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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표

이 강의는 다문화사회의 형성 배경과 철학적 근거를 이해하고,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파악하여 올바른 사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문화교육 지도 역량
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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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① 오경석 외(2009).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② 유계숙 외(역)(2008). 만들면서 배우는 세계의 다문화. 시그마프레스.
③ 유네스코아시아 외(역)(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④ 전숙자 외(2009).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그린.
⑤ 장미영 외(2008). 다문화사회 바로서기. 글솟대.

주 기  간 강  의  내  용
참  고  내  용 초등현장

적용성교수학습방법-참고자료-과
제-학생준비-특이사항 등

1 8.27～8.31 교과소개/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강의, 강의계획서,
관련자료

2 9.3～9.7 다문화사회의 이해 강의, 토론

3 9.10～9.14 다문화사회의 문제 및 대응 〃

4 9.17～9.21 국내 다문화교육정책의 이해 〃

5 9.24～9.28 외국 다문화교육정책의 이해 〃

6 10.1～10.5 다문화교육을 위한 법령 〃

7 10.8～10.12 다문화 관련 주제로 UCC 제작하기 강의, 실습

8 10.15～10.19 다문화교육의 이해 1 강의, 토론

9 10.22～10.26 교실 수업에서의 다문화교육 〃

10 10.29～11.2 교과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 〃

11 11.5～11.9 다문화교육의 이해 2 〃

12 11.12～11.16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하여 조사하기 강의, 조사, 실습  

13 11.19～11.23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실 : 베트
남, 필리핀

강의, 토론

14 11.26～11.30
다문화교육 자료의 제작 및 활용: UCC 제작 
및 조사 결과 발표

강의, 발표, 토론

15 12.10～12.14 종합정리 및 기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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