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력이 있는 
교육 (CULTURALLY RESPONSIVE-
SUSTAINING EDUCATION)은 다음을 
통해 교육적 정의를 향상시킵니다.

학생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두고 또 그 가치를 
중요시 합니다.

1

엄격하고 관련성 있는  
커리큘럼 및 반억압주의적 
(anti-oppressive) 수업 
방법을 사용합니다.

2

학생, 가족 및 교직원  
간의 굳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합니다.

3

학생들이 지식, 기술 및  
비전을 발전시켜, 그로  
인하여 세상이 해방
(liberation)을 향하여  
변화할 수 있게 지원  
합니다.

4

문의 :  (NYU Metro Center) nyu-ejroc@nyu.edu

수 세기 동안 미국에 살면서 아시아 태평양 계 
미국인 (APA)은 고군분투하고 또 미국 사회에 
공헌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계 미국인 (APA) 
커뮤니티는 중국,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카리브해 등을 포함한 
20 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40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모든 학생들의 풍부한 학습과 
이해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계 
미국인 (APA)는 모든 과목의 교과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계 미국인 (APA)의 영향력 있는 인물, 역사적 
사건 및 저자들이 교과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지식들이 박탈당할 
때, 학생들은 그들의 풍부한 역사와 그 나라 
사람들의 위대함, 그들의 문화 및 이웃 문화를 
보여주는 진정한 교육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 생활에서 받는 인종 차별과 고정 
관념을 강화시킵니다.
공립학교는 반드시 학생들의 문화와 가족,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는 중심이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비전과 힘을 기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력이 있는 교육은 위의 모든 
것을 시행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저와 저의 자녀들은 실지수업에서 
소외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교과 과정이 
내 아이와 비슷하게 생긴 주인공이 있는 책, 아이의 
감성에 호소하는 수학 문제, 아이의 민족성을 강조하는 
사회 수업,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 
음악 수업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내 
아이와 미래의 반 친구들은 학습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 
균등하게 열광하게 됩니다.” 
—TAZIN AZAD, 뉴욕시(NYC) 공립학교 학부모

문화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력이 있는 
교육 (CULTURALLY RESPONSIVE-
SUSTAINING EDUCATION)이 뭘까



문화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력이 있는 교육 (Culturally Responsive-Sustaining Education - CRSE)은 학생들이 학교에 
그들의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남겨지고 잊혀져야 할 가족과 공동체는 없습니다. CRSE

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발언권이 생기고, 학교와 학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CRSE는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변화시키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준비시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문화적으로 대응성이 강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IN OUR SCHOOL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6 가지 영문학 작품 커리큘럼과 책 
목록 중에서，83 %의 책이 백인 작가가 저술했습니다.2

5 %의 책만이 아시아 작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10 %만이 
아시아계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자료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강화하고 아시아인을 포함한 모든 
유색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들은 종종 이상하거나 다른 
나라라고 묘사됩니다. 한 커리큘럼은 교사들에게 네팔에 
관한 이야기에서 네팔과의 연결점을 알려주기 보다는 “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를 
대신해, 독서 시간 동안, 학생들은 아시아 작가들이 쓴, 
아시아 캐릭터들이 주연으로 긍정적이고 고양되게 묘사된, 
다양한 책을 골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력이 있는 교육
(CRSE)은 공립학교 커리큘럼을 개선하여 

아시아계 미국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다양성과 필요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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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SE는 APA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에서 
학생들의 모습들이 대표되고 존중되는 교과 내용을 볼 수 
있는 교실과 학교를 만듭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민족이 어떤 공헌을 했는지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성취를 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롤모델을 제공합니다.

•   CRSE의 실직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과목에서 학생들은 이민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학생들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민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민자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야기와 학습을 공유합니다.

 »   교사는 농민 권리를 위해 싸우는 필리핀 계 미국인 
노동 올가나이저 레리 잇리옹(Larry Itliong)과 시민권을 
옹오했던 방글라데시 올가자니저 이브라힘 초드리
(Ibrahim Chowdury)와 같은 중요한 APA의 영향력 있는 
인물을 수업에서 다룹니다.

•    CRSE는학점 평균, 학생 참여, 긍정적 자아상, 비판적 사고 
능력, 출석률 및 졸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    모든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운다면 학교에서 왕따나 괴롭힘이 줄어 
듭니다.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 동안 교사는 이슬람 종교 및 
문화 관습에 대해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존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력이 있는 
교육(CRSE)은 학생들이 본인의 능력을 
뛰어나게 잘 발휘하게 하고, 또 친구 및 

교사와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1

교육 법무 연구 및 조직 정보 ( EJ-ROC )

NYU Metro Center의 교육적 정의 연구와 올가나이징 합동회(Education Justice Research and 
Organizationing Collaborative - EJ-ROC)는 연구원, 데이터 및 정책 분석가 및 커뮤니티 올가나이저와 
합동하여 교육적 정의 운동에 중요한 연구, 데이터, 정책 및 전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J-ROC는 
커뮤니티와 조직적 운동 중심으로 하는 오랜 전통을 구축하고 명확한 인종적 정의 렌즈를 다음의 두가지 
분야에 적용합니다: 신속한 대응 연구와 교육, 올가나이징 그룹에 대한 전략적 지원.

  nyu_ejroc

nyu-ejroc@nyu.edu

bit.ly/EJ-ROC

1.몇가지 연구의 예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journals.sagepub.com/doi/10.3102/0034654315582066;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 cdev.12995; https://link.springer.com/ article/10.1007%2Fs11162-005-2966-1.
2. http://www.nyccej.org/wp-content/uploads/2019/12/Diverse-City-White-Curriculum-3.pdf.

우리 학교에서 문화적으로 대응하고 
지속력이 있는 교육 (CRSE)이 필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