자기 학생들의 특유한 문

화 배경에 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그러한 문화 배경에 한 지식을 효

과 인 교수법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연구에 따르면 교

사가 학생들의 문화 배경을 이용하도록 수업방법을 수정하면,다양한 문화․

언어 집단에서 온 학생들의 교실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는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교사가 학생의 문화 배경을 잘 반 하는 수업 기법을 사용할수록 다양

한 문화 집단에서 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 연구 결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와 조직이다.이것은 다양한 인

종,언어,사회계층 집단에서 온 학생들이 장차 교육 평등과 권한 부여를 경

험하도록 학교의 문화와 조직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다문화교육

의 이러한 차원은 모든 집단에서 온 학생들이 평등한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변화의 단 로 개념화하고,학교 환경을 구조 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평가 방법을 고안해 내고,능력별 분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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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법 다문화교육 방법 내용의 실제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에서 문화 집단에

한 내용을 포함시킴.

․학생들이 새롭거나 다른

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함.

․교육 과정을 기 로 규칙과 과

정을 기 로 규칙과 패러다임

을 변형시킴.

․각 문화의 표 인 웅이나

휴일 기념하기

․다문화 교육과정 지침 마련하

기

․교사들과 학교 행정가들을

해 다문화 교육 내용에 한

워크 개최하기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함시킨

교재 개발하기

목표

성취

․민족,문화,성별 등이 다른

집단들의 학업 성취를 증가

시킴.

․유아들의 학습 유형을 합하

게 맞추는 로그램

․이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교육 로그램

․여학생을 한 특별 수학․과

학 로그램

집단 간

교육

․다양한 인종,민족,문화 집단

에 한 학생들이 정 인

태도 발달을 도움.

․소외된 집단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의 문화집단에 해서 더

정 인 태도를 갖도록 도움.

․명 훼손에 반 하는 단체에

의해서 지지되는 편견감소 로

젝트.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학교,교

실 로그램

․ 력 인 학습 략과 기술

 ※ 출처 :김아 (2006). 등교사의 다문화 교육 인식실태 조사.석사학 논

문.서울교육 학교 학원

를 폐지하고,인종․민족․사회 계층에 계없이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다는

교직원 규범을 수립하는 것은 다양한 집단에서 온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를 형성하기 한 학교의 노력이다(모경환 외,2009,

pp44-51에서 재인용).

Baker(1994)는 다문화교육 내용을 <표Ⅱ-1>과 같이 교육기 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방법,다문화교육 방법,내용의 실제로 제시하 다(김아 ,2006.

재인용).

<표 Ⅱ-1>Baker(1994)의 다문화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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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범주 내용의 실제

문화

․문화 간의 유사 과 차이 의 특징 알기

․각 문화에 한 이해 존 심 기르기

․문화 간 정 태도 발달시키기

력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능력 증진하기

․다양한 사람들과 동 능력 증진하기

편견
․선입견,편견,고정 념에 비 사고 형성하기

․문제 상황에 처 능력 기르기

정체성 형성
․ 정 자아 개념 기르기

․자아 정체감 집단 정체감 형성하기

평등성
․국가,민족,성,능력,계층에 한 정 태도 가지기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 형성하기

다양성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 인정하기

․다양성 존 하는 마음 갖기

※ 출처 :채정란(1999).다문화 교육의 에서 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생활 주제 분석.석사학 논문.한국교원 학교 학원.

근방법은 교육과정 재구성,목표성취,집단 간 교육으로 나 어서 제시하고

있다.교육과정 재구성에서는 교육과정을 기 로 새롭거나 다른 으로 교육

과정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하고,목표성취에서는 민족․문화․성별 등이 다른

집단들의 학업성취를 증가시키기 한 로그램 개발을 강조한다.집단 간 교육

에서는 다양한 인종․민족․문화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의 집단과 타 집단

에 정 태도를 갖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채정란(1999)은 다문화교육의 내용의 하 범주로 문화, 력,편견,정체성 형

성,다양성의 여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는 유사 과

차이 을 알고 존 심 기르기, 력은 다양한 사람과 동 능력 증진하기,편견

은 비 사고 형성하기,정체성 형성은 정 자아 집단 정체성 형성하

기,평등성은 국가․민족․성․능력․계층에 상 없이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

형성하기,다양성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 인정하기로 구성되어 있다.각

내용의 실제는 <표Ⅱ-2>와 같다.

<표 Ⅱ-2>채정란(1999)의 다문화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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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을 하여 여러 분야의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는데 다문화

교수․학습을 해 여러 연구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교육과정평가원,2007).

첫째,다문화 이해를 해 우선 가능하면 자신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내용으로 한다.미국사회과교육학회(NCSS,1994)

는 특정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향을 주는 언어,이야기,설화,

음악, 술품 등의 문화 표 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자신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음식,언어,의상 등을,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국가 혹은 민

족 문화를 학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자 심을

획득할 수 있다.

셋째,NGO,환경,국제 평화 등의 보편 인 주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집단이

나 국가의 문화와 을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에서 살펴 본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에게 주류

문화뿐만 아니라,소수 문화까지도 다루어 다양한 에서 문화를 인식하고,

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수학과에서 다문화교육

가.다문화교육 로그램의 기본원리

다문화교육 로그램은 문화 다양성에 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반

을 두어 다양한 인종,민족,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Bennett(2001)은 다문화교육의 기 가 되

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다문화교육은 문화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다.이는 각 민족 집단이 고

유한 문화유산을 보유할 민주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그리고 평등,사회 정

의,인간 존엄성 존 ,인권,언어와 문화 보유의 자유에 기반을 둔 사회를 구상

한다.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동화와 분리 간의 충이라 할 수 있는데 소수

민족 집단들은 사회 통합과 국가 정체성 유지를 하여 특정 역에서는 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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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그러나 모든 아동들은 그들이 속한 가정의 문화를 존 받아야 하고

각자의 잠재력이 최 한 실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하는 가정을 제

해야 한다.

둘째 편견 차별의 종식과 사회 정의 이념이다.이는 인종,민족,성,계

과 련된 구조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는 원칙이다.다문화 교육자들은 사회의

인종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인 핵심으로 여기며 사회 구조 인 부

정의(不正義),지배와 억압의 체계에 심을 가진다.

셋째,교수 학습 과정에서 문화를 강조한다.문화는 사회가 공유하는 신념,가

치,세계 ,행 의 표 등을 가리킨다.다문화사회에서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개별 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GenevaGay(2000)는 한 연구에서

문화가 요하며 교육과정이든,수업,행정,수행 평가 등 교육이란 이름으로 우

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핵심에 문화가 자리한다고 말한 바 있다.학생의 인종,

문화,민족성,개성 등은 각기 독자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이들이 불가분

의 상호 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로부터 얻은 통찰력이

다문화교육을 구상하는 매개물이 되어야 한다.

넷째,모든 학생을 한 교육 평등과 수월성을 지향해야 한다.평등(equity)

이란 잠재력을 실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균등(equality)혹은 결과의 동등,경험의 동일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평등의

에서 학생의 잠재력은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차이에 따라 한 처우가 이

루어져야 한다.모든 학생이 학습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학문 성취

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제도가 실시되어야 교육 수월성

이 달성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교육 과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한 지원 책을

확 하는 것이다.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 잘 응하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한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다문화

가정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다수자 자녀들의 시민 자질 육성을 한 교육의

체계 실시 역시 동시에 요구된다.즉,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체 이고

능동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민교육이 새로운 교육 과제이다.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

녀들의 응과 학업성취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기존의 다수 집단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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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교육도 균형 있게 실시해야 한다.따라서 다문화교육 상은 다문화가정

자녀 뿐 아니라 주류 문화의 자녀들까지 포함한다.학교 교육은 모든 학생이 다

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모든 학생들이 학업 성취 향상과 차별의 해소를 추구해야 한다.소수자가

한국 사회에 잘 응하도록 하는 측면과 함께 주류 한국인이 소수 문화를 이해

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것,나아가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태도의 육성과 실천

까지 나아가야 한다(최충옥 외,2009).

양 자(2008)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소수자 응 교육,소수자 정체성 교육,

소수자 공동체 교육,다수자 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 등으로 구분했다.

먼 ‘소수자 응 교육’은 새로운 이주자가 기존 주류 사회에 응하도록 하

는 교육으로 이주자를 상으로 우리 사회에 용하기 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소수자 정체성 교육’은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에

을 맞춰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한편 ‘소수

자 공동체 교육’은 소수자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출신 국 들 간의

갈등 극복을 주목 으로 한다.마지막으로 ‘다수자 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은

주류 사회의 구성원 즉 한국 사회의 일반인과 학생들을 상으로 소수자에

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기 해 실시하는 교

육을 의미한다.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주류 사회의 동화에 을 두

는 ‘소수자 응 교육’을 심으로 이 지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교육을 일반교육에 덧붙여서 실시되는 교육, 는

다문화 사회에서만 요구되는 특별한 교육 과제만으로 규정하는 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체로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자

와 이들 자녀에 한 교육,곧 인종 소수자를 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국한시

키는 제한 인 해석을 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수와 소수의

구분을 체로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더불어 살기 한 철학을 정립해

야 하며,다문화교육의 추구 자체가 행 교육의 교육 안이 될 수 있다는

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다문화교육은 부분이 결혼 이민자와 자녀들을 상으로 한

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이해에 을 두고 한국인으로서의 동화에 을 두

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교육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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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다수자 사회의 언어를 습득하고 주류 문화에 한

일방 강요를 통해 이 지는 것이 아니다.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차이의 인정,

상호 존 , 용 등에 한 가치와 태도 교육을 통해서 이 져야 하는 것이다.한

국인으로의 동화를 일방 으로 강요하는 소수자 응교육 일변도가 아닌 소수자

의 정체성 교육,소수자 공동체 교육,다수자를 상으로 한 소수자 이해 교육 등

도 활발하게 이 져야 한다(박천웅,2009).최근의 다문화교육도 소수만을 한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태도,지

식,기능을 익히도록 하자는 새로운 다문화 교육 방향으로 환하고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 을 실 하기 해

첫째,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상담 등을 지원하여 학생의

학교 응 학력 증진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

둘째,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해 한 ․정보화 교육 등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단 교육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

셋째,다수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 감수성 제고를 해 학교 교육 방

과후 등에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교육 기반 강화 다문화 이

해 확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 되기 해서는 각 교

과목의 특성과 목시키거나 주제별로 교과목의 내용을 연계시켜 학생들에게

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 으로 요구되며,이를 해서 효과 인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에는 문화집단 사이의 문화 다양

성과 평등성의 원칙에 걸맞게 교육 내용을 재편성해야 한다.그리고 학생들이

한 가지 사실에 해 다양한 해석과 시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실과 상들에 한 편향된 인식을 최소화해야

한다.즉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여러 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다문화교육 로그램 내용 조직

Banks(2008)는 다문화 교육과정 개 을 한 4가지 근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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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기여 근법(contributionapproach)이 있다.기여 근법은 민족

문화 집단에 한 내용이 공휴일과 기념일에 국한되어 개별 문화요소들에

을 맞추는 형식이다.기여 근법은 등학교 단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둘째,문화 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다른 근법은

부가 근법(additiveapproach)이다.부가 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 인

구조나 목 ,특징은 변화시키지 않고 문화와 련된 내용,개념,그리고 주제를

교육과정에 덧붙이는 것이다.부가 근법은 교육과정 체제의 변화 없이 책,

단원 는 하나의 과정을 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여 근법이나 부가 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나 규 에는 도

하지 않는다. 존하는 교육과정의 체제와 그 가정의 범 안에서 문화 기념

일 문화 활동과 내용이 교육과정에 삽입된다.문화와 련된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때 이상의 두 근법을 용하면 민족 집단과 련된 인물,여

성,사건,설명은 해당 집단의 규범이나 가치보다는 지배 문화의 규범과 가치를

반 하게 된다. 상이나 지배 제도에 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교육과정에 포

함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변 근법(transformationapproach)은 교육과정의 규 ,패러다임,

기본 인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다른 에서 개념,이슈,주제와 문제

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한다.이 근법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민족

과 문화의 에서 개념과 사건 그리고 인물을 이해하고 지식이 사회 구성

물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이 근법에서 학생들은 정복자와 피정복자 모

두의 목소리를 읽고 들을 수 있다. 한 사건과 상황에 한 교사의 을 분

석하며 사건과 상황에 한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 보고 정당화해 보는 기회

를 가진다.변 근법의 요한 목 은 비 으로 사고하고 결론과 일반화

를 도출하여 이를 증명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사회 행동 근법(decision-making and social

actionapproach)이다.이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학습한 개념,문제,주제

들과 련된 개인 ,사회 ,시민 행동을 할 수 있는 로젝트와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 교육과정을 확장하는 것이다.이러한 다문화

교육과정은 기여 근법에서 의사결정 사회 행동 근법으로 갈수록 다

문화교육의 논리가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기여 근법과 부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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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기존의 교육과정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의 지배문화 패러다

임의 변화 없이 그 로 용하는 것이지만,변 근법과 의사결정 사회

행동 근법은 기존의 교육과정의 틀을 개 하고 재구조화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모경환 외,2009,pp69-72에서 재인용).

Bennett(2009)은 다문화 교육의 궁극 인 의미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잘 계발시킬 수 있도록 고려되고 배려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하 다.이러한 다문화 교육을 해 기존의 교육과정에 한 비

재고가 필요하고 특별히 다문화교육을 해 학생들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사용

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핵심 인 아이디어가 된다고 하 다.즉,다

양한 배경의 학생들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물리,수학, 문학,음악,

술 등 특정한 교과목에서 어떻게 발달하고 이루어져왔는지 탐색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뿐만 아니라 요한 사건,인물,주제 그리고 사회,문화,정치 다양한

과 경험은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고려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Bennett(2009)은 다문화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목 과 그 목 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다문화교육과 각 교과목의 학문 기 이 재

의 교육과정과 통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 다.

먼 , 행 교육과정 틀 안에서 다문화교육을 각 교과 과목 안에서 실천하기

한 교육과정 구성 요소와 교육 의사결정을 한 지침을 제안하 다.타당한 교

육과정을 구성하기 해서는 학습자와 학습자의 요구,사회와 사회 요구를 악

함과 동시에 학습주제와 그 요성을 악하여 실천해야할 교육 목 을 진술함으

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 다.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수학교육에 한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가 차 증가하고 수학교과의 학문 ,실용 요성을 고려

할 때 그 교육과정이 타당성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aker(1994)는 다문화교육에서 행해져왔던 주된 이론 ,개념 인 수행 과제

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근 유형들을 교육과정 재구성 근,목표성취 근,집

단 간 교육을 통한 근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첫째,교육과정을 재구성하

는 근 방법은 교육내용에 소수 민족들의 문화를 시하여 다루게 되면서 다

양한 문화를 다양한 으로 보고,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둘째,목표 성취를

통한 근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 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등의 개념을 강하게

부각한다.여기에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교육 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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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집단 간 교육을 통한 근은 인종,민족,성,장애,사회계층 등 다양한 배

경을 지닌 집단 간에 편견 인 태도가 아닌 정 이고 수용 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의미한다.활동으로는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학교교실과

로그램 등이 있다(남미 ,2009,p.12에서 재인용).

<표 Ⅱ-3>다문화교육을 한 교과 수업 유형(교육과학기술부,2008)

수업

유형
교과교육 내용

다문화교육

내용
다문화수업

[추가형]

우리나라

민속놀이

필리핀의

민속놀이

여러 가지

민속놀이 알기

+

+

+

 

 

 

 +  

 +  

 +  

[보완형]

경제,자원

력 국가 알기

문화 력

국가 알기

경제,자원,문화

력 국가 알기

+   

[ 체형]

(김치의

효능을)

설명한 을

읽고 심내용

찾기

국의 음식

문화를 설명한

읽고

심내용 찾기

을 읽고

심내용 찾기

←

→
  

교과 교육 내용  다문화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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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2008)는 교실 장에서 사용 가능한 다문화 교수-학습 모형

을 개발하여 제시하 다.여기에서 심의 은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다문

화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모두 효과 으로 교과 교육 목표에 도달하는가

이다.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 뿐 만 아니라 다문화학생들도 학교교육,교과교

육을 통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해야 하고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교육되

어야 하며 자신의 꿈을 실 하는 장을 마련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입

장에서 다문화교육을 핵심 으로 하는 것 보다 각 교과 수업에서 다문화를 수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훌륭한 인재 양성을 한 기틀을 제

안하 다.다문화교육을 한 교과수업에서 교수-학습 유형은 크게 추가형,보

완형, 체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추가형은 배우고자 하는 수업 내용에 다른 민족,인종의 내용을 함께 제시하

여 추가하는 방식이다. 를 들어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에 한 수업을 한다면

필리핀의 민속놀이에 한 것을 추가하는 경우이다.보완형은 교과교육 내용의

일부분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보완하여 삽입하는 것이다. 를 들어,우리나라와

계를 맺는 경제국가에 하여 배운다면 문화 력 계에 있는 국가에 한

내용도 보완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체형은 교과수업 내용의 일부를 다문화

교육 내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를 들어 국어과에서는 다문화가 반 된 시문

을 통해 요약하기, 심내용 찾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 제안한 교과 교육에서 다

문화교육 수업 유형은 Banks(2008)가 제안한 다문화 교육과정 단계의 기여

근법과 부가 근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즉,기존의 교육과

정의 형식을 그 로 유지한 채로,다양한 문화 배경이나 유산을 소개하거나

다문화 주제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이러한 수 의 다문화 교육의

장 은 재 교육제도 안에서 실천가능하고 실용 이라는 이다. 존하는 교

육과정의 가치,규범체계에 변화와 변 을 요구하는 변 근법이나 의사결

정 사회 행동 근법은 그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그러

나 기여 근법과 부가 근법은 교과 과목에서 이루어야 하는 기존의 학

습목표를 그 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다문화 요소를 부가하는 방식으로,그 실

천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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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문화 수학교육 교수학습법

1)수 에 따른 흥미,도 감,완 습득 유도

Hudson,Miller& Butler(2006)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 에 기

한 수학 교육과정 안에서 직 교수법의 폭넓은 용 가능성을 제시 하 는데

다음과 같은 그들의 주장은 수학교수를 비하는 데 세 가지 지도원리가 필요

함을 설명하고 있다(고상숙,2009,p.393재인용).

개 에 기 한 수학 교육과정의 직 교수법의 용은 학습지도를 계획하는

것이 매우 잘 비되어야 하는데 이때 모든 학생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우

호 인 계획이 필요하다.학습 성취도가 높은 학생,보통 학생,낮은 학생 모두

첫째,흥미도가 높은 교수에 정 으로 반응 한다는 것이다.이는 학생의 나이

에 맞아야 하고 학생의 삶과 한 계가 있어야 하며, 재의 필요나 심에

직 인 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이는 문제 해결과 련이

있어 최근 개 에 기 한 수학 교육과정도 잘 통합되는 것이다.

둘째,학습내용이 무 쉽거나 어렵지 않으면서 도 감을 주는 수 을 유지해

야 한다는 것인데 교사는 이를 해 학생의 각각 능력에 맞는 개별 학습을 제

시해 주는 것이며,개 이 기 한 수학이나 직 교수법에서도 질문과 토론은 교

수법의 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질문의 유형이나 수 을 달리하고 학생에게

제공될 도움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학생들이 제시된 질문에 답을 찾아갈 때

각자의 학습에 필요한 부분이다.즉,학습 성취도가 높은 학생에게는 개방형 질

문을 를 들어 “데이터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까?”한편,성취도가 낮은 학생

에게는 구체 인 내용을 제시하여 “우리의 실제 데이터가 막 그래 는 원

그래 등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까?”와 같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뿐만 아니

라 성취도가 높은 학생에게는 특정한 문제에 해 문제해결 과정을 물어볼 수

있고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는 문제해결의 처음의 단계를 물어보고 나머지 단

계는 교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이들 성취도가 높은 학생,보통 학생,낮은 학생 모두 수학내용에 한

완 습득과 일반화가 이 질 수 있는 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개념

에 한 완 습득이 없이 교육과정상의 진도는 수학교과가 지닌 계성 때문

에 문제가 된다.따라서 수업을 비할 때 이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각 훈련

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학습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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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해 보조 인 로젝트를 제공하는 시간은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 요한 개념에 한 완 습득에 할애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래 교수자로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지도하게

하는 기회는 이들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고려할 수 있는 직 교수법 용의

확장과 직 교수법의 일부를 수학에 한 문제해결로 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같은 교실에서 학습하는 통합 교실 장에 도움이 되

는 근으로 볼 수 있다.

학교 장에서 소외 계층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자녀,탈북자 가정 자녀,

소득층 자녀들을 한국어가 자유롭지 못하여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지니므로

Hudson,Mille& Butler(2006)이 주장한 직 교수법의 요소로 흥미,도 감,완

습득이 이들의 학생 수 에 맞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한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감안한 수학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상숙,2009,p.394재인용).따라서 문장으로 이 진 문제해결활동 보다는 만화

나 그림을 활용한 과제구성,학생들의 문화 배경을 삽입한 문제 상황 등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2)문제 상황에 입각한 교수법 (AnchoredInstruction(AI))

AI는 사건 는 문제 상황을 비디오나 상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역동

인 상이나 효과음은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고 풍부한 학습 환경(Bryant&

Bryant,2003)을 제공하게 되어 학생의 탐구력을 높이게 된다.이때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새로운 문제해결과제(Bottage,1999)를 돕는데

사용한다.학생들의 흥미를 최 화하기 해 비디오를 닻으로 활용하여 참다운

문제해결을 경험하게 하는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AI는 최근 NCTM

Standards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도 감을 주는 실생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해결과 연결성”이란 주제로 활용되고 있다.이런 수

학 과제 제시에서는 소그룹 동학습을 주로 활용하는데 학생은 문제해결의

일부분을 각자 담당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통해 의

사소통과 추론 그리고 증명하게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소화하게 된다.

Bottage,Heinrichs,andHung(2002)는 AI에서 제시된 흥미를 유발하는 과제에

서 학생들에게 직 교수법을 통해 차 지식과 문제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을 권장하고 있다(고상숙,2009,p.395재인용).이것을 해 교사는 학생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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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요한 아이디어,그리고 뚜렷한 문제해결 략을 규명하여야 한다.

CognitionandTechnologyGroup(1992)는 “AdventuresofJasperWoodbury

series”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각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기 해 필요한 기술

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고상숙,2009,p.395재인용).이 목록은 비,비율,부

피와 같은 요한 아이디어를 규명하고 학생들이 사용할 선행지식을 제시하는

데 활용되었다.

3)구체물-설명-추상화(Concrete-Representation-Abstract(CRA)) 근법

CRA 근법은 수학에서 개념 이해(concepturalunderstanding)를 개발하는

데 잘 문서화된 방법이다(Butler,Miller,Creban,Babbitt,& Pierce,2003;

Cass,Cates,Smith,& Jackson,2003;고상숙,2009,p.395재인용).추상 알

고리즘을 소개할 때 조작할 수 있는 교구나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개념이 지

니는 다수의 표상을 이용하는 것이다.일반 으로 표상은 먼 구체물,둘째로

그림이나 tallies,마지막으로는 시각 도움 없이 숫자로 된 알고리즘의 차를

따른다(Bruner,1964).수학 개념을 제시할 때 조작할 수 있는 구체물이나 그

림을 사용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표상들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시각 교구들이 추상 기호와 잘 조화를 이

야 한다.CRA 근에선 학생들은 이런 구체물과 그림 등을 통해 수학 개념

의 다양한 표상을 보게 된다.학생들은 시각 인 표상과 추상 수 기호 사이에

연결성을 보게 되고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고 주어진 표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때 추론과 증명을 사용하게 된다. 한 학생들은 다양

한 표상이 정확한지 설명하고 정당화하는데 자신의 추론과 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CRA는 수학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는 학생이나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 등 다양한 능력의 학생들에게 성공 으로 사용할 수 있다(Hudson,

etal.,2006).조작 교구나 그림은 학생으로 하여 단순히 옳은 정답을 얻기

해 차를 학습하는 것 보다는 수학을 의미하는 것을 더 깊은 수 에서 이해

할 수 있다.CRA의 부분의 연구는 기 연산(Mercer& Miller,1991;Miller,

Harris,Strawser,Jones,& Mercer,1998;Morin & Miller,1998),자릿값

(Peterson,Mercer& O'Shea,1998),분수(Butleretal.,2003) 수(Wizelet

al.,2003),그 리고 기하(Cassetal.,2003)등 역에서 어려움을 갖는 학생을

상으로 구체 이며 표상 인 모델을 사용했을 때 직 교수법 내에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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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비록 이들 연구결과가 정 일지라도 개 에 기 한 일반 수학교실에 사

용하기 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각색(adaptation)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들을 해 과제 구성에 CRA 근법을 포함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필요한 선행 지식을 악하기 해선 선행조직자(Ausbel,1960)를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을 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선행

지식의 악 뿐 아니라 질문이나 상황 장면 한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결을 용

이하게 하기 해 사용될 수 있다.이런 연결은 난이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근할 수 있으므로 교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능력 수 도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교사의 설명이나 학생의 발표 는 제시가 이루어지는 동안 직 교수

법은 문제를 표 할 수 있는 부가 인 방법이나 부가 인 토론을 통해 더 깊은

통찰력을 가져올 수 있다.이 CRA를 통해 문제를 표 하는데 모든 학생은

어도 한 가지 표상을 학습하게 되고 그 많은 학생들은 다수의 표상을 알게

될 것이므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도 지루하지 않게 되고 성취도가 낮은 학생도

지원을 받게 되는 학습 환경이 되는 것이다.다양한 배경과 능력 수 을 가진

학생들이 통합 교육과정으로 수학을 한 교실에서 학습하는 것이 지향되므로 교

사가 수업을 비할 때 학습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도움

이 서로 다르며 이를 소화하는 능력이 다름을 인지한다는 것은 요하다.개

에 기 한 수학 교수의 가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직 교수법의 각색과 어떤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직 교수법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신장하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교사, 문가,그리고 연

구자들은 이런 수학 교수법을 꾸 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통합교육 과정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하는 부가 인 개입은 모든 학생들이 그

들이 받는 수업으로부터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 으로 개발 되어야하고

평가 되어야 하며,더욱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라.수학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통 이성주의 에서 수학은 문화를 월한 보편 이고 가치 립 인

지식체계로 간주되어 왔다.그러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학이 문화 맥락에

서 진행되는 인간 사고활동을 통해 형성되어가는 지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구체 으로 수학을 생산하는 인간의 활동은 개인 활동 역을 넘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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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의해 조건화된다.즉,개인이 심을 갖게 되는 수학 문

제는 수학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의해 합법화되며 그러한 문제에 근하는 방

식, 를 들어,개념,표 ,담론,추론 역시 수학공동체의 인식론 규범을 반

하는 역사 이고 문화 산물이라는 에서 수학은 공동체 이며 문화 인 지

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D'Ambrosio,1985;Lave,1988;Nasir& Cobb, 2007;

Nunes,1992;Powell& Frankenstien,1997;문종은 외,2010,p.105재인용).이

처럼 수학 활동에는 무엇이 문제로서 가치를 갖는가,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한 근 방법,표 방법 사고 방법은 무엇인가,제안된 증명을 합법

이라고 단할 수 있는가,수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등에 한 공동체 결정이 뒤따르며 이러한 결정은 공동체의

인식론 규범이 제가 되는 문화 과정이다.이러한 사실은 수학이 가치 립

인 지식이라는 통 인 을 반박하며 수학의 문화성을 입증한다.

수학의 문화성에 한 인식은 다양한 문화 집단의 통 수학체계,즉 민

족수학(ethnomathematics)에 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민족수학에 한 인

류학 연구는 이성주의 에서 불완 하고 원시 인 지식체계로 평가되어

온 수학체계가 공동체의 인식론 규범에 비추어 의미충실하고 이론 이며 논

리 지식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입증하 다(Gay& Cole,1967;Lave,1988;

Scribner,1977;문종은 외,2010,p.105재인용).

라질의 D'Ambrosio(1985)는 ‘민족수학(ethnomathematics)’을 ‘국가 부족사

회․노동자집단․어떤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 집단․ 문가계 등과 같이 동

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집단이 실행하는 수학’이라 정의하고 이에 한 연

구를 통해 다문화 수학교육의 개념정립의 토 를 구축하 다.그는 이때의 ‘민

족(ethno-)’은 ‘어떤 집단의 문화 정체성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로 언어․부

호․가치․특수용어․신념․의식주․습 ․물리 특성 등’을 의미하며 인종이

나 이국 집단과 련된 시 착오 개념이 아니라 문화 집단이라는 넓은

개념을 뜻하고 ‘수학’은 ‘계산․산술․분류․정열․추론․모델화 같은 활동의 집

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더 넓 서 민족수학은 ‘당한 문화 맥락

내에서 실을 설명하는 기 는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은실 2008,p.

63,재인용).

민족지학 수학연구는 지구상에 수많은 수학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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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학은 그것을 생산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식론 규범의 산물

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를 들어 유럽의 학문 수학과 인도 수학을 비교한 Joseph(1994)은 인도인

의 수학체계를 평가하는데 유럽의 학문 수학의 규범을 배타 으로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 다.그 이유는 유럽의 학문 수학이 증명을 통

해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학 사실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치 과업

으로 여겼다면 인식론 규범의 맥락에서 형성된 인도 수학은 수학 계를

시하는 구체 인 사례나 시각 표 을 통한 설명도 증명으로 인정하는 등

실제 지식을 추구했고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상 방에게 확신시키는 것을 더

욱 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그의 유럽과 인도 수학의 비교는 공동체마다

가치의 을 두는 지식이나 지 심사가 문화 상 성과 련된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주미경,2009,p.631,재인용).

민족지학 수학연구는 수학체계의 문화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문화 다양성

과 상 성 이면에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 인 인지 성향을 반 하는 지식이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이는 외양상 다른 수학을 가진 문화 집단 사이에서도 그

들을 묶어주는 보편 성향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문화

간 화와 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문화 수학교육은 단순히 기존의 수학교육과정에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이

사용하는 수학 차나 지식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교육 시도로 수학교육을

통해 평등하고 공정한 다문화사회의 구 과 유지․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수학과의 학습과정을 통해 문화 차이에 한 개방 태도와 감수성,자기

성찰 능력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과교육의 가치와 규범의 틀을 재

형성하는 것이 다문화 수학교육의 근본 과제이다.다문화 수학교육은 기존

의 유럽의 학문 수학에 의한 획일 규 에 따른 타자화 행에서 탈피하여

지식에 의한 편견과 차별,소외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수학교실에서 참여자들 사

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수학 배경이 동등한 권한을 인정받으며 존 받는 교실

공동체 맥락에서 다양한 수학체계에 한 문화 기회를 제공하여 차이에

한 학생들의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실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서 출발한

다.이러한 목 을 해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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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사회 문화 구성체라는 사실은 학습자의 문화 배경을 고려한 교육과

정의 구성 운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둘째,수학교실에서 모든 참여자들의

수학 배경과 수학에 한 등한 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존 하여

야 한다.셋째,학생 자신의 수학 자원에 기 한 수학 목소리가 존 될 수

있도록 수학교실에 평등한 참여 구조를 형성하는 것 역시 다문화 수학교육에

서 요한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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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차 세부 내용 기간

문헌 연구
․연구주제 선정을 한 자료 수집

․참고 문헌 조사
2009.12.～2010.05

연구 주제

문제 선정
․연구 주제 문제 선정 2010.05

Ⅲ.연구방법 차

본 연구는 등학교 수학과에서 실질 으로 필요한 다문화 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들이 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정 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고,수학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학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를 실시한 뒤, 등학교 3학년

수학 내용 수학 익힘책에 있는 이야기 마당 자료에 다문화 교육내용의 문

화 간 이해,다양성,평등성의 내용을 포함시켜 6차시의 등학교 수학과의 다

문화 이해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 자료를 작성하 다.6차시의 등학

교 수학과의 다문화교육 로그램을 3학년 33명의 학생을 상으로 수학 수업

시간에 용한 후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연구의 상

본 연구는 제주시에 소재하는 S 등학교 3학년 1개 학 을 선정하여 6차시

분량의 다문화 이해 교육 수학 활동을 실시한 후 연구 상 학생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한 후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하 다.

2.연구의 차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 차를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연구의 차 세부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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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계획 수립

․연구 실행 계획 수립

․연구 실행 자료 수집
2010.05～2010.10

자료 수집
․설문지 문항 작성 검토

․수학과 다문화 학습 자료 개발
2010.07～2010.12

연구 실행

․사 검사실시

․수학과 다문화 이해 교육 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2011.03

2011.03～2010.04

연구논문

작성
․연구자료 정리 논문 작성 2011.02～2011.05

차

시
단원 로그램명 학습내용

수업

유형

다문화

교육내용

1
1. 10000까

지의 수

원시 시 의

수 표

․우리 말 속에 숨어 있는 수

․원시 시 의 수 세는 법 알

아보기

체형 평등성

2
1. 10000까

지의 수
고 의 수

․이집트의 수 알아보기-바빌

로니아,마야,로마의 수
체형 다양성

3 3.평면도형
이슬람과

교류하기

․이슬람 미술의 아름다운 무

늬에 해 알아보기

․모형 블록 모형을 사용해서

새로운 모양 구상하기

체형 평등성

가.수학과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 구성 내용

본 연구의 수학과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는 3학년 1학기 수학익힘책에

나오는 이야기마당 자료의 내용에 다문화교육 내용의 문화 간 이해,다양성,평

등성의 내용을 포함시켜 6차시의 수학과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고안하

다. 한 수와 연산 역,도형 역에서는 문화 간 이해를 해 다른 나라의

문화 알아보기 활동을 넣어 학습 자료를 고안하 다.

<표 Ⅲ-2>수학과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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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평면도형

의 이동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각자 문제를 풀고 지시사항

에 따라 색을 칠하여 완성

된 국기 알아보기

추가형
문화 간

이해

5 6.곱셈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각자 문제를 풀고 지시사항

에 따라 색을 칠하여 완성

된 국기 알아보기

추가형
문화 간

이해

6 6.곱셈 고 의 곱셈
․이집트,러시아,인도의 곱

셈법 알아보기
추가형 다양성

나.학습 자료의 구성과 활용

학습 자료는 수학익힘책의 이야기 마당 자료의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각 차

시별 학습 자료와 학습지 형태로 제시하 다.활동내용은 민족지학 수학과 다

문화 내용을 반 하여 개발하 다.수학학습지는 수학 활동 주제와 련된 내용

을 안내하고 이와 련된 활동을 하도록 하 다.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스스로

평가를 주어 학습한 후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보고,학습한 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게 하여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 다.

[그림 Ⅲ-1우리 말 속에 숨어있는 수] [그림 Ⅲ-2원시 시 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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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 원 6.곱셈 차 시 1/8

학습주제 (몇 십)×(몇)계산하기 교 과 서 82-83

학습목표
♣ (몇 십)×(몇)을 계산 원리를 이해하

고 계산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내용
문화 간 이해

학습자료
교사 다문화 학습자료,동 상 자료

수업유형 추가형
학생 색연필,사인펜

단계
학습
요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분)

자료(▶)

유의 (※)

도입 동기

유발

▶ 시학습상기

• 구구단에 한 퀴즈 알아맞히기

• 30+30+30을 표 하는 곱셈식 알아보기

-30×3입니다.

▶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선물 상자를 열고 편지 읽어보고 동 상 보기

•동 상과 편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라 생각해 보고

말하여 보기

- 국,일본,베트남,몽골 등

•학습자료 읽어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 생각해보기

5′ ▶ PPT

▶ 편지상자

▶동 상자료
http://home.eb
s.co.kr/reView
Link.jsp?com
mand=vod&cli
ent_id=worldc
hildren&menu
_seq=2&enc_s
eq=3073551&o
ut_cp=naver

학습문

제확인
▶ 학습 문제 확인

♣ (몇 십)×(몇)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학습활

동안내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생각을 열어요!

【활동2】차근차근 풀어요!

【활동3】암호를 해결해요!

개 학습활

동 개

다문화

▶ 다문화 이해 활동 개

【활동1】생각을 열어요!

• 생각열기를 통해 (몇 십)×(몇)의 계산 원리 탐색하기

타이가 숲에 살고 있는 바유스타데는 농장에서

자차르칸이라는 과일을 수확하 습니다.수확한 자

차르칸을 한 상자에 20개씩 같이 담아 4상자를

팔려고 합니다.

• 바유스타데가 시장에 팔 자차르칸의 수는 모두 몇 개

10′

※ 생각한 결

과에 해서

다.학습 자료 용 수업 시

<표 Ⅲ-3>수학과 다문화 이해 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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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지 생각해 보시오.

-80입니다.

•왜 그 게 생각하는지 짝과 함께 의논하기

-구체물 조작을 통해 실제 더해보니 80개가 나왔다.

-한 상자에 20개씩이므로 이것을 4번 더해서 80이 나

왔다.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해보기

-수모형이나 돈 모형으로 알아보기,덧셈식으로 알아

보기,곱셈식으로 알아보기 등

모두 정

으로 수용해

다.

※다양한 답

변이 나오도

록 유도한다.

문제

해결

【활동2】차근차근 풀어요!

• 20×4의 계산을 수모형으로 묶어보기

• 2×4에서 2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 2×4에서 4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20×4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수모형 그림을 보고 20씩 4묶음은 20×4와 같은 곱셈식

으로 쓰기

•머리셈으로 2×4=8을 계산한 후 계산한 8에 0을 쓸 수

있음을 생각하기

6′

다문화 【활동3】암호를 해결해요!

•다문화 학습지 해결하고 캡틴 잭이 찾아가야 할 바유스

타데의 나라 찾아내기

-문제 해결하고 암호 해독하여 나라 찾기

•캡틴 잭이 찾아가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몽골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국기 색칠하기

•몽골에 한 읽기 자료 읽어보기

12′
▶다문화 학

습지

▶읽기 자료

정리 학습

정리

▶ 다문화 내면화

• 스스로 평가 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 (몇 십)×(몇)의 계산 원리와 계산 형식 짝에게 설명하기

•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이나 느낀 이야기 나 기

• 새롭게 알게 된 이나 학습 활동의 흥미로운 발

표하기

• 문제를 풀면서 찾아낸 몽골에 한 동 상보기

▶ 차시 고

• (두 자리 수)×(한 자리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7′
▶스스로평가

활동지

▶

http://100.nav

er.com/100.nh

n?type=video

&media_id=90

2122&docid=6

3913&dir_id=1

0040113

본시평가

계 획
◦ (몇 십)×(몇)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계산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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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다문화 수학 학습 자료] [그림 Ⅲ-4다문화 수학 학습지] 

[그림 Ⅲ-5다문화 수학 학습지] [그림 Ⅲ-6스스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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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일기에 쓴 학생 소감문]

3.연구의 도구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용한 후

다문화 인식의 변화와 다문화 수학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해 선행연구

를 고찰한 후 연구에 합한 문항을 제작하 다.설문지의 문항은 동학년 담임

교사 2명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여 Likert5 척도로 측정하 다.

4.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는 사 검사,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두 차례 자료를 수집하 다.

수합된 자료는 SPSS(StatisticalPackagefortheSocialScience)12.0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등학교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수학 수업에 용시켰을

때,학생들의 다문화에 한 인식과 다문화에 한 편견에 변화가 있는지를 조

사하 고, 등학교 수학과의 다문화교육 로그램으로 인한 수학 수업에 한

만족도는 백분 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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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본 연구는 수학 수업시간에 33명의 학생들에게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용하기 과 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에 응답하게 하여 조사하 다.

1.다문화 인식에 한 변화

본 연구에서 6차시의 등학교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용

한 후 다문화에 한 인식과 다문화 편견 의식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후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하여 Pair-wise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다문화 인식에 한 사 -사후 검증

문항
집단

분류
N 평균

표

편차
t

P유의도

(양측검정)

나는 다문화의 의미와내

용에 하여 알고 있다.

사 33 3.00 1.275
-4.890 .000

사후 33 4.12 .820

나와 다른 인종․민족일지

라도 존 해주어야 한다.

사 33 3.97 1.159
-3.218 .003

사후 33 4.64 .742

나는 다문화가정의 친구

와 짝이 되고 싶다.

사 33 3.45 1.277
-3.004 .005

사후 33 4.30 .847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사 33 3.12 1.111
-5.214 .000

사후 33 4.58 .830

정부나 공공기 에서 다

문화가정을 도와주는 일

은 바람직한 일이다.

사 33 3.55 1.201
-4.010 .000

사후 33 4.61 .609

외국인 이주민들이 늘어

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

욱 풍부해진다.

사 33 2.39 .933
-2.426 .003

사후 33 3.94 .899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하다.

사 33 3.42 1.458

-3.203 .005

사후 33 4.24 .83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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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은 등학교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용하기

과 후의 다문화 인식의 변화에 한 사 -사후 검증표이다.다문화 인식에 평

균이 사 보다 모든 문항에 하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평균값

의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하여 각 문항에 해 99% 신뢰구간에서

t-test를 실시한 결과 P값이 .01보다 작게 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냈다.이는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용한 후 등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는 다문화 인식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2.다문화 편견에 한 변화

<표 Ⅳ-2>다문화 편견 의식에 한 사 -사후 검증

문항
집단

분류
N 평균

표
편차 t

P유의도

(양측검정)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 학생

들과 따로 분리되어 교육 받아

야 한다.

사 33 2.70 1.489
3.032 .005

사후 33 1.61 .998

손으로 밥을 먹는 나라의 사람

은 지 분하다.

사 33 2.70 1.237
5.523 .000

사후 33 1.58 .867

피부색이 나와 다른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사 33 2.85 1.278
7.250 .000

사후 33 1.58 .830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들의 통이

나 생활습 을 버리고 한국

통과 생활습 을 따라야 한다.

사 33 2.97 1.510

4.195 .000

사후 33 1.97 1.159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

화보다 훨씬 우수하다.

사 33 3.64 .962
6.051 .000

사후 33 2.27 1.126

다문화가정은 한국인이 될 수

없다.

사 33 2.73 1.506
5.183 .000

사후 33 1.55 .869

다문화교육은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할 필요가 별

로 없다.

사 33 2.82 1.402
4.360 .000

사후 33 1.79 .96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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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범주 빈도(명) 비율(%)

수업

내용의

합성

유익성

매우도움이 되었다. 21 63.6

약간 도움이 되었다. 12 36.4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계 33 100

난이도

무 어려웠다. 3 9.1

조 어려웠다. 5 15.2

했다. 20 60.6

쉬웠다. 3 9.1

무 쉬웠다. 2 6.0

계 33 100

<표 Ⅳ-2>는 등학교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를 용하기

과 후의 다문화 편견 의식의 변화에 한 사 -사후 검증표이다.다문화 편견

의식의 평균이 사 보다 사후에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평균값의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하여 다문화 편견 의식에 한 각 문항에 해

유의수 99% 신뢰구간에서 t-test를 실시한 결과 P값이 .01보다 작게 나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이는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

료를 용한 후 등학생들의 다문화 편견 의식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 학습 자료는 다문화 편견 의

식 해소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3.다문화 수학교육 만족도

다문화 수학교육 수업내용의 합성,수업 근성 교육의 반 만족도

조사를 해 원은경(200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만족도 조사지를 이용

하여 교육이 끝난 후 실시하 다.실험집단의 다문화 수학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는 <표Ⅳ-3>과 같다.

<표 Ⅳ-3>다문화 수학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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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근성

흥미도

매우 흥미를 느 다. 19 57.6

약간 흥미를 느 다. 11 33.3

보통이다. 3 9.1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계 33 100

이해도

충분히 이해했다. 8 24.2

부분 이해했다. 15 45.5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조 있었다. 7 21.2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3 9.1

부분 이해하지 못했다.

계 33 100

수학과

다문화

교육

필요성

반드시 필요하다. 17 51.6

필요하다. 14 42.4

보통이다. 2 6.0

별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계 33 100

다문화

이해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 60.6

조 도움이 되었다. 10 30.3

보통이다. 3 9.1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도움이 안 되었다.

계 33 100

교육 반

만족도
참여도

꼭 참여할 것이다. 20 60.6

참여하고 싶다. 8 24.2

지 은 잘 모르겠다. 5 15.2

참여할 생각이 별로 없다.

참여하지 않겠다.

계 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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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지의 모든 문항은 5 척도로 구성하 다.<표Ⅳ-3>에서 나타난

각 평가항목의 빈도분석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수업 내용의

합성’을 평가하기 한 두 항목인 ‘유익성’과 ‘난이도’항목 ‘유익성’의 빈도

분석 결과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에 63.6%(21명),‘약간 도움이 되었다’에

36.4%(12명)의 학생이 응답하여 조사 상 33명 모두 다문화 수학교육이 유익

했다고 답을 하 다.‘난이도’의 항목의 빈도분석 결과는 ‘ 했다’에 60.6

%(20명),‘조 어려웠다’에 15.2%(5명),‘쉬웠다’에 9.1(3명)%가 응답하여 응답자

의 부분이 다문화 수학교육의 내용이 했다는 답을 하 다. 체의

24.3% 정도의 학생이 ‘조 어려웠다’와 ‘무 어려웠다’는 답을 하여 이들을

한 학습 자료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수업 근성’평가를 한 ‘흥미도’,‘이해도’빈도분석 결과에서 ‘흥미도’항목은

‘매우 흥미를 느 다’에 57.6%(19명),‘약간 흥미를 느 다’에 33.3%(11명)가 응답

하여 조사 상 학생들의 부분은 흥미를 느끼며 수업에 참여했다는 정 인

답을 하 다.‘이해도’항목의 빈도 분석 결과는 ‘충분히 이해했다’에 24.2%(8명),

‘부분 이해했다’에 45.5%(15명),‘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조 있었다’에 21.2%(7

명),‘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에 9.1%(3명)가 응답하여 조사 상 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반 내용과 활동에 한 이해를 묻는 문항에 정 인 답을

하 다.그러나 다른 항목에 비해 ‘이해도’항목에서 부정 인 응답 비율이 높아

차후 그에 한 다문화 수학 학습 자료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학과 교과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평가 항목에서는 ‘꼭 필요하다’에

51.6%(17명),‘필요하다’에 42.4%(14명)가 응답하여 수학교과에서도 다문화교육

을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수학과 내용에 다문화 이해 교육 내용을 반

하여 학습한 결과 ‘다문화 이해도’ 역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에 60.6%(20

명),‘조 도움이 되었다’에 30.3%(10명)가 응답하여 지속 으로 수학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반 만족도’평가를 한 ‘참여 의사도’항목의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하고 싶다’에 60.6%(20명),‘꼭 참여할 것이다’에 24.2%(8

명),‘지 은 잘 모르겠다’에 15.2%(5명)가 응답하 다.차후 이러한 형식과 내용

의 다문화 수학교육을 실시할 경우 부분의 학생들은 참여한다고 답하여

다문화 수학교육에 반 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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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학교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내용과 련이 많은 사회,국어,도덕 교과 등의

특정교과 심과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등의 특정시간 심으로 다문화교육 자

료가 개발되고 실시되고 있다.보편화되어 가는 다문화사회 상에 따른 다문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교육과정과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자

연스럽게 포함되어야 하며,모든 교과에서 실시하여야 한다.이에 본 연구는 다

문화교육의 심교과 아닌 수학과의 다문화교육 실시를 해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는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본 연구를 통해 수학과에서의 다문화교육 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학 교과를 통하여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어떻게 수학 의사소통을 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수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다른 문화를 이

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며,이를 통해 존하는 다양한 문화와 문화 시각을 익

힐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수학 시간에 수학의 다양한 문제를 다문화 상황에서 다룸으로써 다문

화사회에 한 이해를 높이고,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에 하여 갖고 있는 편

견과 선입견이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서로 다른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수학시간에 다문화 련 자료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

고 흥미롭게 수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학 문제해결력을 키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수학 교과 시간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

고,수학 다문화교육을 통해 등학생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문

화에 해 개방 이고 수용 인 태도를 길러 다문화에 한 편견 의식을 해소

하며 서로 존 하고 력하려는 태도를 육성하게 하 으므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 등학교 3학년 1개 반 학생 33명 상으로 6차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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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짧은 시간동안 다문화 수학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 다.따라

서 후속연구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학년에서 많은 수의 학생을 상으로 다

문화 수학교육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그에 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

기를 바란다. 한,수학과 교육 내용에 다문화 련 자료를 활용하 더니 학생

들의 참여도가 높아 수학 문제 해결력도 높아져서 앞으로 이 부분의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변하는 다문화사회에 처하기 해서는 모든 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을

한 자료개발과 보 ,그에 따른 교사교육이 필요한 시 이다.따라서 일부 교과

에서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실제 이고

효과 인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연구 자료개발과

련된 국가 수 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 한 교재와 자료연구도 요하지만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비교사, 직교사 문가

양성교육 한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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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velopmentandApplicationofMathematics

MaterialsofElementarySchoolfor

UnderstandingMulticulturalEducation

Kang,JungYi

MajorinElementaryMathematics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Kim,HaeGyu

Thepurposeofthisstudyistodeveloplearningmaterialswhichreflects

theculturaldiversityinthemathematiccurriculumsandexaminetheeffect

oftheirapplicationinorderforelementaryschoolstudentstohavealiberal

andopenattitudetowardvariousethnicculturesandtoadaptthemselvesto

amulticulturalsociety.Multiculturaleducationinmathematicesisachieved

by changing students'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values through the

applicationofeffectivenessmathematicsmulticulturalprogram.

Multiculturaleducationalprograms which contain the contents about

interculturalunderstanding,diversity andequalityaredesignedin thesix

periodsofmathematicsin the3rd gradeelementary schoolmathematics

* A thesissubmittedtothecommitteeofGraduateSchoolofEducation,Jeju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fulfillmentoftherequirementsforthedegreeofMasterof

EducationconferredinAugus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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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The program includes elements ofethnographic multicultural

valuesofmathematicsinthestorypartofmathematicsworkbook.

Thetargetgroupwasthirtythree3rdgradestudentsintheelementary

school from the first class. Before and after applying multicultural

educationalprograms,awarenessaboutmulticulturalvalues and prejudice

againstmulticulturalvaluesandachangeinstudents'perceptionsofthe

mathematicsclasseswererespectivelysurveyedbyaquestionnaire.T-test

usingSPSS12.0packagewascarriedouttostatisticallyprovethedifference

ofstudents'perception.Theresultswereasfollows;

Afterconductingprogramsforunderstandingmulticulturalvaluesinthe

elementaryschoolmathematics,multicultrualawarenesshasbeenindicated

assignificantlyhighinthelevelof99% confidenceinterval.Theprejudice

againstmulticulturalsocietyhasbeendecreasedsignificantly.Ithasbeen

proven thatthe developed teaching-learning materials forunderstanding

multiculturalvaluesintheelementaryschoolmathematicshaveapositive

influence.

Thisstudynaturallyincludesmulticulturaleducationinthe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mathematics and suggests detailed plans to apply in

multiculturaleducation.Thisstudyfostersstudents'attitudestounderstand

culturaldiversityanddevelopstudents'liberalandopenattitudetovarious

cultures.Therefore,thisstudygiveseffectiveaidtomathematicsteachersin

theeducationfield.

keywords:MulticulturalEducation(다문화교육),MulticulturalUnderstanding

Education(다문화 이해 교육),MulticulturalMathematicsEducation(다문화

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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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1.다문화 수학교육 1차시 교수․학습 자료

2.다문화 수학교육 2차시 교수․학습 자료

3.다문화 수학교육 3차시 교수․학습 자료

4.다문화 수학교육 4차시 교수․학습 자료

5.다문화 수학교육 5차시 교수․학습 자료

6.다문화 수학교육 6차시 교수․학습 자료

[부록 2]설문지

[부록 3]다문화 수학교육 만족도 조사지



- 49 -

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 원 1.10000까지의 수 차 시 8/8

학습주제 원시 시 의 수 표 교 과 서 수학 익힘 19

학습목표
♣ 원시 시 에 사용되었던 수를 알 수

있다.

다문화

교육 내용
평등성

학습자료
교사 다문화 학습자료,PPT,학습지

수업 유형 체형
학생 국어사

단계
학습

요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분)

자료(▶)

유의 (※)

도입 동기

유발

▶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이야기마당 자료 다른 숫자들 읽어보기

•어느 나라의 숫자들이 나와 있나요?

-인도․아라비아 숫자,로마 숫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숫자는 어느 나라 숫자인가요?

-인도․아라비아 숫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들이 있나요?

5′ ▶ PPT

학습문

제확인
▶ 학습 문제 확인

♣ 원시 시 에 사용되었던 수를 알아 시다.

학습활

동안내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다른 숫자들

【활동2】우리말 속에 숨어 있는 수

【활동3】원시 시 의 수 표

개 학습활

동 개

다문화

▶ 다문화 이해 활동 개

【활동1】다른 숫자들

•로마 숫자와 인도․아라비아 숫자 비교하기

•인도․아라비아 숫자 표기 방법 알아보기

-0,1,2,3,4,5,6,7,8,9를 기본 숫자로 한다.

-기본 숫자의 치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로마 숫자 표기 방법 알아보기

-Ⅰ,Ⅴ,Ⅹ,L,C,D,M을 기본 숫자로 하고 있다.

-기본 숫자의 치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작은 기본 숫자가 큰 기본 숫자의 오른쪽에 있으면

덧셈으로 계산하여 나타낸다.

10′ ▶ PPT

[부록 1]1.다문화 수학교육 1차시 교수․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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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작은 기본 숫자가 큰 기본 숫자의 왼쪽에 있으면 뺄

셈으로 계산하여 나타낸다.

•로마 숫자 Ⅺ,Ⅸ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어떤

수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Ⅺ는 11,Ⅸ는 9

【활동2】우리말 속에 숨어 있는 수

•우리말에서 수를 나타내는 낱말을 알고 있나요?

-백,천,만,억,해 등등

•우리말의 ‘온’,‘즈믄’,‘드먼’이 나타내는 수 알아보기

•국어사 을 찾아서 알아보기

-‘온’은 ‘백’,‘즈믄’는 ‘천’,‘드먼’은 ‘만’을 나타냄

•그 외에도 ‘골’,‘잘’등이 있음

•우리 말 에 ‘만’이 들어간 낱말 찾아보기

-만세,만두,만국기,만년필,만화,만원경 등

【활동3】원시 시 의 수 표

•우리 몸을 이용하여 수를 표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 발가락으로 셀 수 있다.

•뉴기니아 섬의 푸아 족이 사용했던 온 몸을 이용한

수 표 방법 알아보기

•그림을 보고 원시인이 표 하고자 하는 수 알아보고

합과 차 구하기

-가는 25마리,나는 12마리

•짝과 함께 몸을 이용하여 수를 표 해보고 가 큰 수

인지 알아보기

10′

10′

※ 생각한

결과에 해

서 모두

정 으로 수

용해 다.

▶ 다문화

학습지

▶ 국어사

▶ 다문화

학습지

정리 학습

정리

▶ 학습 정리

• 스스로 평가 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 다른 숫자들에 해 공부한 내용 짝에게 설명하기

•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이나 느낀 이야기 나 기

• 새롭게 알게 된 이나 학습 활동의 흥미로운 발

표하기

▶ 차시 고

• 고 이집트의 수에 하여 알아보기

5′

▶스스로평

가 활동지

본시평가

계 획
◦ 다른 숫자들의 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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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 원 1.10000까지의 수 차 시 8/8

학습주제 고 의 수 교 과 서 수학 익힘 19

학습목표
♣ 고 이집트 수의 특징을 알 수 있

다.

다문화

교육 내용
다양성

학습자료
교사 다문화 학습자료,PPT,학습지

수업유형 체형
학생

단계
학습

요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분)

자료(▶)

유의 (※)

도입 동기

유발

▶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이집트 나일강의 계 ’동 상 보기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라미드,스핑크스

•나일강이 범람을 알아내기 해 어떤 것들이 발달

했을까요?

-달력,수학,과학,숫자

•고 이집트에는 어떤 숫자가 있었을까요?

5′ ▶동 상자료

http://www.i-s

cream.com

학습문

제확인
▶ 학습 문제 확인

♣ 고 이집트의 수에 하여 알아 시다.

학습활

동안내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수 표 방법

【활동2】수 읽고 쓰기

【활동3】다른 나라의 수 표 방법

개 학습활

동 개

다문화

▶ 다문화 이해 활동 개

【활동1】수 표 방법

•1부터 9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표 하 나요?

-막 기를 개수만큼 늘어놓는 방법으로 표 했다.

•10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표 하 나요?

-끈,연꽃,손가락,새,신 등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 했다.

•손잡이가 10을 나타내고 연꽃이 1000을 나타내는

이유 생각해보기

-10개씩 모아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

들었을 것이다.

-연꽃이 많아서 1000일 것이다.

8′ ▶ PPT

▶ 다문화 학습

지

※ 생각한 결

과에 해서 모

두 정 으로

수용해 다.

[부록 1]2.다문화 수학교육 2차시 교수․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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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수 읽고 쓰기

•고 이집트의 수 표 방법을 보고 수 읽어보기

• 은 ‘218’이다. 은

얼마인가요?

-60,060

•짝에게 이집트 숫자로 표 하여 숫자 읽는 문제 내

보기

•이집트 수에서는 수를 나타내는 그림의 치가 달

라지면 수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림의 치가 달라져도 수의 크기는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치가 달라지면 크기도

달라지는데,이집트 숫자는 그 지 않다.

10′ ▶ 다문화 학습

지

다문화 【활동3】다른 나라의 수 표 방법

•고 에 사용했던 숫자들은 이집트 숫자 외에도 여

러 가지가 있어요.

-바빌로니아의 수,마야의 수,로마 수 등이 있어요.

•바빌로니아 수는 어떤 방법으로 표 했나요?

-‘v'를 하나씩 늘려서 표 하고 있어요.

-10은 'v'를 으로 돌려서 표 했어요.

•그럼 11은 어떻게 표 할지 써 보세요.

•마야의 수는 어떤 방법으로 표 했나요?

-작은 동그라미로 1,2,3,4를 표 하고 막 로 5를

표 했어요.

-6은 막 에 동그라미 하나를 어서 표 했어

요.

12′ ▶ 다문화 학습

지

※ 활동자료를

보고 다양한 방

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정리 학습

정리

▶ 학습 정리

• 스스로 평가 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 다른 숫자들에 해 공부한 내용 짝에게 설명하기

•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이나 느낀 이야기 나 기

• 새롭게 알게 된 이나 학습 활동의 흥미로운

발표하기

▶ 차시 고

• 세 자리수의 덧셈 알아보기

5′

▶스스로평가

활동지

본시평가

계 획
◦ 다른 숫자들의 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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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 원 3.평면도형 차 시 7/7

학습주제 이슬람과 교류하기 교 과 서
수학 익힘

49-50

학습목표
♣ 이슬람 문화를 알아보고 모양조각을

이용하여 독창 인 무늬를 꾸 수 있다.

다문화

교육 내용
평등성

학습자료
교사

다문화 학습자료,동 상 자료,

패턴블록,테셀 이션 수업유형 체형

학생 색연필,싸인펜

단계
학습
요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분)

자료(▶)

유의 (※)

도입 동기

유발

▶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이슬람문화 홍보 동 상 보기

•동 상을 보고 떠오르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

•동 상을 보고 떠오르는 종교가 있나요?

-이슬람교

•이슬람 문화에 하여 알고 있는 이야기 나 기

5′ ▶ 동 상

http://blog.na

ver.com/4frie

nd1987?Redir

ect=Log&log

No=90074812

934&jumping

Vid=C32A55

E893381F147

B10264FEEF

201E046B6

학습문

제확인

▶ 학습 문제 확인 3′

♣ 이슬람 문화를 알아보고 모양조각을 이용

하여 독창 인 무늬를 꾸 수 있어요.

학습활

동안내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이슬람 문화 알아보기

【활동2】이슬람 사원의 내부 모습 살펴보기

【활동3】나만의 무늬 꾸미기

개 학습활

동 개

다문화

▶ 다문화 이해 활동 개

【활동1】이슬람 문화 알아보기

•‘술라미는 배고 ’학습자료 읽어보기

•술라미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어라

고 부르나요?

-무슬림

•라마단 기간은 무엇인가요?

-아침부터 녁까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라마단 기간에 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7′ ▶ PPT

▶ 읽기자료

[부록 1]3.다문화 수학교육 3차시 교수․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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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나쁘다.

-무슬림만의 독특한 문화일 것이다.

•무슬림의 의상의 특징은 어떤가요?

-천으로 온 몸을 감싸듯이 옷을 입는다.

【활동2】이슬람 사원의 내부 모습 살펴보기

•이슬람 사원 내부의 무늬들은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원,삼각형,사각형,별 등

•사원 내부의 무늬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같은 무늬를 반복하여 규칙 으로 배열하 다.

•이런 규칙 인 무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에는 무엇이 있나요?

-카펫,바닥 타일 등

•이런 규칙 인 무늬들은 이집트,페르시아,로

마,아라비아, 국,일본,우리나라의 통문양

에서도 발견됩니다.

【활동3】나만의 무늬 꾸미기

•이슬람 사원에서 볼 수 있는 규칙 인 무늬와

우리 통문양에서 볼 수 있는 무늬들을 생각하

며 패턴블록과 테셀 이션 모양조각을 이용하여

나만의 무늬를 꾸며 시다.

-모양조각을 이용하여 각자 만들고 싶은 무늬

꾸미고 설명하여 보기

8′

12′

▶ 사원 내

부의 모습

사진

▶ 에셔의

테셀 이

션 그림

▶ 통문양

▶ 패턴블록

테셀 이션

조각

※ 생각한

결과에 해

서 모두

정 으로 수

용해 다

정리 학습

정리

▶ 다문화 내면화

• 스스로 평가 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 이슬람문화와 모양꾸미기 활동에 해 공부한

내용 짝에게 설명하기

•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이나 느낀 이야기

나 기

• 새롭게 알게 된 이나 학습 활동의 흥미로운

발표하기

▶ 차시 고

• 같이 묶어 덜어내기 알아보기

5′
▶스스로평

가 활동지

본시평가

계 획
◦ 모양조각을 이용하여 창의 인 무늬꾸미기를 할 수 있는가?



- 58 -



- 59 -



- 60 -

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 원 5.평면도형의 이동 차 시 8/8

학습주제 평면도형 뒤집고 돌리기 교 과 서 76-77

학습목표 ♣ 평면도형을 뒤집고 돌릴 수 있다.
다문화

교육 내용
문화 간 이해

학습자료
교사 다문화 학습자료,동 상,학습지

수업유형 추가형
학생 색연필,싸인펜,네임펜,투명필름

단계
학습

요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분)

자료(▶)

유의 (※)

도입 동기

유발

▶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루비나 사랑해’애니메이션 보기

•루비나는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투명필름에 나라

이름을 어보세요.

- 키스탄

• 키스탄 통음식은 무엇이 있었나요?

-난

•이 동 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 나요?

-피부색이 다른 것은 차이일뿐 차별해야 할 것은 아

니 요.

• 키스탄 카드 뒤집어 보고 이야기 나 기

- 자가 거꾸로 보입니다.

5′ ▶동 상자

료

평택 학교

다문화교육

센터

▶ 투명필름,

네임펜

학습문

제확인

▶ 학습 문제 확인

♣ 평면도형을 뒤집고 돌릴 수 있어요.

학습활

동안내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카드 뒤집고 돌리기

【활동2】평면도형 뒤집고 돌리기

【활동3】문제해결하며 키스탄 이해하기

개 학습활

동 개

다문화

▶ 다문화 이해 활동 개

【활동1】카드 뒤집고 돌리기

• 키스탄이라고 쓰인 카드 뒤집은 후 돌려 보기

• 자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 자 모양이 거꾸로 되었어요.

- 자 모양이 오른쪽 왼쪽도 바 고 ,아래도 달

라졌어요.

8′ ▶ PPT

▶ 자카드

※ 직 해

보면서 방향

의 바뀜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부록 1]4.다문화 수학교육 4차시 교수․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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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카드를 쪽으로 뒤집은 후 방향으로 돌리

면 도장의 모양은 어떻게 변할까요?

- 쪽 부분이 오른쪽→아래쪽→왼쪽→ 쪽으로 바

뀝니다.

【활동2】평면도형 뒤집고 돌리기

• 과  77쪽 활동 2  쪽 도형  른쪽  집

 후  방향  돌  때 생기는 양  알

아 시다.

•도형  움직 기 전에 움직  도형  양  어떻게 

지 생각해 시다. 

-방향  많  바뀌어 쪽  른쪽 아랫

에  것 같습니다. 

• 른쪽  집  후 방향  돌린 도형  양  어떻

게 변했습니까?

-도형  양  쪽  아래쪽 , 쪽  

른쪽  바뀝니다. 

10′

다문화 【활동3】문제 해결하며 키스탄 이해하기

•학습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번호에 알맞은 색을

칠하면 오늘 공부한 나라의 국기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사말도 알아보고,문화도 알아

보도록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국기 색칠하기

• 키스탄의 국기 그려 보았나요?

• 키스탄의 한 학습자료 읽으면서 ( )안에 들어갈

낱말 찾아보세요.

12′ ▶ 다문화

학습지,색

연필,싸인

펜

정리 학습

정리

▶ 학습 정리

• 스스로 평가 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 다른 숫자들에 해 공부한 내용 짝에게 설명하기

•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이나 느낀 이야기 나 기

• 새롭게 알게 된 이나 학습 활동의 흥미로운 발

표하기

▶ 차시 고

• 세 자리수의 덧셈 알아보기

5′

▶스스로평

가 활동지

본시평가

계 획
◦ 주어진 도형을 뒤집고 돌려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 62 -



- 63 -



- 64 -



- 65 -



- 66 -

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 원 6.곱셈 차 시 1/8

학습주제 (몇 십)×(몇)계산하기 교 과 서 82-83

학습목표
♣ (몇 십)×(몇)을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내용
문화 간 이해

학습자료
교사 다문화 학습자료,동 상 자료

수업유형 추가형
학생 색연필,싸인펜

단계
학습
요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분)

자료(▶)

유의 (※)

도입 동기

유발

▶ 시학습상기

• 구구단에 한 퀴즈 알아맞히기

• 30+30+30을 표 하는 곱셈식 알아보기

-30×3입니다.

▶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선물 상자를 열고 편지 읽어보고 동 상 보기

•동 상과 편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라 생각해 보고

말하여 보기

- 국,일본,베트남,몽골 등

•학습자료 읽어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 생각해보기

5′ ▶ PPT

▶ 편지상자

▶동 상자료
http://home.e
bs.co.kr/reVie
wLink.jsp?co
mmand=vod
&client_id=w
orldchildren&
menu_seq=2
&enc_seq=30
73551&out_cp
=naver

학습문

제확인
▶ 학습 문제 확인

♣ (몇십)×(몇)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학습활

동안내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생각을 열어요!

【활동2】차근차근 풀어요!

【활동3】암호를 해결해요!

개 학습활

동 개

다문화

▶ 다문화 이해 활동 개

【활동1】생각을 열어요!

• 생각열기를 통해 (몇십)×(몇)의 계산 원리 탐색하기

타이가 숲에 살고 있는 바유스타데는 농장에서 자차

르칸이라는 과일을 수확하 습니다.수확한 자차르칸

을 한 상자에 20개씩 같이 담아 4상자를 팔려고 합

니다.

• 바유스타데가 시장에 팔 자차르칸의 수는 모두 몇

개가 될지 생각해 보시오.

10′

※ 생각한 결

과에 해 서

[부록 1] 5.다문화 수학교육 5차시 교수․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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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입니다.

•왜 그 게 생각하는지 짝과 함께 의논하기

-구체물 조작을 통해 실제 더해보니 80개가 나왔다.

-한 상자에 20개씩이므로 이것을 4번 더해서 80이 나

왔다.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해보기

-수모형이나 돈 모형으로 알아보기,덧셈식으로 알아

보기,곱셈식으로 알아보기 등

모두 정

으로 수용해

다.

※다양한 답

변이 나오도

록 유도한다.

문제

해결

【활동2】차근차근 풀어요!

• 20×4의 계산을 수모형으로 묶어보기

• 2×4에서 2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 2×4에서 4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20×4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수모형 그림을 보고 20씩 4묶음은 20×4와 같은 곱셈

식으로 쓰기

•머리셈으로 2×4=8을 계산한 후 계산한 8에 0을 쓸 수

있음을 생각하기

6′

다문화 【활동3】암호를 해결해요!

•다문화 학습지 해결하고 캡틴 잭이 찾아가야 할 바유

스타데의 나라 찾아내기

-문제 해결하고 암호 해독하여 나라 찾기

•캡틴 잭이 찾아가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몽골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국기 색칠하기

•몽골에 한 읽기 자료 읽어보기

12′

▶다문화 학

습지

▶읽기 자료

정리 학습

정리

▶ 다문화 내면화

• 스스로 평가 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 (몇십)×(몇)의 계산 원리와 계산 형식 짝에게 설명하기

•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이나 느낀 이야기 나 기

• 새롭게 알게 된 이나 학습 활동의 흥미로운 발

표하기

• 문제를 풀면서 찾아낸 몽골에 한 동 상보기

▶ 차시 고

• (두 자리 수)×(한 자리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7′

▶스스로평가

활동지

▶

http://100.na

ver.com/100.

nhn?type=vid

eo&media_id

=902122&doc

id=63913&dir

_id=10040113

본시평가

계 획
◦ (몇십)×(몇)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계산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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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안

단 원 6.곱셈 차 시 8/8

학습주제 놀랍고 기발한 고 의 곱셈 교 과 서 수학 익힘 103

학습목표
♣ 고 의 곱셈 계산 원리를 알고 곱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내용
다양성

학습자료
교사 다문화 학습지,이야기 자료

수업유형 추가형
학생

단계
학습
요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분)

자료(▶)

유의 (※)

도입 동기

유발

▶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2×4의 뜻은 무엇일까요?이야기 듣기

•어떤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곱셈을 어떻게 했는지에 한 이야기

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13×5를 어떻게 계산하 나요?

-13×5는 13을 5번 더한 값이니 13을 4번 더한 값과

13을 1번 더한 값을 각각 구한 다음 마지막에 합

하 습니다.

5′ ▶ PPT

▶이야기자료

학습문

제확인

▶ 학습 문제 확인

♣ 고 의 곱셈 계산 원리를 알고 곱셈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어요.

학습활

동안내

▶ 학습 활동 안내

【활동1】고 이집트 곱셈법

【활동2】러시아 농부 곱셈법

【활동3】인도의 격자 곱셈법

개 학습활

동 개

다문화

▶ 다문화 이해 활동 개

【활동1】고 이집트 곱셈법

•고 이집트 곱셈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 는지 생

각해 시다.

-계속 2배씩 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2배씩 해서 나온 수들을 더하여 곱셈식을 계산하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13×5를 어떻게 계산하 나요?

-13×5는 5를 13번 더한 값이니 8번에 4번에 1번을 더하

여 5+20+40=65로 계산했어요.

•표에서 76은 어떤 값의 곱인지 찾아보세요.

10′
▶다문화 학

습지

※ 생각한 결

과에 해 서

모두 정

[부록 1]6.다문화 수학교육 6차시 교수․학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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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입니다.

•13×7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표에 어서 계산해

보세요.

-91이 나옵니다.

•이집트 곱셈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2배씩 해서 나온 값들을 덧셈 방법으로 계산했어요.

으로 수용해

다.

문제

해결

【활동2】러시아 농부 곱셈법

• 러시아 농부 계산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 는지

생각해 시다.

-A단은 반씩 나 어서 계산한 것 같아요.

-B단은 2배씩 계산했어요.

• 27×6은 어떻게 계산하 나요?

-반으로 나 었을 때 홀수 값들만 더했어요.

-짝수에서 나온 값은 더하지 않았어요.

• 13×7을 러시아 농부 곱셈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91이 됩니다.

•러시아 농부 곱셈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 나요?

-나눗셈과 곱셈,덧셈의 방법을 모두 사용했어요.

10′ ▶다문화 학

습지

다문화 【활동3】인도의 격자 곱셈법

•인도의 격자 곱셈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 는지 생

각해 시다.

- 쪽과 오른쪽에 있는 수를 곱해서 각선을 기 으

로 답을 써 놓았어요.

-곱해서 나온 값을 같은 각선에 있는 수끼리 더했어

요.

•13×7을 인도의 격자 곱셈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91이 됩니다.

•비어있는 칸에는 스스로 숫자를 써서 계산해 보세요.

10′ ▶다문화 학

습지

정리 학습

정리

▶ 다문화 내면화

• 스스로 평가 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 고 의 곱셈 계산 원리와 계산 형식 짝에게 설명하기

•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이나 느낀 이야기 나 기

• 새롭게 알게 된 이나 학습 활동의 흥미로운 발

표하기

▶ 차시 고

• 분수만큼 알 수 있어요

5′
▶스스로평가

활동지

본시평가

계 획
◦ 고 의 곱셈 계산 원리를 알고 곱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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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학생 여러분의 다문화에 한 인식과 다문화 편견 의식에 하

여 알아보고 등학교 수학과의 다문화 이해 교육에 반 정도를 알아보기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결과는 학생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다문화와 련된 수업 학습 자료로 공부할 수 있는 방

안을 연구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며,다른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습니

다.

본 설문지의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내용을 읽어가며 여러

분의 평소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한 문항에

한 군데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한 연구 목 이외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

며 개인정보와 응답내용은 모두 이명으로 처리되어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철

히 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수학교육 공

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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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

들로 구성된 가정으로서,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의미하며,

북한이탈주민 가정도 포함합니다.

번호 문항
매우

그 다

체로

그 다

보통

이다

체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1
나는 다문화의 의미와 내용에 하여 알

고 있다.

2
나와 다른 인종․민족일지라도 존 해주

어야 한다.

3
나는 다문화가정의 친구와 짝이 되고 싶

다.

4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5
정부나 공공기 에서 다문화가정을 도와

주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6
외국인 이주민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

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7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응하

는 것보다는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하다.

8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 학생들과 따로

분리되어 교육 받아야 한다.

9
손으로 밥을 먹는 나라의 사람은 지 분

하다.

10
피부색이 나와 다른 사람과는 가까이 하

고 싶지 않다.

11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동

안 자신들의 통이나 생활습 을 버리고

한국 통과 생활습 을 따라야 한다.

12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보다 훨

씬 우수하다.

13 다문화가정은 한국인이 될 수 없다.

14
다문화교육은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나라

에서는 할 필요가 별로 없다.



다문화 수학교육 만족도 조사지

※ 여러분이 참여한 다문화 수학교육에 한 만족도 조사를 한 질문입니다.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다문화 수학교육이 수학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여러분이 이해하기에 다문화 수학교육의 내용은 어떠했나요?

① 무 어려웠다.

② 조 어려웠다.

③ 했다.

④ 쉬웠다.

⑤ 무 쉬웠다.

3.여러분은 이 활동으로 다문화 수학교육의 내용에 재미와 흥미를 느 나요?

① 매우 흥미를 느 다.

② 약간 흥미를 느 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⑤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부록 3]다문화 수학교육 만족도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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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문화 수학교육 내용에 한 여러분의 이해도는 어떠했나요?

① 충분히 이해했다.

② 부분 이해했다.

③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조 있었다.

④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⑤ 부분 이해하지 못했다.

5.수학시간에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필요하지 않다.

6.다문화 수학교육이 다문화 사회에 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조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⑤ 도움이 안 되었다.

7.다문화 수학교육을 다음에 실시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① 꼭 참여할 것이다.

② 참여하고 싶다.

③ 지 은 잘 모르겠다.

④ 참여할 생각이 별로 없다.

⑤ 참여하지 않겠다.




	국문초록  ⅳ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문제 
	3. 용어의 정의 
	4.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교육 
	2. 수학과에서 다문화교육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절차 
	3. 연구의 도구 
	4. 자료의 처리 

	Ⅳ. 연구결과 
	1.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2. 다문화 편견에 대한 변화 
	3. 다문화적 수학교육 만족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