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과 타인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가치 인정 조이 드 레오 배경내

무지개의 색깔: 자문화 우월주의 버리기 오펠리아 두란테 배경내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로레타 카스트로 황정한

문화적 정체성의 강화 제니 티스데일, 로버트 티스데일 박정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백



자신과 타인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가치 인정

주제 문화적 존중 화해 그리고 연대

저자 조이 드 레오

역자 배경내

 문화, 문화적 권리, 다문화주의의 의미

 다문화주의의 실제 사례

 다양한 문화/종족 집단의 생활양식

 각 문화의 기여와 긍정적 요소

 문화에 대한 존중을 실천에 옮기는 방안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

소

주

제

활동 목표

 문화, 다문화주의, 존중의 의미를 이해한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학습한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다문화주의의 사례를 발

견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롭게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자신과 타인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시각적으로도 묘사할 수 

있다

 지방, 국가, 지역에서 존재한 대표적인 문화/종족 집단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이

해하고 그들의 미술, 문학, 음악,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발견한다.

 각 문화가 가져다준 다양한 혜택과 기여, 긍정적 요소들을 식별해 낸다.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문화사회국가들 사이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한다.

 개인적 삶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결합된 사상과 가치, 개인적 자질과 행동

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긴다.

소요 시간    

수     준    

준비물

장비

■서론

준비





1) 문화란 무엇인가

2) 문화의 기원은 무엇인가?



3) 문화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4) 문화적 권리



5) 지배 문화와 소수 문화



6) 다문화주의

7) 존중이란 무엇인가?



8) 방법론



수업 지도안

1) 활동 1: 자아 존중과 상호 존중



토론토론

2) 활동 2: 문화에 대한 이해





3) 활동 3: 문화에 대한 존중 - 다른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기



토론토론



후속 활동

종  합



무지개의 색깔:

자문화 우월주의 버리기

주제 문화적 존중 화해 그리고 연대

저자 오펠리아 두란테

역자 배경내

 토착민에 대한 차별

 토착민 차별이 가져오는 결과

소

주

제

활동 목표

 토착민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차별의 원인과 결과를 안다.

 토착민 차별 문제에 대해 토착민과 학교, 다른 사회 부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안다.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안다.

 선주민들과의 연대를 증진 시킨다.

소요 시간    

수     준    



준비물

OHP필름

참고자료

장비

■서론

준비







수업 지도안

1) 활동 1: 도입 활동 



2) 활동 2: 차별의 희생자들



토론토론

종  합



후속 활동



OHP필름 #1

차별이란 무엇인가



OHP필름 #2

토착민이란 누구인가



OHP필름 #3

무지개의 색깔들



참고자료 #1

카렌족



참고자료 #2

민다나오 섬의 루마드

트볼리족과 그들의 생계활동



참고자료 #3

아이누족 일본의 토착민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주제 문화적 존중 화해 그리고 연대

저자 로레타 카스트로

역자 황정한

 편견, 고정관념, 관용의 의미

 어떻게 편견을 인식할 수 있나

 고정관념의 영향

 어떻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는가?

 UNESCO의 관용의 원칙

소

주

제

활동 목표

 편견, 고정관념, 관용의 의미 알아보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특히 우리나

라의 고정관념 알아보기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설명해줄 수 있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기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 설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보기

소요 시간    



■서론



수업 지도안

1) 활동 1: 우린 어떻게 다른가?



2) 활동 2: 편견의 희생자

토론토론



종  합



후속 활동



OHP필름 #1

마닐라의 한 회교도 여인



OHP필름 #2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

제1조 관용의 의미 

1.1 

1.2

1.3

1.4



문화적 정체성의 강화

주제 문화적 존중 화해 그리고 연대

저자 제니 티스데일 로버트 티스데일

역자 박정혜

 문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문화와 문화적 가치

 문화적 정체성 탐구하기

 문화적 정체성 널리 알리기

소

주

제

활동 목표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기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들 발견하기

 모든 개인은 자기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개개인이 

지닌 문화 정체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인식하기

소요 시간    

수     준    



1부 자료

2부 자료

3부 자료

4부 자료

■서론

준비







수업 지도안

1) 문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준비: 자료 연구 및 수집

① 네팔 마을의 한 학교(Nepalese Village School)



② 인도양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섬의 한 학교(Christmas Island School,     

      Indian Ocean)

③ 오스트레일리아의 병원 내 학교(Australian Hospital School)



(2) 활동 1: 우리가 속한 문화권의 위치 파악하기

(3) 활동 2: 다른 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그 차이점 탐구하기



(4) 활동 3: 문화 이해하기

2) 지금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문화와 문화적 가치

(1) 준비: 자료 연구 및 수집

(2) 활동 1: 인사하기



(3) 활동 2: 문화와 문화적 가치

(4) 활동 3: 그렇다면 과연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우리의 문화 정체성 탐구하기

(1) 활동 1: 문화 정체성 다시 생각하기

(2) 활동 2: 각자가 가진 문화 아이템 공유하기



(3) 활동 3: 문화에 대한 이해 구체화하기

4) 우리가 가진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 느끼기

(1) 활동 1: 과제 검토하기



(2) 활동 2: 연극 연습하기

(3) 활동 3: 연극 보여주기



(4) 활동 4: 수업 마무리하기

토론토론



종  합



후속 활동



활동자료 #1(2장 과제)

우리 문화 고수하기

살고 싶은 나라

가져가고 싶은 물건

그 물건이 중요한 이유



활동자료 #2(Part 2 과제)

문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업 성취도 증명서(part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