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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한 비문해 집단을 위한 문

해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의 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

양식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주민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

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新)비문해집단’을 위한 문해교육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

문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과는 내용과 목적 측면에서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정착 초입단계의 문해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한

국어 교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교육 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어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 

반성하는 과정에서 수업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곤란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일종의 긴장과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무

언가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

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어 교사가 포착한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둘째,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한국어 교사의 딜레마 대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에 본 연구는 일정 자격을 소지하여 학문목적 학습자인 유학생들을 제

외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

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어 교사가 되기까지는 이(異)문화의 직간접적인 접

촉, 새로운 교육경험에 대한 욕구, 일터로의 복귀와 전환, 주변으로부터의 

권유라는 크게 네 가지 범주의 맥락이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한국어 

교실이 단순히 언어만을 습득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 학습자들에게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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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이 목표문화 

내에서 삶을 지속하기 위한 사회적응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보며, 한국어 

습득을 통해 다른 학습으로의 확장과 더불어 보편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

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 상황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해석은 실

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수업 딜레마는 상호적 

차원, 교수적 차원, 존재적 차원, 실제적 차원의 4가지 차원에서 나타났다. 

상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는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이 다양한 문화 

정체성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한국어 교사는 이러한 

문화적 교차상황에서 이질적인 모(母)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 

간의 문화적 긴장 속에 위치하며, 이를 어떻게 해소해나가야 할지 딜레마

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과 교사 사이의 문화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소통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곤란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교수적 차원

에서 나타나는 딜레마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끌어가

는 과정에서 한국어 교사가 겪는 딜레마를 의미한다. 이는 언어교육과 문

화교육의 두 가지 차원에서 각각 효율적인 학습방향을 설정하는 것, 목표

문화 학습이 학습자들의 생활과는 이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에서 겪는 딜레

마로 나타났다. 존재적 차원에서는 한국어 교사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규정

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이 드러났다. 이는 교육자와 봉사

자 사이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상황에서의 딜레마와 언어를 가르치는 자신

의 역할 범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딜레마로 나타났다. 실제적 

차원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환경 혹은 학습자의 배경 요인으로 교사가 수

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딜레마를 탐색하였다. 이에 한국어 교사

들은 학습자들의 학습이 확장될 수 없는 제한적인 학습 환경의 작용과 한

국의 현실 생활에 노출된 학습자의 학습 지속의 한계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어 교사들은 각자가 경험하는 딜레마 상황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었

다. 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전략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기존에 스스로 가지고 있던 관점을 변화시키는 반추적 관점 재구성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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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실천전략은 갈등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의 예방

적 중재, 학습자들의 생활 세계와 더 밀접한 학습을 위한 학습 경험의 재

조직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타협하는 선택,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전략, 마

지막으로 스스로 학습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천전략 외

에도 한국어 교사들은 딜레마 상황을 마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로서 자신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과정은 교사 자신이 일련의 딜레마 상황들을 반추하면서 기존

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재구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수업 딜레마의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을 제공해주며, 

성인교육자의 딜레마 경험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사들의 딜

레마 경험은 단순히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이 기존에 가

지고 있었던 관점을 해체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의 ‘딜레마’는 교사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변화의 

추동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수업 딜레마 연구에서 다루었던 수업 

지식, 교수법에 대한 딜레마보다는 학습자와의 ‘관계’와 ‘감정’과 같

은 주관적 요인이 이들의 딜레마 경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해교육의 의미를 담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한국어 

교육에 보다 확장된 문해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한국어 교사들

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한글교육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학습자들이 주어진 한국

어 교육 과정을 소화해내는 동시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실

제 생활 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들은 언어 교육자를 넘

어선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 학습자의 생활과 분리된 교육 내용들, 문

화 교육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 등이 딜레마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기초 

문해교육으로서 한국어 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학습 여건들이 구조적인 제

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

사들은 한국어 교육이 내재된 상황적 조건들로 인해 다른 학습으로까지 쉽

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한국어 교사들이 교실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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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딜레마는 이들이 교육 현장을 기존의 ‘한국어 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문해교육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를 기능적으로 교육하는 차원을 넘어 문해교육의 맥락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 이주민, 문해교육, 성인문해, 성인문해교실, 한국어 교사, 딜레마,

         수업 딜레마

학  번 : 2016-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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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문자해득교육’이 법에 명시되면서 우

리나라의 문해교육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평생교육영역에서 문해교육

의 위치가 공고해질 수 있게 되었다. 평생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면

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문해교육’은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다. 문해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

친 일상생활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김병욱, 

2010). 

  문해교육 초기에는 UNESCO가 제시했던 대로 3R(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등 기초적인 문자해득이 주류였지만, 이후 문해의 범위는 이보다 훨

씬 확장되어 갔다. 일상생활과 직업세계에서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는 기능문해와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기르는 

프레이리의 비판문해 외에도 정보문해, 문화문해 등 새로운 논의들이 등장

하였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변화해 온 문해 개념은 글을 통해 의

미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한상길, 2017). 이처럼 ‘문해’란 사회의 변화

에 따라 달라지는 맥락 안에서 범위를 넓혀가고 진화하는 복잡성을 가진 

실체로 볼 수 있다(Scribner, 1984; Bartlett; 2008).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자해득의 문제가 단일 사회 내에서 주류를 이루었

다면, 세계화의 진전은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문해 문제를 새롭게 

야기하였다. 즉, 문해 문제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 위

주였다면, 이제는 새롭게 이주해 오는 이주민들의 문해 문제가 새로운 논

의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UNESCO에서 시도하였던 문해교육은 다문화

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UNESCO는 인간의 기초교육으로서 문해교육을 주창하고 비문해 퇴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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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전개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세

계적 차원에서 전개해왔던 비문해 퇴치 운동은 문해가 단일문화 내의 문제

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아프리카, 중국, 인도와 같이 상당수의 나라

들이 다문화 사회의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일문

화 내에서의 문해 문제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비추어 볼 

때, 단일 문화 내에서 논의가 주를 이뤘던 한국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문

해 문제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 겪어왔던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나라 간의 장벽이 무너진 글로벌 시대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이

행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고, 우리사회에서 또한 ‘다문화’의 풍경은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다. 2016년 6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법무부 체류 외국인 통계).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

면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 2016). 급증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 현장에서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실

천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구체적 담론 혹은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채 노동력의 부족과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

책의 일환으로 이주민들을 빠르게 수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과 결합된 ‘문해’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적인 갈등 상황을 낳는다.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

에서 일차적으로 마주치는 어려움은 대개 언어 사용의 미숙함에서 비롯되

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 중에는 결혼이주여성

과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 내 구성원들

과의 소통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구사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갈등과 차별을 경험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문해의 문제는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정보소외의 문제를 가져오고, 그들 자녀들의 교육문

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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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비문해 집단을 ‘신(新)비문해 집단’이라고 한다. 

이들을 위한 문해교육은 교육의 목적, 내용 측면에서 학령기에 교육을 받

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한

다(이지혜, 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즉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 제 2의 모국어가 될 한국어를 사용할 사람들을 위한 문해교육

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는 타

인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는 다른 한국문화 속에서 소통하게 되

며, 언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문화를 학습하게 된다.  

  ‘신(新)비문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은 내용적 측면에서 외

국인, 새로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

화교육’을 강조하여 다룰 수밖에 없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불가분의 관

계를 가지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의사소통을 구현하기 때문이다(배재

원 외, 2014). 한국이라는 동일한 문화적 맥락에 익숙한 모국인에게는 언

어, 규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체계가 내재되어 있어 모국인들 간의 의

사소통 시에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에서 오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동일한 문화적 테두리 내에서 형성된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

주민은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와 함께 문화 적응의 문

제를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조항록, 2013). 즉, 이주민들에게는 이제까지 

익숙했던 모문화와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문화학습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정착한 ‘신(新)비문해 집단’이 문해자가 되는 것

은 개인적, 사회적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주민

들에게 문자 해득은 이(異)문화의 충돌지점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인 갈등과 불평등을 해

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민이 보편화된 유럽이나 

북미 및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자국어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민자들의 주류 사회

로의 통합에는 문해력이 가장 우선적인 핵심 능력이기 때문이다(전은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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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문해교육 현장이 내용, 목적 측면에서 기존의 문해교육 현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교실 내 학습자와 교사의 모습 또한 다른 특징

을 갖는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이미 결정된 것들이 

특정 상황에서 불가피한 위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주민 문해교육 현장에

서는 ‘학습자-교사’외에도 ‘이주자-정주자’, ‘주변부-중심부’와 

같은 중층적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의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한국어 교원, 한국어 교사’이며,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에 처

음 오는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한국어 교사이며, 

한국어 교사는 이주민들의 한국어 능력 외에도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적인 예의범절이나 문화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춘양 외, 

2017).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한

국어 교사는 기존의 문해교사에게 요구되었던 역할과는 다른 차원의 역할

을 추가로 요구받게 된다. 이들은 문어 생활만이 능숙하지 않은 비문해 학

습자들과 달리 구어 및 문어 생활이 모두 능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을 가르

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가진 학습자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 간의 상호 문화 이해나 문화 습득 차원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문화교육은 한국문화에 대한 심층적, 통합적 지식과 함

께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배재원 외, 2014).

  이처럼 언어학습과 문화학습이 교차하는 상황과, 다양한 기대역할을 요

구받는 상황에서 한국어 교사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된

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교사가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한 교실에는 다양한 수준과 배

경의 학습자들이 있으며, 교사들 또한 가르치는 방법과 교육적 신념에 있

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긴장과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어 

교사가 교수법 적용 시 경험하는 현상들을 연구한 강수정 등(2016)은 교

사들이 예상 밖의 딜레마에 직면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소속 기관의 시

스템에 따라야 하는 자율성이 제한된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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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성이 다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유연성을 요구받았다. 

  Burton(1997)에 따르면 교사들이 딜레마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사용하

는 전략들의 사용 방법에 따라 수업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강기원, 

2003). 이러한 교사의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응은 교사 스스로가 내적으

로 감지하는 긴장과 갈등의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일종의 변화 지점

이 될 수 있다. 교사의 대응에 따른 교실 상황의 변화는 교사 스스로가 담

지하고 있었던 기존 인식을 흔드는 원인이 되며, 학습자와 학습 상황 전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어 교사들은 정주자의 입장에서 모국의 문화적 관점을 가지

고 있지만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이해하려

는 노력을 하게 된다. 관점전환을 일으키는 딜레마 상황은 스스로가 가진 

기존의 관점과 모순되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으로부터도 비롯될 수 

있다(Mezirow, 1991). 이 때 교사들은 딜레마에 대응하는 전략을 활용하

여 이를 해결하거나 그대로 남겨두기도 한다.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 상황과 대응은 대상 학습자의 특징에 따

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였던 

한국어 교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 경험

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남부현, 2015), 대상 학습자의 특별한 

구분 없이 한국어 교육 경험을 가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강수정 외, 

2016). 그러나 유학생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은 나라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 더

욱 어려운 점이 있다(최태호, 2009).

  이에 연구자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집단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국어 교사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

자’는 학문목적 학습자인 유학생들과는 달리 이주의 배경에 경제적, 사회

적 이유와 같은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국어 학습이 생활 

세계와 밀착되어 있는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습 양상 또한 유학생들

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습뿐 아니라 문화학습이 공존하게 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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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상황을 포착하고, 모국인들이 학습을 하는 문해교실과는 달리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상황인 이주민 문해교실에서 한국어 교사가 경험

하는 딜레마와 그 대응양식을 다루고자 한다. 한국어 교사는 딜레마에 대

응하면서 기존에 스스로가 가졌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대응 과정은 교사의 교육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처럼 딜레마 사례에 대한 논의는 동일 맥락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다

른 교사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이 겪고 있는 교육 현실의 문제

를 드러내준다(송현종, 2013). 즉, 딜레마 상황은 교사 개인의 문제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실천의 영역에서 등장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종봉 외, 2012).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해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하는지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주로 학교의 틀 안에서 딜레마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본 연구에

서 논의하는 성인교육자의 딜레마 경험은 교사의 딜레마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

레마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딜레마 대응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

펴보는 데 있다. 기존의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 상황은 관점의 전

환을 일으킬 수 있다(Mezirow, 1991).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 교

사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사가 포착한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한국어 교사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등장한 교사 집단이다. 한국

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 양상과 그 대응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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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어 교사로 거듭나는지, 그리고 이들이 실제 한

국어 교사로 활동하면서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교사들이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경험하는 딜레마가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 양상은

어떠한가?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은 ‘다문화’라는 사회적 맥락이 직접적으로 반영

된 공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기존 경험의 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딜레마 상황은 기존

의 인식적 한계로 인한 갈등과 같은 내부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상 학습자가 처한 상황적 요인이나 교육체제의 작동방식과 같은 외

부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모문화를 배경으로 가진 학

습자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모문화를 전제하고 있는 상황과는 

또 다른 양상의 갈등과 긴장의 상황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의 양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한국어 교사의 딜레마 대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한국어 교사는 다양한 양상의 딜레마를 직면했을 때 이에 대응하고자 여

러 가지 전략을 시도한다. 즉, 교사들은 딜레마를 관리하기 위해 결과를 

반성해보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다(Burton, 1997). 이러한 시도는 교사

가 설계하는 교수 방법 혹은 학습자들 간의 이(異)문화에 대한 이해, 학습

방식 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딜레마 대응 과정에서 교사들은 

기존에 사태를 바라보았던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의

식을 촉발하는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대응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8 -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의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러한 딜레마에 한국어 교사가 어떻게 대응하

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가 기존

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맞물려 등장한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의 독특성을 고

려하여 연구의 방법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

정한 맥락과 분리하면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나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그 심

층적인 의미와 통찰을 끌어내려는 것이다”(곽영순, 2014).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스며들어오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맥락과 그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신(新)비문해 집단, 새로운 양태의 문해교육이 가진 

모호성과 복잡성을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사에 대한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심층면담, 문헌연구를 활용하였다. “질적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의미와 

이해이다”(김영천, 2006). 이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세계와 행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그에 따

라 행위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의미란 

그들이 갖게 되는 형태의 경험과 감정, 인지, 지각, 태도, 상징 등을 포괄

하는 넓은 맥락에서의 의미를 말한다.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교육활동

을 수행하는 한국어 교사들은 그들이 처한 교육 상황에 대해 각자 나름대

로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교사로서 자신의 태도, 학습자의 상황에 대한 

인지, 교육 상황에서 빚어지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

게 된다. 경험이 축적됨과 함께 인식적 변화를 겪기도 하면서 교사 스스로

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다.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해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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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10명의 한국어 교사이다. 이들을 선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

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첫째, 교수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가 ‘학문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국어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

도 학습자의 특성과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적 여건, 학습의 목적 등은 상

이하다. 연구자는 대학교에서 학습을 하거나 과외를 받는 유학생들과 같은 

학문 목적 학습자들과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의 학습 양태는 다를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주된 목적이 한국어를 

아는 것에 있다면,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학습하는 주된 목적은 

한국어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여 한국에 적

응을 하거나 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특수한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이처

럼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의 학습자 변인에 따라 교육 내용과 목적이 달라지

며, 이에 따른 교사의 경험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과거 민간 중심의 문해교육 기관에서는 대부

분의 교사들이 자원봉사로 가르치는 일을 했으나, 현재는 일정 자격을 요

구하는 전문화, 유급화가 진행 중이다(전은경, 2015). 따라서 기관에서는 

일정 자격을 소지한 교사들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대상으로 

하였던 한국어 교사들의 상당수가 석, 박사 학위 소지자들로 대학의 언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강수정 외, 2016; 원미진, 2009)이었지만, 

연구자는 석, 박사 학위과정 외에도 학점은행제나 양성과정 등과 같은 다

른 경로를 통하여 자격을 소지한 교사들의 경험까지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셋째,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한국어 교사를 선정하였다. 연

구에서 보고자 하는 교사의 딜레마는 일정 기간 이상 교육을 한 경험이 있

는 상태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어 교사는 학교처럼 한 기관에 상주해있지 않는다. 따

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세 곳까지 다양한 지역 혹은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은 

이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 한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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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 다양한 지역의 기관을 포함하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 하였으며, 기관은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곳의 기관만 명시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번

호

이름

(가명)

성

별
연령 근무지 경력1) 자격여부2)

근무

기관3)

1 이수빈 여 30대 안산 5년 한국어 교원 2급
○○

초등학교

2 김혜진 여 30대 서울 2년
한국어교육 

석사전공4)

○○

복지회

3 남경선 여 50대 과천 12년 한국어 교원 1급
○○

연구원

4 이혜란 여 40대 인천 2년 한국어 교원 2급 ○○교회

5 권희경 여 50대 인천 30년 한국어 교원 2급 ○○센터

6 김진선 여 50대 일산 2년 한국어 교원 2급 ○○센터

7 장주영 여 40대 서울 5년 한국어 교원 3급 ○○센터

8 유정희 여 50대 김포
2년 

6개월
한국어 교원 2급 ○○센터

9 조수경 여 40대 서울 7년 한국어 교원 2급 ○○센터

10 박경미 여 50대 김포 4년 한국어 교원 2급 ○○센터

<표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2017년 하반기 기준
2) 2017년 하반기 기준
3) 2017년 하반기 기준
4) 「국어기본법 시행령」제 13조 제1항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대학원

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일정 영역의 학점을 이수하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 취득 과정은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김
혜진의 경우 또한 일정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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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면담은 관찰이 어려운 상황 혹은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주관성과 같은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의 형식으로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구

조화된 면담은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면담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천, 2006). 

연구자가 미리 준비하였던 질문 외에도 면담 과정 중에 발생하였던 의문점

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준비 질문은 기

존의 문헌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면담 질문들로 설계하였다. 면담은 주로 

연구참여자의 거주지 인근 카페에서 선호하는 시간에 진행되었다. 평균 

1~2회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

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안내하였고, 다

시 한 번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허락을 구하였다. 추후 자료 분석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하여 보충을 하였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자료 분석과정은 자료수집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졌다. 면담 중

에 녹음 외에도 노트북을 활용하여 대화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으면 

기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주된 자료인 면담 내용을 전사한 자료를 

보고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전사 자료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포스트잇에 의미 있는 주제어를 옮겨 적었고, 의미 단위별로 쪼

개고 다시 묶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 개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 교사가 교실 상황에서 어떠한 딜레마를 겪는지, 딜레

마에 대한 대응양식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

여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자신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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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자료에서 ① 문화 교육, ② 나라 간의 

문화 차이, ③ 문화적 역량, ④ 교사의 역할, ⑤ 한국어 교육체계, ⑥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 ⑦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⑧ 인식적인 변화, ⑨ 필

요로 하는 한국어, ⑩ 중도에 포기, ⑪ 대응방법, ⑫ 학습자들 수준차, ⑬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코드를 도출해냈다. 각 코드를 상위범주로 조직화하

고, 하위 범주로 세분화 하면서 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논문을 구성하였다. 

코드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상위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수정하

는 과정도 거쳤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사와 

승인(IRB No. 1709/003-002)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면담을 

실행하기 전, 면담 내용은 모두 전사되어 연구의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과 

면담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연

구 참여 중 참여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녹음파일 혹은 녹취록에 대한 

폐기여부 또한 밝힐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

기 위해 거주지는 시, 도 단위까지만 밝혔으며,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 하

였다.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구체적인 기관명을 명시하게 될 경우 신원

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기관명 또한 부분적으로 명시하였다. 면담 종료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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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의 성인문해

1. 이주민 학습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사 중에서도 대상 학습자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인 교사들의 교육 경험에 주목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는 새로운 

학습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학습 행위는 학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들과 달리 삶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새로운 유형의 학습자 집단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를 파악하기에 앞서 이들이 가르치는 학습자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1) 결혼이주여성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수는 

156,249명으로 이 중 여성은 83.7%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법무

부, 20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항에 의하면 ‘결혼 이민

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지칭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결혼이주여성 대다수는 결혼을 기점

으로 별다른 준비나 적응기간 없이 이국문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박덕숭, 2012).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 

내 불화와 한국화라는 “문화폭력”(한국염, 2008), 자녀 양육과 소통문

제, 생활정보의 결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기반을 쉽게 다지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급증으로 그들의 사회

적 적응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다

(김진희, 2011).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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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회적응 과정에 주목하고(박덕숭, 2012; 박주희 외, 2007; 정기선, 

2008; 정용교 외, 2012; 최운선, 2007; 한건수, 2006), 이들의 문화적인 

적응을 위해 어떤 사회적 여건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있다.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입국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참여하

게 된다(백은숙 외, 2017). 이들의 교육 참여 형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

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언어와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에서부터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으로까지 나아간다. 이처럼 새로운 성인학습자인 이

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사회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김진희, 

2011). 

  이주민들이 새로 정착해 온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

은 언어이다. 언어를 익히지 못할 경우,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

지 못함과 동시에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권

순정 외, 2010).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구사하고, 언어 속에 포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른 사

람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을 때, 결혼이주여성들이 언어를 학습한

다는 것은 단순히 한글을 습득한다는 것보다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정

대용 외, 2010).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와 민간단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언어학습을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언어를 학습한 후, 결혼이주여성들은 직업세계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 등에도 참여한다. 서홍란 등(2016)은 검정고

시 학습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본국에서의 경험과 한국

에서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학습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검정고시 학습경험은 본국에서 이루지 못하였던 학습 욕

구에 대한 충족, 현재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탈출구

로 작용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들과 관련된 연구도 존재한다. 백은숙 등

(2017)은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전문대학에서의 학습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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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주성(2011)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이

해와 해석,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의미구성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학

습을 낯선 사회문화적 환경에서의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 학습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도구이며 사

회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삶과 동반하는 필연적인 것이다. 

  백은숙 등(2017)과 전주성(2011)의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움을 

삶의 변화를 위한 동인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경험

을 재해석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

서 다양한 전략을 펼치며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존재로 볼 수 있

다(박주희 외, 2007).

  이주여성의 학습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바라본 연구 중 김진희(2011)의 

연구는 이주여성의 교육 참여가 적극적일 수 없는 사회 구조적 여건들을 

밝히고, 다문화시대에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다. 나윤경 등(2008)은 기존에 결혼이주여성들을 피해와 억압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접근을 넘어 그들이 한국 내에 들어와서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발현해나가는지 ‘행위자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무한한 가능성을 담지한 학습자로 인식하며, 이

들의 가족 또한 학습자로 포함하는 포괄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다. 이상의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개입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하는지 비판적인 성찰의 지점을 제시해준다. 

2) 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2050년 전체 인구의 

약 9%가 이주민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이

주하는 현상은 이들을 송출하는 국가만의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다(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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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1). 국내 일부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5)’의 제도적 모순과 야

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6)’를 실시하

였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

의 연구들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의 용어7)

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역사가 길어지고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이정환 외, 2007). 이주노동자에 관

련된 연구들의 주제 또한 이주노동자 유입의 폭과 그 속도에 맞춰 달라지

는 양상을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을 분석한 이정환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주제는 고용

정책, 인권문제, 지원단체 등에서 젠더,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 한국어교

육, 건강, 여가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제와 내용면에서 상당부

분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주도된 거시적 정책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일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이 생활세계에서 접하는 대상 및 집단에 대한 연구

가 더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일터와 집만을 오가는 단선적 생

5) 1991년 11월부터 실시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 일정 기간 연수 후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취업자격을 득하면 정식근로자로 취업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유입되는 외국인력들은 법적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다(국가기록원, 2006). 산업
기술연수생제도에서 외국인 연수생은 사실상 근로자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
닌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연수생들은 막
대한 웃돈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연수생 임금으로는 그 웃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체를 이탈하여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불법체
류자가 되었다(고혜원 외, 2004).

6)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후 3년 동안 노동자의 신분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1월부터는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다(이정환 외, 2007).

7) 김기원(2005)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와 ‘이주노동자’ 양 개념은 모두 일정기간동안 외
국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자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력 수입국의 관점에서 붙이는 명칭이고 이주노동자는 송출, 정착, 귀환이라는 이주의 전 
과정을 포괄하기 위한 명칭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손윤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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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영역이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 나갈 수 있다. 박근수 등

(2015)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교육 참여 횟수가 높을수록 언어장벽과 

문화충격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학습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해 보다 편안한, 익숙한 느낌을 갖게 된다. 특히 이주민들에게 가장 기

초적인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은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것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한국 내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다(김선희, 2008). 

  이러한 이주민들의 학습행위를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존재

한다. 김진희(2010)는 평생교육학 담론에서 다문화주의를 해석하는 이론

적 프레임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

습행위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이주노동

자와 지역주민은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해 토의하며, 구성원 간 문화체험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타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평생학습 기회

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성을 발현하는 학습주체가 된 것이다. 즉, 지

역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교류하여 상호이해

를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타자화’와 갈등이 재구성되는 학습 역동이 일

어난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는 이미 우

리 사회의 사회 구성원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들과 공존해온 시간동안 한

국사회에서 만들어진 특정 관점들과 영역은 다양한 다문화 담론을 형성해 

가고 있다.

2. 다문화와 성인문해

1) 성인문해교육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교육 뿐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배우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며(박상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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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즉, 일정한 

대상에 대한 단순한 문자해득에서부터 생활 문해와 개인의 의식 수준을 향

상시키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대용 외, 2010). 

  문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문해교육을 통

해 학습자들은 문자를 읽고 쓰는 것의 단편적인 기능을 넘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을 가질 수 있으며(Freire, 1985), 자신이 살고 있

는 시대의 보폭에 맞추어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이지혜, 2003). 또

한 문해교육을 통해 비문해 성인은 인지적, 정서적 성장을 촉진시키며, 사

회통합의 기능으로 사회공동체의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

게 된다(성지훈 외, 2016). 즉, 문해는 개인의 삶에 변화를 주는 의미를 

넘어 문해를 통해 생성되는 집단의식 및 그 확장 형태로서의 사회변화라는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한숭희, 1997).

  이러한 문해의 의미는 문해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허준 외, 2016). 유네스코가 상정하였

던 문해 개념이 변화해왔듯이, 각 나라에서의 문해교육 또한 그 형태가 변

화해왔다. 미국은‘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리울만큼 언어적, 문화적 배경

이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성인문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채재은, 2005). 

  비교적 오래 전부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이 실시되었던 미

국에 비해 한국은 ‘다문화’라는 사회적 맥락이 기존의 문해교육에 균열

을 일으키고 있는 과도기적 과정을 겪고 있다. 저학력 성인이라는 보편적

인 문해 학습자에 대한 표상이 여성, 남성, 결혼이민자, 노인, 외국인 노동

자 등 자기만의 고유한 문해 학습 요구를 갖고 있는 다중적 문해 학습자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허준, 2008)이나,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 양태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대변해주고 있

다. 

  다문화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성인문해교육’은 개념적 확장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족문해’와 ‘문화

문해’와 같은 새로운 접근들이 있다. 가족문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단위로 접근을 시도하며, 문화 간 상보성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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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삼고 있다. “문화 간 상보성이란,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일

방적으로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한국사회의 적응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적극 수용하여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이지혜 외, 2007). 가족문해 개념은 

기존에 ‘개인’으로 한정지었던 문해교육의 대상을‘가족’이라는 공동체

적 단위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관점적 전환과 확장을 시도

하고 있다. 곽삼근 등(2016)이 제시한 문화문해는 문해교육의 대상을 사

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시혜적 대상이라고 한정지었던 접근에서 벗어나며,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문해교육의 대상이 ‘대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여기서 문화문해란 문화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문해력을 일컫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화를 통시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문

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의 확립, 타문화에 대한 공감과 소통하는 태도

의 배양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의 문해교육이 언어학습과 함께 문화학습을 담지하

고 있다는 차원 아래 ‘다문화 리터러시(multi cultural literacy)’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Banks(2003)는 ‘다문화 리터러시’로 다문

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성, 비판적 안목 등을 제시하였

다.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 리터러시는 (1) 구체적으로 지식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 

(2) 지식의 가정을 드러내는 능력, (3)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관점으로부

터 지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4) 지식을 인간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어내는 행동으로 이끌어내는데 사용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그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통합이 균형을 이루

며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 사회에서 소외 집단과 

주류 집단의 힘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정의로운 민주적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한 비문해 성인이 한국에 이주해온 이

주민들을 지칭한다면, 이들을 위한 문해교육이 ‘문화학습’을 수반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화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이는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문해교육 현장에서도 문화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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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문해교육 현장에서 문화학

습은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문화적 관념에 새로운 문화를 

덧대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즉, ‘문화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의도

적으로 다른 세계관, 분리된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게 된다. 문화학습 

과정은 학습자의 문화와 학습하고 있는 문화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문화 

산물, 관행, 관점, 공동체와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계속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Moran, 2001).

  특히 목표문화 속에서 문화를 학습하는 제2 언어 환경은 언어가 통용되

는 문화 밖에서 학습하는 외국어 환경과는 상당히 다르다. 의도된 문화학

습 결과들, 교재들, 교육학, 교사들과 같은 교육적 환경들 모두가 문화학습

의 본질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그 문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문화 산

물, 실행, 공동체, 사람들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Moran, 2001). 

  이처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실에서는 단지 읽고 쓰는 

기능적인 언어 학습 뿐 아니라 그 언어가 형성되기까지의 사회문화적 맥락

을 새롭게 배울 수밖에 없게 된다. 동일한 문화적 맥락에서는 당연시 여겼

던 언어에 담긴 의미가 이주민들에게는 낯설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역사적 또는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주민들이 언어를 

학습하는 다양한 목적 중 대표적인 것은 정착과 적응을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이주민 문해교육의 실천 현장에서는 문화 교육을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에게 문해교육은 삶의 

기초가 되는 사회와의 소통 창구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겪

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

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의 습득이며, 이는 곧 문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익숙해져있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문화적 체계에 적응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문제이

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해교육 경험이 삶의 의미와 새로운 관계 

형성, 자신감 고취, 글을 통한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

처럼(권순정 외, 2010; 정대용 외, 2010), 이들에게 문해교육은 언어 습

득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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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교사가 학습자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며, 학습자

의 삶에 세상을 투영하는 첫 렌즈라면(이지혜 외, 2012), 다문화 사회 맥

락에서는 ‘문해교사’의 역할을 하는 ‘한국어 교사’가 있다. 한국에 와

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인 교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한국문화를 접한다. 이 때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교사로부터 받게 되는 문화영향력은 일반 사회에서 받게 되는 영향력보다 

강력할 수 있다(원해영, 2013). 

  종합하면,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의 문해교육은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 또

한 새롭게 규정하며 교실 내의 새로운 양상의 역동이 나타나는 필연성을 

담지 한다.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 학습자가 당면한 학습 환경이 변화하였

고, 요구되는 능력 또한 다양해졌다. 기존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가 

다른 문화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감수성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여

기서 지속성이란 타 문화에 대한 직, 간접적인 접촉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감수성이란 타문화에 대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태도를 말한

다(Nieto, 2001).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다변화되고 있다.

2) 한국어교육의 문해교육적 접근

  이주민 대상으로 언어를 교육하는 한국어 교육을 문해의 차원으로 접근

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언어 교육은, 자기 나라의 말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자국어 교

육과 다른 나라의 말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외국어 교육의 두 가지로 구

분된다(이경화, 1996). 우리나라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본래 해외동포나 

외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이 외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되어 

온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었다.

  즉, 한국어 교육은 이미 모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 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표 언어의 구조를 정확하고 유

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의 유형은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어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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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하는 대학원생이 가르치는 경우, 해외 교포 사회에서 교회나 공공 단

체에서 설립한 한국어 학교에서 일반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 주로 외국 대

학에서 전공을 따로 가진 교수가 전공 과목을 강의하면서 한국어를 강의하

는 경우로 구분된다(이경화, 1996).

  그러나 이주민들의 학습은 기존의 한국어 교육을 규정하는 테두리 내에

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들의 학습은 단순히 언어를 학습

하는 범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바탕으로 정착한 사회에 적

응하며 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주민 교육에서 문해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문해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초 능력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글’ 교육 혹은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주

민 교육에서는 문해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전은경, 2009). 권순정 등

(2010)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부각되기 시작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

는 기능적인 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는 한국어 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

기 위해서 이들의 한국어 교실 체험을 ‘문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의 학습 참여가 학문 목적

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와는 다르다는 점에

서 접근 방식이 달라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해교육이 일정한 대상에 대한 단순한 문자 해득에서부터 생활 문해와 

개인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면(정대용 외, 

2010),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은 기초 문해교육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언어 습득의 

의미를 넘어서서 한국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삶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다층적 의미의 학습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실이라는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필요에 

의해 등장한 교육 현장을 ‘문해’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참여한 한국어 교실을 이주민 ‘성인문해교실’

로 맥락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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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교사

  한국으로의 이주민 유입이 계속되는 다문화 사회의 진전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중의 하나가 한국어 교육이다(조항록, 2013).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한국어 교사’의 등장은 필

연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교원, 한국어강사 등의 여

러 가지 명칭으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에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한국어 교

원”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기준 또한 

규정하고 있다. 

  한국어교사는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을 하는 전문적인 지

식, 기술 자질을 갖춘 인력을 일컫는 것으로,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가 교육 대상자이다(이춘양 외, 2017). 한국어교

육 분야에서 교사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안정민 외, 

2016). 한국어 교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는 한국어 교사의 역할이나 

자질에 관한 연구(김경주, 2001; 민현식, 2005; 안정민 외, 2016; 진영

아, 2017), 한국어 교사의 양성제도 및 교사교육에 관련된 연구(방성원, 

2016; 최용기, 2009; 최은규, 2002; 최태호, 2009), 한국어 교사의 교수

법과 적용에 관한 연구(강수정 외, 2016; 이미혜; 2013) 등이 있다. 

  학습 대상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어 교사

의 역할은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원해영, 2013). 민현식(2005)은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

질로 교육자적 자질, 언어적 자질, 언어교육자적 자질의 세 영역을 제시하

며 교사들을 지원하고 살펴주는 교사가 소속해 있는 기관의 역할 또한 중

요함을 언급하였다. 비계형성자로서의 한국어 교사 역할을 주목한 진영아

(2017)는 수업이 진행되는 흐름에 따른 교사의 역할 분포를 ‘촉진자-참

여자-보조자-안내자-중재자-조력자’의 6가지 역할의 틀을 토대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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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사의 수요가 늘면서 그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어교육이 학문 체계, 교원 양성과 인증 등에서 아직 공교육 

차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는 낮은 처우와 불안

정한 신분 등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고 있다(최은규, 

2002). 실제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문해교육 봉사활동 현장

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어려운 것이 한국어 교육 현장의 현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어 교사들은 나름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교육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 교사의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김영순 외, 2016; 남부

현, 2015; 이춘양 외, 2017)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

련된 연구는 교사가 가르치는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된다. 학

습자 집단의 특성은 최근 한국어 교육계에서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

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중요하게 부각된 요인이기 때문이다(방성원, 

2016). 

  한국어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대상은 유학생, 이주노동자, 결

혼이주여성, 난민, 북한이탈주민,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학습자 집단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지도한 한국어 교사는 유학생들이 소통과 교류의 측면에서 개인적 

특성과 국가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로 인해 갈등하는 모습을 경험하였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구지향주의, 물질만능주의, 개인

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였다(남부현, 2015). 

  외국인들의 이주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또 다

른 소외계층에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있다. 이들은 외국에서 성장해오다

가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오게 된 청소년들을 말한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능력 부족, 문화 부적응, 가족 불화, 

정체성 혼란, 체류신분의 불안정, 고립감과 외로움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한은진, 2013). 이러한 중도입국청소년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은 주

로 학습자들의 태도와 낮은 정서적 교감, 기관 간 학생평가 인정 체제의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이춘양 외, 2017).

  국내에서 한국어를 교육한 교사들의 경험 외에도 국외에서 한국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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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쳤던 한국어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김영순 등(2016)

은 과거 사할린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한 교사들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이 한국어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한인의 자긍심과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민족교육을 실

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

사들의 실천적 경험에 주목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갖

추어야 할 교사의 역량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연구자는 학습자 집단에 따른 한국어 교사의 경험

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비교적 잘 이루

어지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에 관한 교육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최태호, 2009). 한국어 교사의 경험에 대한 기존 연구들 또

한 대부분 유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혹은 대상 학습자 집단의 별

다른 구분 없이 교사의 교육 경험을 탐색하였다. 

  즉,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의 경

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 경험을 분석하는 것

은 다문화의 사회적 맥락에서 기존의 맥락과는 다른 학습 주체들의 학습 

양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수업 딜레마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해교육 현장에서 이주

민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딜레마 경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경험하는 딜레마의 성격, 대응 양상과 그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에 앞서 ‘딜레마’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딜레마(dilemma)’의 어원은 2개의 ‘di’와 명제의 ‘lemma’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을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비슷한 의미의 용어로는 ‘진퇴양난’이 있다. 표준국어대사

전에서는 딜레마를“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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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

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Room(1985)은 딜레마가 최소한 두 가지 행동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포함하고, 한 가지 행동이 선택됨으로써 다른 것이 선택되었

을 때의 이점을 희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딜

레마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으며,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각각의 가능한 

선택은 부정적인 요인들과 긍정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

(Katz & Raths, 1992). 

  교육 현장에서 ‘딜레마’ 논의는 주로 가르치는 현장, 즉 수업에서 교

사가 경험하는 ‘수업 딜레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 딜레

마’란 교사가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

서 어떤 선택지도 선택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수업 딜레마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두 가지 선택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사의 현실적인 갈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

다(Lampert, 1985; 강기원, 2003). “수업 딜레마의 개념을 정리하면 교

사가 수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으로 두 가지의 선택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사가 수업에서 겪는 곤란이나 어려움까지 포괄하는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주영, 2011).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교사에게 ‘선택’이라는 행위가 필연적으

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면, 딜레마 상황 또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겪을 수 있는 딜레마는 통제, 교육과정, 사

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사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여러 가

지 요인들로 인해 선택에 어려움이 생긴다(Berlak & Berlak, 1981). 

Berlak과 Berlak(1981)은 교사, 상황, 사회 내부에 있는 긴장을 드러내는 

16가지 딜레마 사례를 기술하였다. 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

하는 과정에서 특정 가치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치들 사이에

서 다양한 이유로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데, 이를 교사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이종봉 외, 2012).

  결정적인 순간의 교사의 결정은 그들의 정체성과 교수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사가 딜레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A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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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즉, 수업 딜레마 사례는 교육 연구를 위한 현장의 데이터의 역할

을 하며, 교사 스스로의 발전과 동시에 교육계의 발전 측면에도 중요한 역

할을 한다(이종봉 외, 2012). 

  국내의 수업 딜레마 연구들은 주로 제도권 교육 기관인 학교의 교실 현

장을 배경으로 한다. 서근원(2005)은 대규모로 조직화된 학교 제도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

사의 딜레마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는 외적 딜레마와 내적 딜레마로 나뉘고, 각각은 다시 기능적 딜레

마와 구조적 딜레마, 그리고 인식론적 딜레마와 존재론적 딜레마로 구분된

다고 보았다.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교과교

육 수업 사례에서 교사가 겪는 수업 딜레마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강기원(2003)은 사회과 교실 수업에서 겪는 수업 딜레마를 고

급 사고력 대 기본 학습능력, 수월성 대 형평성, 통합 중심 대 분과 중심, 

수업 우선 대 업무 우선의 네 가지 수업 딜레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딜레마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방식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주영(2011)은 국어수업에서 교사가 겪는 딜레마를 

국어과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딜레마는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 실행하는 단계, 반성하는 단계에서 다양하

게 나타났다. 추미경 등(2007)은 학교교육의 5가지 차원인 의도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교육과정 차원, 가르침의 차원, 평가적 차원과 관련된 초등교

사의 미술 수업 딜레마 양상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은 기존의 수업 딜레마에서 다루었던 학교 

차원의 사례와는 다른 상황적 맥락에 있다. 대표적으로 교사들은 일정 수

업만 진행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 한 기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가르치는 대상인 학습자들의 구성 또한 고정적이지 않다. 즉, 이주민을 대

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등장이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기초 교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실제로 문해교육 실천 현장에 참여하는 교

사들의 경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교사들의 경험을 연구한 박미경 등(2007)과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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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2016)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사들이 겪는 딜레마에 대해 다루

고 있다. 박미경 등(2007)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

이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사의 한계에 직면한다고 언

급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론의 실제적 적용에서 오는 딜레마, 문화적 차이

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 교사 자신의 무의식적인 편견이 적용될 

때의 어러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수정 등(2016)의 연구에서 교사는 

내, 외부적 한계에 직면하여 딜레마를 경험함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한국

어 교육의 경험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통해 내적 강화를 하며,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며 성장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학위과정으로 자격

을 취득한 석, 박사 과정생 혹은 졸업생들이며, 주요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사들이다. 또한, 주로 ‘교수법’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운 경험에 주목하였고, 가르치는 대상 학습자의 특별한 구분이 

없다. 이는 학위 과정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연구참여

자들이 대다수이며, 이들이 가르치는 대상 학습자를 결혼이주여성, 이주노

동자로 한정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의미의 딜레마 개념에서 확장

한 딜레마의 개념을 토대로 ‘한국어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 반성

하는 과정에서 수업 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겪는 다양한 긴장과 갈

등 상황뿐만 아니라 어려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업 딜레마를 정의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딜레마 경험에 대한 분석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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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한국어 교사의 딜레마 경험에 대한 분석틀

  상호적 차원에서는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

진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문화적 교차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수업의 본질적인 속성이 딜레마 상황을 

필연적으로 이끌어낸다면(서근원, 2005), 교수적 차원에서는 학습자들에

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를 다룬다. 존재적 차원에서는 한국어 교사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규

정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딜레마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차원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환경 혹

은 학습자의 배경 요인으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딜

레마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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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교사의 눈에 포착된 이주민 성인문해교실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

기 위해서 한국어 교사가 포착한 교육 현장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려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사의 시

선에 포착된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의 의미와 함께 이들이 한국어 교사로 거

듭나기까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어 교사가 되기까지

1) 이(異)문화의 직간접적인 접촉

  연구참여자들이 교육 활동을 결심하게 된 바탕에는 다른 문화의 직간접

적인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주변 환경에서 보고 들은 외

국인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 혹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느꼈던 것들 통해 한국어 교육을 결심하였다. 

  일본은행에서 근무하였던 남경선은 그곳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

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당시

에는 한국어 교육이 지금과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실행될 때가 아니었다. 

기관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을 낮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터에 있는 이주노

동자들이 학습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남경선은 그때부터 “앞으로 

이런 거를 하면 보람도 있고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1년간 자녀 교육의 문제로 캐나다에 갔던 경험은 남경선이 한국어 

교육에 직접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남경선은 캐나다에서 자녀를 돌

보며 남는 시간에는 교민들을 만났다. 남경선은 그들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교포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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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실은 옛날에 일본은행에 다녔어요. 그런데 일본은행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연세대학교밖에 없었나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일본 사람들이 다 연세대학교를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그 연세대학교는 꼭 낮에 하니까 일은 못하고 꼭 낮에 갔다 와야 하

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받고 일터로 오는데 그런데도 

부족한데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디 없

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때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아, 앞으로 

이런 거를 하면 좀 음 보람도 있고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중략)… 아이들 교육 때문에 기러기 엄마로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

제 아이들 케어를 하니까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민들을 만나

게 되고, 그쪽에서 뭐... 아이들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교포 아이들이. 

그 2세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이들한

테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해줄 수 없냐 

했는데 저는 그 그쪽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는 걸 알고 그 캐나다 사람 

중에서 왜 옛날에 입양되어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른. 그래서 저는 아

이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그 캐네디언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

어요. (남경선, 17)

  남경선은 교민들을 통해 알게 된 지역의 한글학교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의뢰받고, 그곳에서 어렸을 때 입양되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교포들

을 가르치게 되었다. 남경선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 교포들이 나

중에 한국인 부모를 찾으면 한국어로 소통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

다고 언급하였다. 캐나다에서의 경험은 남경선이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어 

교사로 눈을 돌리게끔 하였다. 남경선은 한국어 교사 과정을 밟기 시작하

면서 “여기저기서 봉사”를 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이는 취업으로까지 연

결되었다. 

그때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언젠가는 한국 사람, 한국인 부모를 

찾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또 정식 교사가 아

니었잖아요. 그 때는... 그래서 그냥 뭐죠. 전혀 뭐 보수를 받는다는 건 생

각도 안했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죠. 친구도 사귄다 이런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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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작을 했구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한국어 교사라

는 쪽으로 눈이 돌려지더라구요. 자연히.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면서 

만약에 취직... 취직이 아니라 이걸로 뭐 한국어 교사 정식으로 교사가 못

되더라도... 그... 부모를 찾기를 원하는 그 입양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런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만 해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었

어요. 그래서 이제 음... 교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

기저기서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경력이 쌓이

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취업으로 연결이 되더라구요. (남경선, 17)

  권희경과 김혜진 역시 외국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을 시

작하게 되었다. 권희경은 7년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권희경은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나라에 정착해 있을 

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었다. 귀국 후 권희경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접하게 되

었다. 권희경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핵심”은 “의사소통”

에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한국어”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권희경은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있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본격적으

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사실은 내가 이제 그... 저도 이제 7년 외국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니까 이

제 뭐 거기 나가면 무조건 이주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얼마

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교는 평신도 선교라고 해서 이제 

그... 그 뭐라고 하죠? 어떤 프로는 아니고 그런 시각에서 이제 선교활동

을 했는데 주로 이제 이주노동자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주노동

자들이 그... 말을 못하니까. 말을 이제 뭐... 뭐라 그러죠? 회사에서 사장

님한테 어... 뭐... 보통 사장님하고 이제 뭐 동료들하고 그 다투거나, 다

투는 걸 목격했다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상세한 것들을 설명 못하

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이 이제 안되니까... …(중략)… 처음에는 의사소

통으로 시작해서 이제 경험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 대

한 마음. 그리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그 쪽

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은, 키워드는 ‘의사소통’이었다는 거죠. 의

사소통에서도 한국어. 한국어가 이제 한국말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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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처음에 온 사람은. (권희경, 18-19)

  권희경은 신학대학에 가기 위해 싱가포르에 체류한 4년 동안에도 한인

교회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 등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필요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였다. 지금과 같이 한국어 교육 체계

가 마련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권희경은 교재를 직접 만드는 등 “주

먹구구식”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권희경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인종, 종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많은 걸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해외에서도 가르치고. 제가 싱가폴에 있었어요. 싱가폴 4년 정도 있었는

데 거기에서도... 그때는 교회 나가면, 예배가면 싱가폴 사람인데, 이주민 

노동자는 아니고 뭐라하지. 이주,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면 싱가폴 사람

인데 한국 여자랑 결혼한 남자라든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도 

하고, 그것도 한 80년대에요. 80년대 후반. 그래서 거의 책도 없었어요. 

진짜, 교재도 잘 없었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그냥 교재 없는데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시작했죠. …(중략)… 싱가폴도 다문화권이에요. 거기도. 그

래서 저도 거기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싱가폴이 굉장히 국제적이면서도 

인도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계통도 있고, 또 싱가

폴 사람들이. 정말 다문화.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슬람도 있고, 또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사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다문화적인데 어쨌든 그런 

걸 제가 봤고. (권희경, 20)

  김혜진은 중국 유학 당시 “이쪽 길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느낄 

정도로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중국어 선생님을 보면서 “처음” 관련 

직업에 “흥미”가 생겼다. 김혜진은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어 교육 활동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본래 전공과 함

께 국문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

다. 고민을 하던 중 김혜진은 언어학습을 위해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

다. 그 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이런 

길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김혜진의 생각은 중국어를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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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다. 김혜진은 중국어 선생

님의 관심이 특히 “중국 다문화”쪽이었다고 언급하며, 교육 활동을 하면

서 즐거워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김혜진은 유학 당

시 자신이 ‘타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의 경험이 현재 학습자

들을 대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대학교 때 막연하게 뭐하지? 뭐

하지? 하다가 그때 대학교에서 복수전공 국문과 시작하면서. …(중략)… 국

문과 복수전공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국에 갔던 건데 거기 가서 일단 음...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많은 걸 보면서 좀 생각이 있

었는데, 있었고. 사실 그 때는 ‘내가 이걸 진짜 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길도 있겠다’ 싶어서. …(중략)… 중국어 선생님이... 그 선

생님이 일단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중국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는

데 선생님이 너무 내가 만약에 뭐라고 해야 하죠. 이쪽 길을 생각하지 않았

던 사람들도 되게...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 반에 두세 명 정도가 ‘이 

선생님은 이게 되게 즐거워서 하는 거다’ 할 정도로 되게 열정적으로 잘 하

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분 보고 처음으로 그 직업에 흥미가 생긴 건데... 그 

선생님은 일단 하면서 되게 즐거워 보이셨고. 일단 그 선생님이 관심을 많

이 가졌던 게 중국 다문화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김혜진, 25)

  이처럼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외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

면서 기회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직접 외국에 체류한 경우가 아

니더라도 자신의 생활 세계에서 접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경험으로 인해 한

국어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경우도 있었다. 

  장주영이 한국어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10년 전, 

이웃에 결혼이주여성이 오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당시에만 해도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에 시집을 온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다. 장주영

의 시댁은 시골에 있었는데 장주영이 잠시 그 곳에 내려가 있는 동안 이웃

에 베트남 여성이 시집온 것을 알게 된다. 장주영은 베트남 여성의 남편이 

“베트남어 사전”을 활용하려고 해도 “틀린 말”이 너무 많아 “의사소

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해 듣게 되었다. 장주영은 근처에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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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한국어를 배울만한 기관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는 것을 알고, 우리

나라가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다는 것을 느꼈다. 장주영은 그 때

부터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관련 자격증이 있다는 것 또

한 알게 되었다.

  장주영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대부분이 대학교의 학부 과정이

나 편입을 통한 경로를 통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장주영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경로

를 찾아보던 중, 온라인이라는 경로를 알게 된다. 장주영은 자격증 취득 

바로 직후 ‘다문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그 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결정적으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시댁이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저희 

시댁에 몇 년 전이지... 10년 전인가? 베트남 친구가 시집을 왔어요. 근데 

저희 시댁이 좀 외진 곳이거든요. 남해 쪽이라서, 외진 곳인데 그때 베트

남 친구가 시집을 온다는 건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10년 넘은 일인데. 근데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 그 때 처음 알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그 친구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베트남어 사전을 사셨다는 거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번역기가 없었어요. 

사전도 종이 사전인데 아주 작은 사전이었고, 그 남편분 말씀으로는 한국

말이 틀린 말이 너무 많더라는 거에요. 사전 안에 오자가 많았던 거에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 어머님한테 하셨대요. 왜 이렇게 우

리 나라가 외국어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명절에 

갔더니, ‘얘, 베트남 사람하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 얘길 하시

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결혼을 안 한 시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남 일 같지 않아서 얘길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어, 그래요...? 그럼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거기가 시골이어서 그런 기관이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거죠. (장주영, 

01-02)

  요약하자면,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

였다. 남경선과 권희경이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접하게 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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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장주영은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김혜진은 실제 유학 경험 중 ‘다른 언어를 가르쳐 주었

던 중국어 교사’로부터 자극을 받아 교육 활동을 결심하게 되었다. 

2) 새로운 교육경험에 대한 욕구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새로운 교육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한

국어 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육 활동’ 자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유정희는 10년 동안 ‘방문교육 활동’을 해오면서 강의형태를 ‘집합

교육’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유정희는 한글지도사 자격을 취득

하여 한글을 익혀야 하는 어린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여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고,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대상까지 글쓰기 위주의 학습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유정희는 교육 활동을 하면서 “막연하게” 외국인 대상으

로 한글 교육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그거를 하게 된 거는 우연한 계기... 이제 한글 지도사 관계된 게 있

었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뭔가를 타인에게 가르치려는 게 재미있을 것 같

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때 한글 지도사 자격증

을 딸 때는 그거 자체가 국내에 어린 아이, 한글을 익혀야 하는 유아들뿐만 

아니라 그때는 어떤 제반 사항은 없었지만은 막연하게 ‘외국인 대상으로도 

그런 한글 교육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유정희, 

27-28)

  유정희는 교육 형태를 전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마침 구독하던 

신문을 통해 관심사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게 되었다. 메일을 통해 유정희

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원격교육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

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격과정을 거치고 실습을 하면서 유정희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녹록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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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제가 한겨례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거기서 그... 본인의 관심분

야나 이런 것들을 checking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메일로 안내를 해줘요. 

…(중략)… 나이를 먹으니까 ‘수업형태를 강의형태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

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그 안내를 받게 된 거에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고 

그럼 우선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했고. 저는 그거를 배우는 과정은 학

위를 하나를 땄어요. 학위를 따는 식으로 공부를. 3급으로 자격증으로 시

작했다기 보다는 학위를 따서 문학사... 그리고 문학사가 되면서 그 자격증

을,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때 당

시에도 제가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실습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

어요. 실제로 실습을 이끌어주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를테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거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니

까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니까 실제적

으로 이게 한국어가 외국인들에게 많이 교육이 되야 하는 부분이고 한국에

서도 실제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교원들에 대한 

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박한 편이에요. (유정희, 27-28)

  그러나 유정희는 “크게 경제적인 돈벌이”는 안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형태의 교육”인 “집합교육 형식”이 재미있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경제적인 돈벌이는 안되더라도, 그건 안되더라도 

그냥 뭐라 그럴까. 제가 하고 싶은 형태의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런 것들. 집합교육 형식의 그런 것들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유정희, 29)

  유정희와 마찬가지로 20년 간 학습지 교사로 ‘방문교육활동’을 했던 

박경미는 “뭔가를 배우고 싶고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작용하였

다. 박경미는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함께 하였는데, 활동 

중 “농성”을 한 경험이 있었다. 박경미는 4년의 기간 동안 농성을 하면

서 회사와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 “자괴감”을 느꼈다. 이에 박경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농성장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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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였다. 박경미는 취미활동의 연장선으로 

목공을 생각하기도 했었고, 복지사를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일단은 이제 학습지 교사는 음... 영업이라는 것도 같이 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어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사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치열하게 되고. 많이 힘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러던 와중이었고, 사

실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 4년? 저희 학습지 교사들이 농성을 한 4

년? 5년? 4년 정도 농성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해고도 당하고... 당했다 다

시 복직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농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개인이 너

무너무 힘든 거에요. 아무것도 할 수, 무언가 하고 있는 거죠 농성이. 그런

데도 이제 사람이 자꾸 자괴감이 들고 회사한테 공격도 계속 받고 그러니

까 많이 힘든데 내가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뭔가를 

배워보고 싶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와중에 ‘뭘 배울까’라고 생각하

다가 그냥 뭘 배울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농성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

깥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연한 계기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

을 수 있는 게 있더라구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의욕이 있으셨잖

아요. 혹시 한국어교사 외에도 조금 다른 것들 잠깐잠깐 생각하신 게 있으

셨어요?) 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내 취미활동에 필

요한 게... ‘목공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 자격증 

따는 걸로는 ‘복지사 같은 것도 해볼까?’ 그런 것들도 알아봤고 그런 거였

죠. (박경미, 15)

  여러 가지 대안들을 탐색하면서 박경미는 농성장에서 마주친 이주노동자

들을 떠올렸다. 박경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한국어로 소통해도 해

결이 되지 않는데, 한국말이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은 “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처럼 박경미의 경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적 요인과 맞물

려 기존에 해왔던 ‘교육’이라는 활동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자 하는 욕구가 추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새로운 걸, 뭔가를 배우고 싶고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처음에는 뭔가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 그런데 한국어 교사... 다른 것처럼 움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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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 음... 학점은행제로 해서 방송으로 들을 수 있

는 그게 있어서 그거를 했고. 그거를 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요. 그런게... 그렇게 배워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데... 한국어를 하게 된 거는 어... 제가 이제 노동조합을 하다보니까 어쨌

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많이 

보게 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한국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음... 그들은 조금 더 

어렵겠다. 한국 말도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한국어로 소통을 해도 이 문제

가 해결이 안되는데,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한국어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농성 중에 있었고, 해고당했던 상황이니까... ‘내가 

다시 복직을 못하더라도 이 일을 하고 또 직업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택하게 된 거였고. 이게 복합적이어서 

어느 것 하나 딱 이런 게 아니라... (박경미, 16)

  조수경은 “유사맥락”에서의 경험을 하면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수경은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기업교육을 했던 경험을 살려 그 분야의 일을 고려하고 있던 중, 조수경은 

논술 첨삭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다. 논술 첨삭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

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낀 조수경은 동시에 “따분했던 국

어”에 대한 통념을 깨게 되었다. 즉, 글과 문장을 구성하는 “이해와 표

현의 영역”은 조수경을 자극한 “유사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논술 첨삭을 다니면서 약간 뭐라 해야 하지. 지식의 확장? 논술 첨삭

도 보면요 안에 본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그... 완전한 같은 맥락은 아니

지만 유사맥락들이 좀 있거든요. 글을 보는 구성하는 과정들이라든지 문장

을 만드는 것들. 표현하는 것들. 이해와 표현의 영역이잖아요. 그니까 뭐 

한국어든 국어든. 한국어야 제 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고, 네 그래서 뭐 이

제 그걸 조금 접하면서 음... 약간 재미있었어요. 그니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통념들? 고등학교 때까지 좀 따분했던 국어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좀 많은... 논술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역사,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뭐 이런 주제들을 글을 통해서 접하면서 조금 약간 새로운 지식에 대

한 어떤 호기심? 그런 것들이 조금 생겼었구요. (조수경,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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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경이 논술 첨삭 지도를 하면서 한국어라는 새로운 “컨텐츠”에 흥

미를 느끼고 있을 때, 가까운 지인의 영향도 동시에 작용하였다. 조수경은 

지인을 통해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알게 되었고, 한국어라는 새로운 

이 컨텐츠를 접해보고 싶은 생각으로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조수경은 현장에서 교육을 해보고자 안산에 위치한 기관에 지원했던 경

험을 언급하면서, 그 때의 경험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욕구를 더 자극했다

고 하였다. 조수경은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기관에서 면접까지 봤지만, 

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그 때의 

경험은 조수경이 한국어 교육이 “도대체 뭐길래”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

고, 교육 경험에 대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였다.

논문을 끝내고 다음 job을 생각해야할 때였거든요. 고려했던 게 기업 강의

를... 주변에서 많이 주셔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교육을 이제 하

려고, 그 전에도 했구요. 석사논문 쓰기 전에도 기업교육을 했고. 논문 쓴 

다음에 내가 프리로 할지 회사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

었던 때였는데, 근데 이제 논문 학위 받고 좀 쉬자. 조금 생각을 하는 타

이밍에 그 아르바이트가 들어왔어요. 그 첨삭이... 그게 재미있어서 그거 

계속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계속. 틈틈이. 그거는 메인, 메인처럼 할 거는 

아니고... 제가 그냥 시간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도 

연결해서 하고. 그러면서 한국어를 어... 이제 컨텐츠를 만났으니까 이걸 

어디서 해보고 싶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보고 싶진 않

았거든요. 그냥 할 수 있으면 뭐 해도 되고, 못해도 뭐 할 수 없지. 저는 

다른 교육을 하니까... …(중략)… 그 때 나와서 안산에 무슨 기관에 정확

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면접까지 갔는데 그 한국어 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

다는 거를... 그거에 발목이 잡히니까, 약간 어 뭐지? 이런 생각에 한번 해

봐야겠다 생각했죠. (조수경, 28)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현재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였다. 즉,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경

험하면서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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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터로의 복귀와 전환

  결혼과 육아와 같은 상황적 요인으로 일터를 떠나게 되었던 연구참여자

들은 일터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교사가 되었다. 이혜란은 학

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교사였다.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다가 결혼을 하고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이혜란은 쉬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던 중, 스

스로가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을 찾게 되었다. 

이혜란은 국어교사로 일했던 자신의 경력과 흥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원래 전에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중, 

고등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는 이제 일을 하기

가 힘들어서 좀 쉬면서 다른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는 중에 어

느 정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의 연장선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2급. 

이제 집에서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자원봉사 모집글 올라온 

거 보고 시작을 했죠. (이혜란, 01)

  경영학을 전공한 김진선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김진선 또한 이

혜란과 마찬가지로 육아를 시작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자란 후 다시 직업을 

갖길 원하던 중 김진선은 한국어 교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이제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해서 그 전에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직

장을 가지다가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둔 후,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

안 경력이 단절이 된 상태에서 보통 이제 여성들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

면은 다시 이제 직업을 갖길 원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직업을 구하

려고 알아보던 중에 이거를 알게 된거죠. (김진선, 01)

  김진선은 실습을 나갔을 때, 자신과 같이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공부를 시

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놀랐던 부분”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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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하러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다. 김진선은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경제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활동 기간과 같은 부분 때문에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는 “환경이 열악하

다”고 느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서강

대 한국어교육과에서 실습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반이 40명인데 저 같

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에요. 

가면 이제 그래도 좀 아줌마들도 있고, 나랑 비슷한 또래의 분이 많겠다했

는데 대부분이 그 이제 외국어 학원 강사이거나, 그니까 외국어를 다른 영

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학원 강사를 하면

서 한국어학을 또 하는 거에요. 나는 이제 그냥 석사를 하다가 저는 육아 

때문에 그만 둔 상태였는데, 그분들은 뭐 학력들이 다... 석박사 이상이고, 

석사 아니면은 얘기도 못할 정도로 다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학력이 좋으신가.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이

에요. …(중략)… 그리고 저두 잘 몰랐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환경

이 열악한 거에요. 교사로서 한국어교원으로서 활동하기가... 페이도 일단 

너무 박한데다가 이게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센터나 기간이든 뭐 학교도 

다 이게 이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에요. 

(김진선, 01-02)

  김진선과 이혜란과 같이 ‘경력단절여성’이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한국어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기도 하였다. 사회의 변

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현장의 등장은 이들에게 기회로 작용하였다. 

4) 주변으로부터의 권유

  연구참여자들 중 이수빈은 가까이 있던 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한국

어 교사로 발돋움하게 된 경우이다.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이수

빈은 일을 그만두고 1년 6개월간 필리핀에 선교활동을 가게 되었다. 필리

핀에서 돌아온 후 이수빈은 그곳에서 알게 된 교수님을 통해 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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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린이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된다. 이수빈이 속해있는 초등학교는 지

역 특성상 대부분 학급의 구성원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

다. 이수빈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지

만,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

부모 교육 지원도 함께 하게 되었다. 이수빈은 이때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이수빈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활동을 하기까지

는 “부장님의 권유”와 같은 주변 선생님들의 자극이 작용하였다. 이수빈

은 교육 활동을 하면서 관련 자격을 취득하였고, 동시에 다문화교육과 관

련된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제가 어린이 한국어를 사실 부장님의 권유로... ‘토요일에 놀아 뭐하냐. 일

해서 돈을 벌면 좋지 않겠니’라는 권유로 시작해서 어린이로 하다가 어린

이를 한 학기만 하고, 그 다음 학기는 못했다가 그 다음연도... 2015년도

부터 해서 학부모를 지원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가 이제 한국어교원자격증을 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기 와서 학교에 지

내면서 다문화교육도 대학원에 가서 시작을 한 거였고, 한국어교원도 그 

때 딴 거였거든요. …(중략)… 음... 좀 궁금했어요. 어른들에게 가르치면 

어떨까. 그래서 어린이 한국어교실이 있었는데도 그냥 ‘학부모 한국어 교

실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있었고 더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좀 

더 이게 전문적이구나 많이 배우게 되었죠. …(중략)… 저는 사실 진짜 타

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나 같이 일하고 지도해주셨던 선생님

들을 좋은 분들을 만나서요. (이수빈, 02)

  이수빈은 어린이 한국어 교실을 거쳐 학부모 한국어 교실에서 교육을 하

면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느꼈다. 덧붙여 이수빈은 자신이 한국어 교사가 되기까지 환경적으로나 혹

은 함께 일했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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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교사의 시선으로 읽는 이주민 성인문해교실

  국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대학 부설 언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에는 다문화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실, 초중등학

교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의 수업 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유형

이 다양해지고 있다(방성원, 2016).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되어 활동을 하

고 있는 교육 현장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교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 중 일정 부분은 교사

의 바람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였다. 

1) 사회적∙정서적 교류의 장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에서부터 의미를 가

진다고 보았다. 즉, 한국어 교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학습자들

을 만나면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동질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나누는 

‘사회적, 정서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하였다. 

  장주영은 학습자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단지 “언어만 배우러” 오

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를 만나는 것”, “숨을 쉬고 살고 싶은” 목

적이 있다고 하였다. 교실에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결혼 생활을 

공유하면서 일정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주

로 가르치는 장주영은 한국에서의 이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출

발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장주영이 생각하기에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보편적인,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일하는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장주영은 한국어 교육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주

민들이 “슬럼화”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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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생활에서 언어는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언어만 배우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 친구를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쉬고 살고 싶은 거에요. (장주영, 01)

결혼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약간 저희 사회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결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

제 뭐 그 계층이 슬럼화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다보니 그 모든 

문제들이 모국어 학습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교육을 그 나라에서도 제대

로 못 받다 보니, 여기 와서도 더 힘든 거에요. 모든 출발점은 그런 결혼

이 이루어지게 되는 애초에 그 출발점 자체가. 그 어떤 그런... 속되게 말

해서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보편적인, 정상적인 그런 수준의 결혼

이 아닌 결혼이 더 많잖아요.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괜찮다하더라도 일하는 환경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들에서 이

런 결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출발점들이 너무 많죠. (장주

영, 26)

  장주영은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형태인 방문교육과 집합교

육을 비교하면서, 학습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학습을 하는 “집합교육”의 

형태가 공간이 주는 “몰입도”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자들에게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혜란 또한 한국어 교실에서 국적이 다른 학습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

유하면서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동질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였

다.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방문수업을 받아서. 다문화 센터는 그

게 지원이 돼요.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방문교육과 센터에서 하는 수

업을 집합교육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집합교육이 훨씬 더 긍

정적인 거에요. 왜냐면 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일단 공간이 주는 몰입도도 틀리잖아요. (장주영, 17)

국적이 다르니까 오히려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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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감이나 어려움이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

요. (이혜란, 07)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을 서로 공감하는 ‘정서

적 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였다.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

실에서 단순히 언어 학습을 하는 것뿐 아니라 생활 세계에서의 어려움들을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고, “동질감”과 위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이들이 학습에 참여하기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였다. 

  한국어 교실은 학습자들이 삶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가르치는 대부분의 학습자

들은 일터와 집을 오가는 단선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니즈(needs)’가 단순히 언어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희경은 다양한 경험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한

다. 

지금 점점 다문화권 사람들이 난민까지 합해져서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사

람들 요구는 그런 거. 그냥 밥만 먹는 것도 아니잖아. 여행도 가고 싶어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많잖아. 마을축

제 같은 거. 그런 거 가서 구경시켜주고, 정보를 주는 거지. 너무 좋아하

죠. 똑같아. 우리 세세한 걸 나누면 그럼 한국말도 느는 거지. 자연적으로. 

(권희경, 17)

  권희경이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실

이 ‘사회적, 정서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여 학습자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였

다. 예컨대 ○○센터는 “어린이 돌보미 서비스”를 마련하여 수업을 하는 

동안 어린아이들을 돌봐준다. 학습자들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센터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

도 발걸음 하는 학습자들은 60명 가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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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센터에서는 중간 중간 쉬는 시간마다 “간식 타임”을 마련하

여,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나와 다른 학습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

을 만들어준다. 이 시간에는 학습자들 간 소통하는 기회를 통해 경직된 분

위기를 깨고자 하는 의도가 녹아 있다. 일부 학습자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자주 먹는 간식을 직접 가져와 다른 학습자들과 나누면서 대화를 시도하기

도 한다. 

저희 센터는 지금 60명, 50~60명 되게 많아요. 아이들도 15명 정도 되요. 

바글바글 한거죠. 그리고 저희 센터가 그렇게 한글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느냐면 그... 어린이 돌보미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들이 10명 정도? 그분들이 서울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주로 

성당계통의 자원봉사자. 아니면 다른 센터에서 오시는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어린이들을 봐줘요. 육아를 봐줘요. 

좋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아예 만들어 주신거죠. 근데 저희 센터

는 그게 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영아, 아주 갓난아기에서부터 4세 어린

이집에 다닐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 와서 엄마랑 있고 떨어져 있으면서 공

부를 가르치는... 그래서 잘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거죠. 

음, 그 대신 굉장히 힘들죠. 관리하시는 수녀님 두 분이 계시는데, 센터장

님 한분이 계시고. 직접 하시는 분인데 힘들어 하시죠. 너무나 일이 많아

서. (권희경, 02-03)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습자들이 만나는 교육 

현장을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적 교류 및 공감과 소통을 통한 정서적 교류

가 일어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2) 사회적응을 위한 수단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을 보낸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

다. 김혜진은 기관의 가장 고급반을 맡고 있었다. 고급반에 속해 있는 학

습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거주한지 10년 이상 되었다. 김혜진은 자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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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가에 유학을 갔을 때, 다른 학습자들과 친밀도를 쌓으려고 했었던 것

과 달리 고급반 학습자들은 한국에 이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1, 2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 이쪽은 막 유학생들도 아니고... 그렇게 예를 들면 제가 유학을 갔

을 때는 다들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있었는데 이분들은 한국에 있는 

기반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1, 2 정도지 이해

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친해지고 이러려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여기 친구들 많잖아요. 같이 

연락해서 밥먹으면 되잖아요.’ 이랬더니 그분들이 원하는 친구는 한국친구. 

한국에 살려고 왔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보다는 한국 문화를 이

해하는 데 그분들은 그게 급하신 거에요. 그리고 뭐 오래 사셨으니까 외국

인 친구들도 있었겠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관

계가 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른 문화를 막 이해하고 

포용하고 우리가 다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러려는 의지는 크게 보이지 않아

요. (김혜진, 22)

이 분들은 말을 배웠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랑 사실 살러 온 거지 이 외에 

다른 외국인들이랑 교류를 하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사실 

좀 부족하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하려는 마

음이 있는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내가 굳이 왜. 이런 생각이 좀 있

는 것 같아요. (김혜진, 17)

  이처럼 김혜진이 가르치는 학습자들은 한국에 적응하여 살기 위해 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습득하는 게 우선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즉, 교실 내 다른 학습자들과 교류하기보다는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혜진은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넓혀가지만, 다른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은 일정 정

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혜진이 보기에 학습자들에게 있어 한국

어 교실은 사회적응을 위한 수단으로 강하게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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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을 통한 보편적 권리 찾기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기초 문해인 한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를 습

득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보편적 권리’를 찾는 것까지 나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이 학습을 하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는 생존과 직결된 생활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어찌됐든 이 사

람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기 권리라든가 인권. 인권

과의 이걸 이야기 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국어라는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고,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어 강사를 자원봉사부터 시작을 

한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니

까. …(중략)…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

제는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가, 안하고 마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되게 안타깝죠. (박경미, 04)

  그러나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적 여건들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정희는 타의에 의해 만들어진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학습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을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즉, 학습자들이 열심히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상황과 조건”이 학습을 못하게 만든다고 언급하였다. 김진선 또

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받는 게 굉장히 힘

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결혼 여성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

분이에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친구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일을 해야 

하니까 매일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와서 수업을 하는 게 사실

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김진선,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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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형식으로 해서 밤새고, 토요일부터 밤새고 일요일 아침에 잠도 못자

고 나온 분들도 계세요. 간혹. 그럼 와서 막 졸려서 졸기도 하고, 졸린 거 

막 참으면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을 뵈면 이게 자의에 

의한 결석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형성된 상황이나 조건들 속에서도 그

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그 분

들이 열심히 해야지 그런... 강사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해줬

으면 좋겠어. 근데 그 분들이 열심히 안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싶은

데 상황과 조건이 그걸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에요. (유정희, 10)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여러 교육 기회를 마련

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3개월 주기별로 반이 바뀌기 때문에, 한국어 교

사들도 담당하는 반이 바뀌는 순환적인 시스템이다. 박경미는 기관의 이런 

시스템이 학교의 “학년제처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방식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

였다.

저는 좀 한 그룹이, 학년제처럼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한 학기 정도 최소. 그런데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센터 

입장도 있는 거는 이제... 6개월 한반으로 할 수 없는 게 계속 공부를 하

겠다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계속 

회사에서 잔업이고 뭐고... 계속 계속 못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까 얘

기했듯이 내가 진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

고 또 처음에는 스무 명으로 시작했지만, 3개월 뒤에는 열 명밖에 안남는 

거에요. 출석률이. 그러면 그 10명밖에 안되니까. 또 새로운 반이 섞이고, 

섞이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학이나 이런 거는 학기제로 딱 해서 내가 내 돈 내고 가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자기 돈을 내는 거 아니고, 책값 정도? 교

재 값 정도 내고서는 자기가 공부를 하는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학생으로 

들어온 친구들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목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공부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노동을 목표로 하고, 한국어를 필요로 의해서 한국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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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니까 시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여건들이 있는 거

고. (박경미, 11)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들의 학습이 인권의 문제와도 맞물려있다

고 생각하였다. 즉, 이주민들의 한국어 학습 참여가 자신의 ‘보편적 권

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주민들을 둘

러싼 사회적 상황과 기관의 교육체제 자체에 한계가 있음에 아쉬움을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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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 양상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사가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경험하는 딜레마 양

상을 다룬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딜레마는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이 이

(異)문화의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비롯되었

다. 연구참여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딜레마 양상은 대상 학습자의 상황

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1. 상호적 차원 : 다양한 문화 정체성의 공존

  서로 다른 문화가 접변하는 지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중 대표적인 

곳은 언어를 학습하는 곳이다. 언어는 문화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문화

적 산물이기도 하며, 특정한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

개이다(Moran, 2001). 즉, 문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며, 

언어는 문화의 실천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그 개념이 속하는 맥락

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의 개념은 

‘상징체계,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이다. “인간은 상징체계를 통해 사

회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

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상징체계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그 상징체계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 즉 생활양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양상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언어생활이다”(한국민족

문화대백과, 2017). 

  한국어 교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공존하는 장이

다. 학습자들은 목표문화인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교실에 모인다. 교사는 각각 다른 삶의 맥락과 문화적 배

경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을 마주하는 이 접점지대에서 혼곤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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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교실에 다양한 ‘문화 정체성’이 공존함에 따라 교사들이 경험

하는 딜레마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교실 내 학습자들의 다양한 모(母)문

화가 실재함으로써 빚어지는 긴장 상황과 교사와 학습자의 문화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소통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이질적인 모(母)문화의 긴장 속에 위치하기

  ‘교육 활동의 긴장’이 어떤 분야에서 자신과 수준이 다른 타자와 소통

을 시도할 때 발생되는 긴장을 말한다면(김한미, 2012), 교실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소통에서는 일종의 ‘문화적 긴

장’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목표하는 문화를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화 간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세계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심각한 갈등이나 대립 상태까지 발현되지 않는다. 목표문화에 

진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교실에서의 학습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모(母)문화 맥락을 가진 학습자들

이 공존하는 교실에서는 필연적으로 문화의 ‘다름’으로 인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 일종의 곤란함을 겪

기도 하고, 이에 대처해나가며 경험을 쌓아가기도 하였다. 

  ‘모문화의 다름으로 인한 학습자 간의 긴장’은 주로 동일한 문화적 배

경을 가진 학습자들끼리 ‘무리지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한국어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같은 모문화를 가진 학습자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이다. 학습자들은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에 주로 모국어로 소통

을 한다. 한 교실 내에서 학습자들의 국적별 분포는 유동적인데, 특히 국

적이 편중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같은 국적의 학습자가 없는 소수의 학습자

들이 “소외” 혹은 “무시당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학습자들의 국적 비중은 문화적 긴장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

도 하였다. 이수빈은 학습자들이 수업시간에 모국어로 “갑자기” 이야기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다. 이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수의 학



- 54 -

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수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습자들의 대화를 그때마다 “제재”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

였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막 자기네 나라의 말을 갑자기 수업시간에 막 중국어

로 이야기하거나 막 러시아어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캄보디아분, 태국분, 한분씩 있으

신 분은 조금 외롭죠. 소외를 느끼시죠. 아무래도. (이수빈, 04)

  동일한 모문화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문화권의 학습자들끼리 무리가 형성

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진선이 가르쳤던 반은 한 명의 중국인 학습자와 그 

외 대부분은 동남아 지역에서 온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진선은 

동남아 지역의 학습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등 중국인 학습자

를 “따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되는데... 이게 뭐지”와 

같이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 김진선은 동남아 지역의 학습자

들이 언어가 비슷하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

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 친구가 한명 밖에 없었어요. 그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뭐 캄보디아도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그 요즘에 결혼... 캄보디아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구

요. 그리고 한분은 방글라데시인가 보통 여기 동남아 지역 친구들이 나머

지는 대부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머지 친구들이 또 중국 친구를 약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하나... 따돌리는 듯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리고 동남아지역의 친구들은 언어가 비슷하지는 않지만요 정서적으로 

중국이랑 또 틀려요.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걔네들은 또 걔네들끼리 금방 

어울리더라구요. …(중략)… 이제 제가 발음을 가르쳐주고, 이제 다 해보라

고 시켜요. 시키면 발음이 안되면... 제가 계속 얘기하고 따라하라고 얘기

하면 약간 이제 그 동남아 지역 친구들이 약간 무시하는 듯 비슷하게... 

중국친구가 하면은 발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요. 그런데 다른 지역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니고 이거잖아‘ 이

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해요. 근데 그 발음도 틀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네들

끼리 막 웃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왜 이러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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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지‘ 그니까 약간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되게 학생들이 모집이 되거

나 클래스가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더라구요. (김진

선, 07)

  권희경은 학습자들이 각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교실에 진입

한다고 느꼈다. 학습자들 사이의 교류가 일정 시간이 흐르면 진전이 있지

만, 눈에 보이는 벽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권희경은 학습자들이 

쉬는 시간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도 서로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

을 보았다. 이에 대해 권희경은 “문화가 너무 다르다”고 표현하였다. 의

사소통 교류의 정체 상황에서 권희경은 센터장님과 함께 같은 국적끼리 반

을 편성해야 하나 생각해보는 등 모문화가 다른 학습자들이 잘 어울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다국적이 있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죠. 서로 간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지만 

거기에 무수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요. 벌써 이쪽은 고려

인들이 앉아있으면 이쪽은 난민들이 앉아있는데. 그것도 서로 수업할 때, 

이렇게 전달하라는 수업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말

을 안해요. 같이 안어울려요. 안친해서. 어색해서 둘 다. 만약에 베트남 사

람끼리면 뭐 자기네들이 말도 섞고 금방 그럴 텐데 언니 동생 하듯이 하

는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점에서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러고 이제 수업 이외에

도 뭐 브레이크 하잖아요. 커피 브레이크 할 때도 같이 안 어울려요. 같은 

반인데 잘 못 어울리고 자기네들끼리 어울리고. 그런 게 조금 시기가 지나

면, 제가 그 반을 맡은 지가 1년 째인데 진전은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보여요. 서로 말 안 섞는다는 거. 쉬는 시간에. 근데 이제 뭐 

수업한 내용도 글씨 같은 거. 발음 같은 거 물어보는데, 잘 안 물어보죠. 

그래서 같은 국적만 해야 되는 건가... (권희경, 04-05)

  모문화가 같은 학습자들끼리의 ‘무리지음’은 교사들이 학습자들을 국

적별로 ‘전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특정 행동이나 

성향이 학습자 개인의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교육 경험을 

쌓으면서 축적된 학습자들의 특성을 국적별로 ‘전형화’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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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란은 베트남 학습자들의 경우 수업시간에 떠드는 일이 많음을 언급

하며, 학습자들의 성향을 주로 국가별로 이야기하였다. 남경선은 러시아 

학습자들의 “성향 자체”가 일단 잘 웃지 않는다고 느꼈다. 또한 러시아 

학습자들이 많은 경우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스스로 “긴장”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남경선이 언급한 “성향 자체”란 교사의 경험적 축적에 따라 

스스로 상정하게 된 학습자들의 문화적 특성을 지칭한다.

교실 내에서 학생의 성향의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 본인들 사이에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주로 인천 지역이 중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수로 따지면 중국과 베트남이 거의 이제 

많은데 서로 이제 약간의 알력이라고 하려나요... 약간의 그런 것도 좀 있

구요. 또 베트남 학생들의 경우 자기들끼리 수업시간에 떠드는 일이 많아

요. 자기 모국어로. (이혜란, 03-04)

성향 자체가 일단 안 웃으니까.. 사람들이 좀.. 처음부터 무서워한다고 해

야 할까. 러시아 사람들이 많으면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

이 지금 러시아어 전공이라서. 러시아어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러시아 사람들이 좀 그렇다. 그게 저만 느낀 건 아니었

나봐요. …(중략)… 그 때 러시아 분만 4~5명 있었어요. 딱 그분들끼리만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가 그냥 분위기가 안좋았어요. (남경선, 

12-13)

  남경선은 한 국적의 학습자들이 편중되어 있는 반편성에 대해 ‘부정

적’으로 생각하였다. 여러 국적의 학습자가 섞여있는 상황에서는 학습자

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이 때문에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조건 “배타적인” 관계의 나라가 공존해있

을 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모문화를 

가진 학습자들의 ‘무리지음’은 다른 모문화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학습

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국적이 다양할 때, 너무 사람들이 한 나라만 많이 있으면 좀 부정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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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말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니까 뭐 다양하

면은, 소수가 많이 섞여 있는 게 가장 긍정적인 것 같은 게 아무래도 한국

어로 얘기를 해야 해요. 그니까 그렇게 하면 언어가 빨리 느는 것 같아

서... 그게 좋구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배타적인 

나라가 있으면 조금 분위기가 안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특히 그런 나라들

이 많이 있을 때. (남경선, 12)

  이처럼 문화권별로 편중되게 반이 형성되어 ‘학습자 간 긴장’이 발생

할 때, 교사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어 교실의 반편성은 주로 언어 능

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국적별 비중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 정체성의 공존으로 인한 긴장 상태는 학습자들 간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에도 나타났다. 한국이라는 동일한 모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과 달리 서로 다른 모문화 맥락을 갖고 있는 학습자

들은 역사적으로 충돌이 있었거나, 모문화의 맥락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

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수빈은 특정 어휘를 설명할 때 “조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언어는 누적된 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필연적으로 ‘언어에 담

겨있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언어’

란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상징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수빈은 언어에 “문화적인 면이 빠질 수가 

없다”고 언급하며, 역사적 갈등 관계에 있었던 국적의 학습자들을 함께 

대할 때에는 한층 조심스러워진다고 하였다. 

일본분이 이제 오신거에요. 처음 한분. 그래서 그게 이제 지지지난주였나. 

중국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국이 거의 다수에요. 그런데 갑자기 

2~3주 전에 자기는 일본 좀 싫다고 근데 다행히 일본 어머님이 안 오셨던 

때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분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조금 위험하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심히 해야겠다. 왜냐

면 이게 언어가 문화적인 면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인 것도. 이거

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에요. 라고 설명을 하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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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이제 뭐 제국, 대학 제국, 그 통치를 받았을 때의 시기도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분들도 그걸 아니까, 일본

이 싫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에요. 되게 조심스럽더라구요. (이수빈, 

03-04)

  이수빈은 언어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야하는 상황에

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다문화교육을 공부한 경험이 있

는 이수빈은 이전에 학습했던 걸 떠올리며, “양쪽의 입장”을 모두 전달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실제적”으로 가르

치는 입장에 서서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수빈

은 스스로에게 이러한 부분이 “숙제”라고 표현하면서, 충분한 고민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문화 교육을 하면서 아 맞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할 때, 그 좀 

획일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다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역사는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

았었거든요. 배움을 받으면서도. 근데 막상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가르치

는 입장이 되어서 일본분이 계시고, 중국분도 계시고, 되게 또 사실은 일

본이 우리나라나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 뭐 되

게 다른 지역들도 되게 쪼끔쪼끔씩 되게 많이 했더라구요. 전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사실은 아직도 고민 

중이고 올해 사실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도. (이수빈, 06)

  김혜진이 가르치는 고급반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비교

적 능숙하기 때문에 주로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된다. 고급반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육의 주를 이루는 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수준으로 알고 있

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수업에 참여한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 학습자

들 간 문화적 다름으로 인해 논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각

각의 학습자들은 모문화의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사고가 내

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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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은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베트남과 중국 학습자들 사이

의 배타적인 모습을 보았다. 베트남과 중국은 오랜 전쟁 기간을 거친 역사

적 배경이 있었기에 학습자들은 상대방 국가에 대한 기존의 문화적 인식이 

내재화되어 있다. 장주영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였는데, 초급반 학습자들

이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양안관계(兩岸關係)’에 있는 대만과 중국 

학습자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다. 사회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사실에 대해

서 학습자들이 모문화의 맥락에 따른 각자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즉,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수업 중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학습자 간 문화적 긴장이 발생하

여 교실의 “분위기가 어색해짐”을 느꼈다. ‘교실 내 분위기’가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것이라면, 모든 학습자들이 잘 어우러지는 분

위기는 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광경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긴장으로 

“어색해진” 분위기는 교사에게 딜레마 상황으로 다가오게 된다.

베트남 여자 학생이 있는데, 중국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가끔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여행 얘기를 하다가 ‘요즘 베트남에는 중국인들이 너

무 많이 온다. 정말 시끄럽고 정말 싫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중국 학생

이 ‘베트남은 중국 사람들이 몰라서 안가는 줄 알았는데 많이 가?’ 이렇게 

약간 그런 말을 하니까 베트남 학생이 정색을 하고, 중국 사람밖에 없다

고.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던 때가 있어요. (김혜진, 05)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실에 중국

분들이 좀 많았고, 대만분이 계셨어요. 대만분이 오셨는데 어... 이제 저희

가 수업 중에 이제 그 단계는... 1단계였나? 1단계였어요. 그래서 자기 소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와 자기 이름과 뭐 그런 거 가족들 소개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었을 때, 국기를 넣

어서 자료를 만들어 줬었어요. 쓰기 자료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1,2 단계는 설명보다는 시각자료가 훨씬 도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줬는데, 이분이 이제 대만분이 타이완이라고 국적을 쓰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읽기를 했어요, 발표. 그랬더니 제가 ‘여긴 대만이시네요’ 얘

기를 했더니 옆에 계신 중국분이 ‘대만이 왜 국적이에요?’ 이러는거에요. 

‘대만은 나라가 아니에요. 대만은 대중국입니다’ 이러시더라구요. 근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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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좀 황당했죠. 그래서 그 대만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에요. 빨개지시고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에요. (장주영, 

06)

  이처럼 한국어 교사들은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적 이슈들을 수업에서 다

루어야 하는지 배제해야하는지 고민하기도 하지만, 교실에서는 언어와 문

화 간 관련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완전히 회피할 수도 없다. 연

구참여자들은 교실 구성원들의 모문화가 다양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불편

한 관계가 있었던 국가의 학습자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염두에 두

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회적 주제나 사안에 대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긴장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학습자들 사이 외에

도 같은 국적을 가진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하였다. 조수경은 학습자들 

다수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가치

관이나 문화”가 상이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어를 베트남 언어로 번역하

는 과정에서 서로의 번역을 가지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수경은 곤란

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교육적으로 중재를 하기 전의 모습은 마치 “싸

우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였다. 조수경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질 때”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니까 베트남은 제가 베트남 친구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게요, 그... 그 

나라 안에 한나라인데도 북쪽, 중부, 남쪽 친구들 사이에 가치관이나 문

화가 너무 달라요. 언어도 좀 달라요. 걔네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겠죠. 워낙 반도가 위 아래로 길고, 

또 식민 되었던 그것도 다르잖아요. 남쪽은 프랑스 점령을 했던 나라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사회주의 성향이 더 강하고, 또 중

부는 워낙 못살고... 그런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래 이

제 만나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적 차이라면, 번역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말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예쁘게 자라기

를 바란다. 라는 어떤 어... 그 희망의 메시지를 베트남 말로 번역해주세

요. 했더니 남쪽과 북쪽이 달라요. 그 번역을 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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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끼리 막 언쟁을 해요. 교실 안에서. …(중략)… 그니까 스스로가 풀어지

게끔 기다려보면, 기다려지는 그 순간까지가 굉장히 긴장이 되죠. 뭐지, 

싸우는 건가. 또,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국어로 쓰잖아요. 그럼 이게 모르

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 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걔네들이 베트남

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냥, 베트남어가 성조가 있어서 강하게 들릴 뿐인

데도 ‘뭐지 싸우나?’ 이...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지, 다툼이 있나 이런 

불길함이 생겨서... 이제 교사는 좀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질 때가 있죠. 

언어의 차이... 뭐 그런 것, 내가 모르니까. (조수경, 06-07)

  다양한 모문화의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교사는 학

습자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교실 내 긴장을 해소하는 데에는 곤

란함을 겪고 있었다.

2) 문화 간 인식 차이로 인한 소통의 엇갈림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 간의 문화적 긴장’ 상황 외에도 교사 스스로

와 학습자 간 소통 과정에서 ‘문화 간 인식 차이’로 인해 딜레마에 빠지

기도 하였다. 김혜진은 중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을 토대로 수업 중 자신의 

경험을 학습자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었다. 김혜진은 다른 나라에 가서 교

사의 모문화와는 문화적으로 다른 점을 겪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깜짝 놀

랐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김혜진의 의도와 달리 학습자는 교사가 

학습자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화적 차이를 전

달하는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일단 저는 제가 중국에서 성당을 다녔는데, 외국인이 성당을 가려면 중국

에는 공안들이 앞에서 여권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

요. 깊게 생각안하고, 그렇게 검사를 했었다.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구요. 우리는 검사하는 

게 당연한데 선생님은 이해 못하고 왜 기분 나빴다는 식으로 말하냐고, 저

는 기분 나빴다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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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김혜진, 04)

  박경미는 자신의 문화적 인식의 부족으로 학습자를 “배려하지 못했다”

고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 박경미는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기간이 있는 학

습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학습자들과 파티를 진행했다. 파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걱정되어 “요 

정도”는 어떨까 생각하여 음식을 권했다. 결론적으로 학습자는 음식을 거

부하였다. 이에 박경미는 학습자의 문화에 대해 “제가 잘 모르는 것”이

라고 표현하였다. 

음식, 그리고 기도. 아 잠깐... 거기가 어딘지 생각이 안나네. 어... 그 종

교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기간 때문에는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

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좀 음... 제가 마지막에 파티 같은 

거를 할 때, 음식을 싸오거나 했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다른 친구

들 다 먹는데 안먹는 친구한테 ‘왜 안먹어?’ 했는데. 금식이라는데... 정말 

차라리 그걸 준비를 안했으면... 걔가 안먹었으면... 그니까 다같이 안먹었

으면 괜찮은데, 혼자만 안먹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고 배려하지 못했

던 거잖아요. 그걸 굳이 이 날짜에 안잡아도 되는데, 그런 게, 아 내가 실

수했구나. 파악 못했구나. 또 물어본다고는 물어보는데 이거 먹을 수 있냐

고 근데 미처 그 라면 같은 거, ‘에이 왜~ 요 정도 들어간 게 뭐 어때’ 근

데 라면에 라면 스프에 소고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제가 잘 

모르는 것들. (박경미, 05-06)

  이처럼 교사들은 학습자와의 문화적 인식 차이로 인해 소통이 엇갈리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문화, 즉 교사의 모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으로 인해 곤란함을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문화

적 견해를 마주했을 때 객관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한국 문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마주할 때 어떻게 소통해야할지 딜레마에 

빠졌다. 김혜진은 학습자들이 한국에 대한, 그리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자

신의 입장을 밝힐 때,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이수빈 또한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보다 자신들의 모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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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마주한 경험이 있었다. 

학생이 이제 중국에서 역사배울 때 동북공정 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사

람들이 중국어 쓴 거 아니냐고 그런 말할 때 저도 조금 조금 그렇죠. 아닌

데... 그럼 그 학생은 역사적 증거를 대봐라. 중국어를 쓰지 않았다는 역사

적 증거.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말하다가 약간 흥분했던 적이 있어요. (김

혜진, 04)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때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어요? 물

어보면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나왔을 때 서로 뭐 이해를 못하는 순

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각자의 문화가 있죠. ‘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데~’ 그러면서 본인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듯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죠. 

(이수빈, 17)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

습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한국어 교사는 문화적 

지식,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다른 문화를 불편하고 이

상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라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 간 서로의 문화

에 대한 이해와 교사 스스로의 관점을 객관화시키는 훈련이 요구된다. 한

국어 교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부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모든 학습

자들의 상황을 낱낱이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물론 모든 교실에서 문화적 긴장과 문화 간 인식 차이로 인한 소통의 엇

갈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딜레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각 개인이 경

험하게 되는 고유한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딜레마를 경험한 당사자

와 누구나 동일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송현종, 

2013). 즉, 교실 내 학습자의 국적별 구성, 역사적, 사회적 관계, 한국어 수

준, 교사의 수업 방식 등에 따라 교실 상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 정체성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문화적 긴장은 언제든 

발현될 수 있으며, 학습자와의 문화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 또한 어렵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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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적 차원 : 수업 접근의 이해와 실천의 간극

  ‘교수(teaching)’라는 교사의 행위는 이미 주어진 교육 내용을 다루

고, 이론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일련의 지식들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학

습이 이루어지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교실 상황에서는 이와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에 교사들은 이 

간극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떠안기도 한다. 즉, 교사들은 학습자들을 가르

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왜 그것을 가르쳐야하는지도 모르는 채 주어진 내용

을 가르치며, 자신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

다(서근원, 2005).

  이러한 교수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의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언어 교육 과정, 학습자 간 수준차, 

교수 방법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목표문

화를 학습하게끔 하는 과정에서는 수업에서 진행되는 문화교육이 실제 학

습자들의 생활 세계와 유리되는 상황과 학습자들이 목표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교사들을 딜레마에 빠지

게 하였다.

1) 효율적인 학습방향 설정하기

  한국어 교사는 우선적으로 학습자들이 언어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한국어

를 잘 습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한다.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한국어 교사들의 고민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

반적인 학교 교실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고민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가르침과 학습자의 배움이 ‘불일치’되는 상황

에서 딜레마를 경험하였다. 장주영은 한국어 수업 초창기에 “교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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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장주영은 교재의 진도대로 교육을 

진행하다 한계를 느꼈다. 자신이 예상했던 한국어의 어려운 부분과 학습자

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운 부분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것이다.

같이 공부를 할수록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보는 한국어랑 그 친구들이 

보는 한국어랑 어디에서 뭘 모르는지 다른 거에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

는 여기가 어려울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해보면 다른 부분이 어려운 거에요. (장주영, 14)

  즉, 교사는 학습자들이 모르는 것과 교사가 설명 해줘야 하는 “접점”

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장주영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기본 

문법을 먼저 습득한다면, 그것에서 확장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교재대로 진도를 나가다

보니 학습자들은 문법의 순서가 바뀐 대로 배우게 되었다. 장주영은 설명

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저희 교과서는 처음 1단계를 시작할 때, ‘다’와 ‘이다’를 안가르

쳐요. 기본형의 개념을 안가르쳐요. 근데 저희가 그 기본형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아요’ ‘어요’가 나오고, ‘이에요’ ‘에요’가 나오거

든요. 근데 그게 시작하지가 않고, 그냥 명사는 ‘이에요’ ‘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 동사, 형용사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사로 넘어가요. 교재 구

성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은데’가 나오는거에요. 그럼 ‘은데’ ‘는데’ 하면 ‘인데’가 나와요. 

왜 ‘인데’에요. ‘은데, 는데’는 괜찮은데 그것도 물론 나누려면 어렵지만, 

왜 ‘인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명사의 ‘이다’를 모르기 때문에 ‘인데’

를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중략)… 저희 문법은 알고 보면 기본만 알면 

거기서 확장되는 문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구성자체가 수

업을 시작할 때 그거를 제시를 하지를 않아요. 그니까 교재만 따라서 수업

을 하다보면 그 갭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하는거에요. 그래서 그제

야 학생들이 ‘아~ 왜 우리가 여태까지 그걸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거

에요. 그런거죠... 그래서 학생이 모르는 것과 제가 이해해줘, 제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게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거에요.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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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걸 몰랐거든요. ‘교재대로만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

에요.. (장주영, 15)

  장주영은 자신의 교수 방법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다. 장주영은 학습자가 

“수업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수업에 “진

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고 언

급하였다. 또한 수업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너무 많은 걸 해서는 안된

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에게 최대한 많은 내용을 가르쳐야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일정 부분만 가르치고 “기다려줘야 하는지”, 그 경계에 

대해 모호하게 느끼고 있었다. 즉, 학습자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교수 

방법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수업에서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졌다.

 

수업의 주인공은 학생이잖아요. 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제

가... 그 친구들이 제 수업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을

까를 늘 고민하거든요. 성인학습자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이 수업에 지금 앉아있지만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구나. 그리

고 형식적으로 공부하는 구나...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

상 수업에, 사람이 이 수업에 진심으로 참여하려면 자기가 수업의 주인이

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거든요. …(중략)… 제가 너무 많은 걸 해서는 안되

더라구요... 항상 그걸 고민하거든요. 어디까지 학생들한테 줘야 될까. 그

렇잖아요. 이거 다 주면 이거 다 알아듣나?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주고 조

금 더, 한 단계만 생각해보라고 기다려줘야 되나?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고민 많이 되거든요. (장주영, 17)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또 다른 딜레마 상황을 만든다. 학생들을 같은 수준이라고 구분지어 놓

은 동일한 “레벨” 내에서도 차이는 존재한다. 김진선은 몇 명의 학생

들이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학생들이 옆에서 “지

적”하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런 경우 “멘탈이 강한” 학습자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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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지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의 경우 “쭈뼛

쭈뼛”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안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김진선은 

옆에서 알려주는 것이 “다 맞으면 상관없지만”, 틀린 경우도 있기 때

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는 학생들

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도 모르게” 그

냥 무심코 튀어나온 행동으로 보였다. 김진선은 이런 행동에 대해 초등

학교에서 아이들을 제지하는 것처럼 성인학습자를 직접적으로 “제어하

기”는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반, 같은 레벨이라 하더라도 실력 차이가 있어요. 꼭 한두 명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약간 좀 다른 학생들이 얘

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그건 완급조절을 하긴 하지만 그니까 이제... 약간 

이제 좀 그게 그 친구들 시킬 때, 금방 거를 얘기 못하고 시간을 끌고 이

럴 때는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이 좀 옆에서 자꾸 그걸 하죠. (웃음) 약간 

지적이라고 해야 하나? 비슷하게 우리도 학생들 왜 그러잖아요. 자기가 막 

옆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맞으면 상관없는데, 틀린 경우

도 있거든요. 옆에서 알려주는 게.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친구는 잘 못

하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쭈뼛쭈뼛하다가... 그래도 뭐 멘탈이 강한 

친구들은 잘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대부분이 멘탈이 약하거나 이러

면 중간에 중도에 포기해서 안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근데 그게 참 제

어하기가 힘든게... 제가 ‘이제 해보세요.’ 시켜서 해서 하고 있을 때, 옆에

서 interrup을 해버리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초등학교나 이런 것처럼 ‘어, 하지마 그거 얘기하지마’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성인들이 되면 그거를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분명 본인도 모르게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하는 거에요. 아이, 그거는 그거잖아. 라고 속으로 얘기하는 듯한데... 아

무튼 그런 식으로. 그니까 그게 참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거에요. 학습 

능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게 사실은 그런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김진

선, 12)

  한국어 교실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한 반에 모여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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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한국에 처음 왔지만 어느 정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의사소통이 

일부분 되는 사람, 문법적으로는 잘 몰라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 등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조수경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심화반의 이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신

의 수업을 곧바로 듣고자 “개별적으로 문의”했던 학습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막상 반의 규모가 커지자 “레벨 차이”로 인

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데 심화과정이 6급, 저희 센터가 6급은 안하고, 5급을 수료한 학생들에 

한해서 심화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5급까지 가지 않고도 뭐 4급 수

업 듣는 애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죠. 선생님 수업 듣고 싶은데 

들어도 되냐.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 딱히 거절하지 않고, 이제 받

아들였는데 막상 볼륨이 커지니까 이게 레벨 차이가 나니까 수업 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 지금 제가 처한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조수경, 

04)

  박경미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박경미는 이러한 

문제는 비영리센터에서는 사설어학원이나 대학과는 달리 “세밀하게” 반

이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요. 같은 반이라고 하더라도,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밀하게. 물론 테스트를 해서 반을 정한다고 

하지만... 이 초급반은 수준차이가 크니까. 처음 한국에 왔지만 한글을 읽

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조금 의사소통이 되는 친구가 

들어오기도 하고, 문법적으로는 모르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오래있고 정식으로 한국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나 쓰

는 건 몰라도 말을 알아듣는 친구가 있고. 그런 수준차 나는 애들이 굉장

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한반에 놓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세밀하게 나

눌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거죠. 이런 음... 비영리센터에서는. (박경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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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현재 학습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면, 수준차

가 많이 나는 학습자들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운영

되지 못하는 반 구성원의 잦은 바뀜은 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다가온

다. 

  이수빈은 이전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친 경험과 비교하면서 성인 학습자들

은 모국어가 굳어진 상태에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 상승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였다. 이수빈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넘어갈 때가 있음을 느끼며, 스스로의 ‘교수법’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특별히 “비교할 수 있는 수업”이 없는 것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와 같은 딜레마를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이수빈은 어린

이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몇 군데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비교하며 교육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가르치는 대

상의 조건이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으로 바뀌면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이수빈은 참고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수업이 

없는 점에 아쉬워하며, 가르치는 학생들이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같

은 학문목적의 학습자들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

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요즘에는 포커스를 수업 준비를 어떻게 더 해서 이분들이 실생활에서 어

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분들의 실력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왜냐

면 언어가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졌는데 여기 이상으로 못 넘어갈 때가 있

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저도 항상 거기서 같이 고민인 거에요. 왜 안되

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 가르칠 때도 그렇고, 

스스로가 계속 고민인 거에요. 어떻게 교수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

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한주 한주 이

끌어 가게 되고, 수업을 진행해가지만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왜냐면 이제 뭔가 특별히 비교할 수 있는 수업이 없으

니까. 지금 학교 내에서는 혼자서 학부모 교실을 진행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어린이 한국어 교실은 이제 평소에도 가르치면서 여기 학교도 가보

고 저기 학교도 가보고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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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대상의 조건이 거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시고 

결혼 이민자가 있긴 하지만 방법이나 그 사회에 있어서도 좀 다르고. 교실

에 있어서도...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뭐 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고 하지만, 너무 상황이 달라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아

이들은 어쨌든 학교에 메이는 거라서 매일 한국인 아이들을 만나고 매일 

한국어 선생님하고의 접촉도가 엄마 아빠하고 그게 되는데... 그리고 이 

뇌가 아직은 말랑말랑 하잖아요. (웃음) 그니까 부모님들도 그 언어가 굳

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국에서 늘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되니까. 그게 참... 거기서 오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수빈, 21-22)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여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보고, 비교, 반성해보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

는 것은 이후의 교사 행동 과정에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된다(김경주, 

2001). 

  그러나 장주영은 한국어 교사들끼리 서로 참고할만한 수업이 마련되어 

있는지의 질문에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오픈하고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는 청강이나 평가하는 것들을 “싫어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수업 공개’의 형태로 동료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수업을 

오픈하는 참관 수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장주영은 현재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 이전에 “모두 도서관8)”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 장

주영은 그곳에서는 참관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쉬워했지만, “강요할 수는 없

다”고 하였다. 박경미 또한 다른 교수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

티”의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리 일반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교수 수업이라고 해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수업도 오픈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모두’ 도

서관에서는 그런 걸 했었어요. 청강도 하고, 서로 평가도 하고. 근데 여기

8)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 도서관. 2008년에 개관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베
트남, 러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일본, 몽골 등 여러 국가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다. 도서를 대출해주
는 것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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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선생님들 다 그런 거 싫어하세요. 근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장주영, 04-05)

자원봉사를 시작... 당연히 센터에서 공동교안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러

니까... 그래서 왜냐면 특히 내가 이거 1년 동안 우리 반을 데리고 갈 것

도 아니고 계속 바뀌는데. 공동 교안을 해야... 어디에서 이건 꼭 해주자. 

어디까지 이해시켜주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혼자서 다하고 그냥 내가 교재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

가. 자체 다 각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략)… 각자가 교

안... 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니까 이게 정말 정책적으

로 한국어 강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비도... 센터가 있으면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는 센터 연구비도 나와야하고 기타 등등이 있어야 하는

데, 전혀 없으니까 그냥 각자의 수업방식으로 각자가 진행하는 거죠. 커

뮤니티가 결성되기 힘들죠. (박경미, 13)

  이처럼 한국어 교사들은 교실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교수법

을 나름대로 구성해나가고 있었지만, 한계에 직면하였다. 학습 속도가 느

린 학생들이나 흥미를 쉽게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일반적인 교실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교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지점에 대해서 조심

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교사들 간 수업과 관련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제한되어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였다. 

2) 목표문화 학습의 이질성 고려하기

  학습자들은 한국의 문화를 주로 해당 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화 프로그램

이나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교재, 교사로부터 접하게 된다. 교재에 제시되

어 있는 문화 교육의 내용들은 한국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것들이 집약되

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습자들은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

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한국의 명소를 찾아가는 등 문

화 접촉 기회의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었다.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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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시간을 일을 하는데 할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단편적

인 부분만을 접하게 된다.

  이 때, 학습자들은 모문화와 다른 목표문화에 대해 문화 충격을 받기도 

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이해하지 못했던 목표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교사

로부터 이해받고자 한다. 즉, 학습자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교육 내용에 따

라 목표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쌓게 된다.

  한국어 교사들은 현재 교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 문화 위주의 교육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학습자들은 주로 보편적인 한국의 문화나 한국 문화

의 전형화 된 ‘상(像)’을 교실에서 학습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지금의 

문화 교육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전의 

것에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육 내용이 과연 학습자들의 삶

에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이수빈은 한국의 전통 문화 교육이 필요하면서도 “어디까지 해야 하

나”,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문화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딜

레마에 빠졌다. 이혜란 또한 기존의 문화 교육이 “이질적인 부분”이 있

음을 지적한다. 이혜란은 문화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

지 못한 채 한국의 전통음식, 명절, 의복, 가옥 형태 등을 “박물관 설명하

듯이” 다루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학습자

의 ‘생활과 유리된 문화학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은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문화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한국의 전통 

문화 교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필요하면서

도 ‘이걸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아

이들은 사회 시간에 역사를 배우니까 그 말을 알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하니까 배워야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굳이 그런 말

을 배우지 않아도 그냥 기초적인 상식정도만 알아도 되는 정도이기 때문

에 그런 문화 교육을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수빈, 20)

생각해보면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문화가 사실은 많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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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없어지고 있잖아요. 명절 같은 경우에도 추석에, 정말 그대로라면 한

복을 입고, 송편을 빚고, 성묘를 가고, 쥐불놀이 하고 해야 하는데 실제 

한국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도 

좀 예리한 학생들은 ‘선생님, 선생님 이런 거 해요? 한국 사람들 이런 거 

해요?’ 음... 좀 그런 면이 많아요. 문화 교육이 전통문화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은 이질적인 부분? 실생활은 하지 않지만 거의 뭐 박

물관 설명하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혜란, 08)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없게” 설명되어 있는 교재는 주로 생활세계에 

맞닿아있는 부분보다는 ‘상징화’된 한국의 문화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

문에 교사와 학습자들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장주영은 교재에 제

시되어 있는 “문화편”이 너무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장주영이 하나의 예

시로 든 것은 전통 가옥 구조를 설명하는 중에 “온돌”을 학습자들에게 

소개하는 부분이었다.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문화적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교사에게도 어렵게 느껴졌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2단계를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

요. 각 교재마다 마지막에 부록으로 문화편이 있어요. 근데 문화편이 너무 

어려워요. 앞에 단계는 2단계인데 그 2단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게 설명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그걸 아셨겠죠. 그러니까 모국어로 또 

번역본을 실어 놨어요. 실어놨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왜 우리나라만 쓰는 

고유명사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록, 번역본에 있어도 이 친구들은 어

렵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제일 어려웠을 때는 ‘온돌’이

었어요. 한국의 전통가옥의 형태. …(중략)… 그런 온돌의 기본 원리라던가 

온돌의 구조나 명칭 같은 걸 너무 이제 한국 사람인 저희도 잘 모르잖아

요. 그걸 이제 그대로 해놓으니까. 그걸 조금 더 예... 하여튼 저도 작년 

같은 경우 전부 문화편을 나눠서 수업을 했었는데 시각 자료로 해서 했었

거든요. 교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을 해

요. 제공을 해서 그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도 많이 어려워하더라구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장주영, 05)

  권희경은 문화 교육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전통문화나 예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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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유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생활

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의 생활 

규범 중 하나인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는 학습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

은 문화이다.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

문에 학습자들은 모문화에서 습득했던 생활방식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였

다. 이는 곧 한국에서 문제의 상황으로 여겨졌다. 권희경은 이러한 문제 

상황이 계속되어 이주민들을 향한 해당 지역에 거주민들의 인식 또한 나빠

졌다고 언급하였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정

작 이러한 문화나 규범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가 힘

들다. 권희경은 이에 대해 “시민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필요

하며, 문화 교육이 학습자의 생활 세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

다. 이러한 이유에서 권희경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학습자들의 생활 세

계에 필요한 실제적인 문화 교육에도 중점을 둔다. 

문화 교육 쪽에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구 ○○마

을 ○단지 ○지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거에요.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를 못하

는 거에요. 그 분리수거도 정확하게 해야 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면 디테일 

한 거잖아요. 뚜껑은 여기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르쳐요. …(중

략)…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여기 그런 문화를 몰라요. 동네

가 전체가 지금 널부러져 있는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누가 일

일이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문화라기보다는.. 문화지.. 우리나라 문화

지. 뭐... 규범... 그래서 뭐 애기 기저귀 같은 거는 분리수거를 여기다 하

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 쪽이 장난아니에요. 그게 제일 문제에요. 그니

까 누군가가 학습을 시켜줘야 한다고. 그래서 주민센터 이런데서 하는데 

음... 주민센터도 아시다시피 많아요. 프로그램이 요즘. 요가도 가르쳐주고 

쿠킹도 가르쳐주고 되게 많은데 그런 생활규범을 가르치는 건 없는 것 같

아. 나는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시민교육 같은거. (권희경, 

10-11)



- 75 -

  김혜진은 문화 교육의 “컨텐츠”가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전통문

화는 학습자들이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김혜진은 가르쳤던 학습자들의 생활 반경이 상당

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편향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회적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주민 밀집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김혜진이 가르치는 학습자들 또한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면

서 목표문화의 단편적인 부분들만 접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그들이 속해있

는 공동체 내의 시야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접하는 새로운 문화를 해석하게 

된다. 이들은 제한된 생활 반경 속에서 목표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

는데, 이는 자칫 부정적으로 편향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김혜진은 학습자들의 생활 환경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문

화 수업 때만이라도 다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전통문화는 접하려면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은데, 최근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생활, 경제적인 부분이 안정이 안되신 분들은 예를 들

면 주변 환경도 보통 가리봉동 이쪽에 사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보

는 이게 다 뭐 시장, 되게 싸우는 이런 모습 이러다 보니까 한국도 다 똑

같아.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리봉동은 사실 진정한 한국의 그게 아

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거기서만 생활하시니까 ‘한국도 똑같아. 한

국도 똑같이 썩었어’ 똑같이 안좋고, 뭐 그런게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화 교육, 문화 수업 때만이라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하죠. 좀... 

예를 들면 한식당이 나와도 굉장히 전통적이고 마룻바닥에 모여서 밥먹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건 너무 많이 봤으니까 조금 다른 걸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좋은 현대적이고 그런 것도 많이 노출을 시켰으

면 좋겠거든요. …(중략)… 저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통적인 문화는 그분들

도 충분히 접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른 컨텐츠를 문화 수업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김혜진, 18)

 

  이처럼 교사들은 기존에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의 내용이 목표문화 학습

에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학습자들의 생활 세계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딜레마를 겪는다. 문화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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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는 집단 간의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이라면, 목표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한국문화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문화 교육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학습자들이 맞닿아 있는 문화와 괴리감이 있다면, 학습

자들이 문화에 적응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어 교사들은 특히 학습자들이 기존에 익숙해져 있는 모문화와 목표

문화 사이에 이질감을 느낄 때 어려움에 직면한다. 즉, 문화 수용 단계9)에

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반응은 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딜레마에 빠

지게 한다. 김혜진은 학습자들의 모문화와 목표문화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는지에 대해 “진짜 많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김혜진

은 학습자들이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에 있는 모국과 달리 한국은 “수

직 문화”가 좀 심하고, “계급”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많죠. 진짜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국에는 계급이 너무 많다

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계급이 아니라 그 단어를 정확

한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서열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직급에 따라서 너무 높임말을 쓴다거나 뭐 그런 말을 말하

는 것 같아요. 중국, 베트남 학생들은... 아, 러시아도 그러네. 공산국가니

까 거의 다 평등한 관계잖아요. 한국은 수직 문화가 좀 심하다. 이야기 하

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더럽냐. 중국 학생들이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더럽냐. 위생관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

요. (김혜진, 08)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가 목표문화의 ‘부분’을 통해 목표문화를 ‘전

체’로 인식하는 것을 보았다. 목표문화에 대한 일반화는 목표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생각

9) 문화학습 과정을 설명한 Brown(1994)의 모형은 “타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변용, 특히 이 과정 중에 언어 학습이 하게 되는 역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의 모형에서는, 문화 변용의 단계는 문화 충격 경험과 문화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새로
운 문화에 동화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 기반을 둔다. Brown(1994)의 문화 변용의 단계
는 1) 새로운 환경에 대한 흥미/행복감을 느끼는 단계, 2) 문화 충격의 단계, 3) 문화 갈
등에서 점차 회복되는 단계, 4) 동화, 혹은 적응, 새로운 문화와 자신감에 대한 수용의 
단계의 4단계로 진행된다(Mor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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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그러나 학습자가 경험하고 있는 생활세계에서의 문제는 교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이 목표문화에 진입하기 위해 겪는 마찰들이 “표출”될 때, 교

사는 특히 갈등을 겪었다. 이수빈은 학습자가 “한국인에게서 무시당했거

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듣게 되었다. 이수빈은 학습자들에게 

간혹 “대신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분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전달하기

도 하였다.

  목표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학습자가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작년에 어떤 우즈베키스탄 분이었는데, 그분은 고려인이세요. 근데 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아르바이트 비용

을 안주시는 거에요. 그 업체에서.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

가 대신 전화해드릴까요, 문자보내드릴까요. 하고 방법을 알려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고, 가르

치면서도 좀 한국인에게서 무시당했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대신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인식이 많이 이래서 이렇

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은 그래도 배우는 입장이라서 이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오는 갈등들... (이수빈, 03)

  장주영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였는데, 학습자의 모문화와 목표문화 사이

의 괴리가 “가정에서 가사의 분업”의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

였다.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한국에

서 “기존의 가정들”은 남편이 가사에 잘 참여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인

다. 가사의 분업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문화적 차이를 가정에서 직접적으

로 경험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반감”이 생긴다.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중국은 남편이 가사를 참여해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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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국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젊은 남자 분들은 많이 뭐 육아에도 참여

하시고 가사 일에도 참여를 하시잖아요. 특히 맞벌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기존의 가정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니까 그런데 있어서 굉장히 반감이 

커져요. …(중략)… 이 한국 문화에 자기가 나름대로 익숙해진다고 노력을 

해왔는데, 도저히 이제 더 안되는거죠. 그럴 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

고, 이걸 자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수용이 안되는거에요. (장주

영, 07-08)

  한국 문화에 “나름대로 익숙해진다고 노력”을 해왔는데 도저히 안될 

때, 학습자들은 목표문화의 상당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

한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수용이 안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생활 관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모습은 교사에게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과제로 남는다. 한국어 교사들은 학습자에게 한

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해 총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 문화적 관습

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바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장주영은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부정적인 

시기”를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이 시기 동안에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문

화와의  비교를 통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장주영은 문화 수

업을 할 때 한국 문화의 수월성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학습자들이 “냉소

적”으로 받아들일 때, “맥이 빠진다”라고 언급하였다.

저희가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부정적인 시기들이 있어

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뭐 불합리 하다던지, 왜곡되어 보인다던지... 이런 한국 문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조금 이렇게 감정이 나

빠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

가 지는데 그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에요. 

…(중략)… 결국에는 한국 문화 수업을 하는 주된 이유도 그분들이 한국

에서 사는 동안 어렵지 않게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저희가 문

화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같은 경우에는 문

화 수업을 할 때, 절대로 한국 문화의 수월성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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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꼭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걸 굉장히 냉소적으로 받

아들인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되게 하기 싫잖아요. 저희도 맥

이 빠지니까. (장주영, 19)

  이론상으로 제시되는 학습자의 문화학습의 단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학습자가 문화 충격을 겪다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하지만, 실

제적으로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교사들은 문화 수용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긍정적

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문화 

교육을 하는 주된 이유가 학습자들이 한국에 사는 동안 부딪히는 어려움들

을 해소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은 교

사들에게 딜레마 상황으로 다가왔다.

3. 존재적 차원 : 한국어 교사로서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다차원적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언어 교수자로서의 역할이

다. 즉, 학습자에게 필요한 수업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에 흥미

를 유발하는 등 언어적 자질이 요구된다. 모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것

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교육 내용과 지도 방법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학습자들의 개인 고충을 들어

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역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 간에 상

호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 등의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실에서 기대되는 자신의 역할과 실제 역할 수행 간의 

차이를 조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느꼈다. 또한, 실제로 자신의 역

할을 어디까지 생각해야하는지 모호하다고 느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딜

레마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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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자와 봉사자 사이에서 경계 설정하기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는 교사의 역할에 일정 수준의 기대감을 갖는데, 

교사는 학습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분에서 딜레마를 겪게 

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학습자들이 목표문화에 진입했을 때 가장 기

초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형태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모

문화의 맥락에서 목표문화의 맥락으로 진입하려 할 때, 의사소통능력은 새

로운 생활 세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의사소통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상당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1차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는 한국어 교사에게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부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기는 생활 세계에서의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생활권에서 만나는 주변인들 중에 도움을 요

청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 중에는 한국어 교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

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자들에게 단순히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

만이 자신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스스로의 역할을 설정함에 있

어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들이 언어를 학습하

는 것 외에도 다른 일상 세계에서의 문제를 교사가 해결해주길 바라기 때

문이었다. 교사에게 바라는 학습자의 역할 기대가 점점 확장됨에 따라 교

사의 혼란스러움은 가중되었다. 김혜진은 학습자들의 요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급하면서 교실 바깥의 일들에 대해 학습자들이 “선생님이 해주

길 원한다”고 표현했다. 

중급반일 때는 많은 질문들을 하고, 예를 들면 반품 전화. 이런 거 선생님

이 걸어주길 원하고 동사무소 문화센터에 전화하는 거 선생님이 해주길 

원하고. 말하기 대회 나가면 선생님이 첨삭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말하기 

대회가 구별로도 있고, 센터별로도 있고 많더라구요. 물건 교환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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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고. 친구 오면 어디가면 어디가 좋은지, 맛집 추천

해주는 거 등등. (김혜진, 09)

  학습자들은 지원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상당 지역에 분포해 있음에도 접

근성이 좋고 “대면”하기 쉬운 교사들에게 “소소한” 도움을 요청한다. 

권희경은 생활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 중 학습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았다. 권희경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도 학습자가 물건을 구매한 후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확인해달라는 요

청을 하였을 때 응하였다. 그러나 금액이 “안맞는” 상황이 발생하자, 권

희경은 직접 슈퍼에 가서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대신 말해주

었다. 권희경은 자신이 “도우미는 아니지만”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실제

로는 상당 부분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원룸이나 투룸에 살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발품 팔아야 

방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복덕방 일 많이 해줬어요. 많이 해줬

어요. 지금도 이제 공인중개사 분이 ‘선생님은 왜 이런 일 하세요?’ 이래

요. (웃음)  그 일이 좀... 그런 이슈들. 애기...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내는 

거. 학교에서 뭐 줘요. 어린이집에서 뭘 주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뭔지 번역해달라. 알려 

달라... 근데 요즘에 그런 서비스 많이 있어요. 선생님 무슨 뭐 그 요새 ○

○시 ○○시 그런 센터 있어요. 다문화가족센터. 그런 거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안하더라구. 몰라 하여튼 종이를 가지고와. 아무래도 그게 더 편하겠

지. 대면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뭐 소소한 것들이에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일 뭐 실내화를 가져오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이런 건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확실하게 하려고... 거기서도 뭐 선생님이 알려줬을텐

데... 가져와가지고 뭐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영수증 같은 거. 내가 오늘 

쇼핑을 갔다 왔는데, 내가 7500원을 냈는데 이게 맞냐. 거기 찍힌 거 맞

냐. 근데 뭐 안맞아. 그럼 내가 이제 슈퍼를 가. 그럼 한 300~500원 잘못

됐어. 그런 거 확인해주고. 그니까 이게 내가 뭐 도우미는 아니지만... (권

희경, 10)

  권희경은 학습자의 생활 세계에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한국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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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한글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소수 약자의 박탈감”을 들어주

는 등 다른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고 생각하였다. 권희경은 수업 시간 전, 

후 약간의 시간 동안 학습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주며, 그 안에서 교

사가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였다. 권희경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습자들의 고민을 해소해주면서, 한국어 

교사가 학습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

였다.

우리는 한국어 교사들이지만 한국어 교사들이 한글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아까처럼 뭐. 소수 약자의 박탈감 같은 거를 그냥 뭐 들어주고 수업 후에

도, 전에도. 보통 수업 전에 30분 전에 가잖아요? 그럼 그날 있었던 일을 

막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거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애기가 배가 아팠다는 거지 밤

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왔어요. 러시아 말로. 급하니까 왔겠지. 무슨 말인

지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치과에요. 눈이 아파요. 이런 거라든지. 소소한 

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교사가, 한국어 교사가 그걸 하잖아요. 매주 

만나는 사람 중에서... 물론 뭐 아까 말했던 뭐지. 복지사라던지 이주민 뭐 

케어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이걸 교사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줄 수 

있는 게 내 생각이고,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그리고 적절하게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그거를 빨리빨리 해주면,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나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고 싶었는

데 센터에, 운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샤프하게 해야 해요. 그분들도 게

으르게 하면 안되고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거를. (권희경, 13)

  그러나 권희경은 학습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데 있어 “얼만큼 해

야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권희경은 학습자들의 거처를 

구해주기 위해 자신의 “스케줄을 다 뿌리치고” 가야하는 상황을 경험하

였다. 권희경은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한국어 교사가 학습자가 일상 세계

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친숙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

다고 생각하면서도 “글만 가르치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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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소소한 것들을 나한테 말하는데, 

공인중개사 같이 가주세요. 시간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뿌리치고. 내 스케

줄을 다 뿌리치고 가야해. 안갈 수도 없고, 갈수만 있다면 수업 끝나고 점

심시간에... 점심 굶고 가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국어 교사인데 글만 가르치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그런 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하곤 전혀, 

내가 이득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 얼만큼 

해야 하는 건가. 그런 거... (권희경, 15)

  장주영 또한 도와주는 데에도 “경계선”이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가 그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었다. 장주영

이 가르쳤던 한 학생은 한국어 실력을 키워 한국에 정착하여 일을 하게 되

었다. 학생이 출산을 하였을 때, 장주영은 행복한 마음에 선물을 하였다. 

교육 활동을 지속하면서 접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장주영은 학생들을 도

와주는 데 있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게 되었다.

  교사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학습자들은 각자가 상정한 수준에서 요구를 하

는데, 그 “요구의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지는 요구로 장

주영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저랑 수업한 친구가 한국어를 지금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 그 법

무부에 캄보디아 담당 그 하는 컨설팅으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그 친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제가 기저귀를 

보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너무 행복한 거에요. 너무 행복

하고 너무 좋아서 선물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하다 하다보면 사람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뭐 제가 그 학생만 되게 예뻐서 하는 건 아니잖아

요. 그래서 ‘아, 사람이 도와주고 어디까지 마음을 주고 받는다’라고 한다는 

거는 경계선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많아지다 보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게 되는 거에요. 일단 사람이 

많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요구도가 달라지잖아요. 네, 어떤 사

람은 밤 11시에도 카톡해서 선생님 뭐하나 물어봐도 되요 이렇고. 이제 그

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장주영,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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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은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

었다. 김혜진의 반에 속해 있는 학생이 출산을 한 후, 조리원에 가지 않고 

혼자 아이를 돌보고 몸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였다. 김혜진은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에 빠졌었다. 학습자들에게 “뭘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낀 것이다. 교사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학생

에게 느껴졌는지, 학생은 교사에게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혜진은 학생의 말을 듣는 순간 아기용품을 사주러 “같이 가줘야 하나”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베트남 학생은 이번에 애기를 낳았는데 조리원도 안가고 부모님도 안들어

오시고 혼자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뭘 

해야 할 것 같은 거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 혼자 하기로 

결정한 건데... 그 학생이 진짜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혼자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막 도와줘야지 안절부절 하는 것도 그 학생한테 사실 좀 그

렇게 느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결정하기로 결정했

어요. 뭐 애기 용품도 제가 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것도 사주러 같이 

가줘야 하나 이랬는데 ‘알아서 할 거고, 남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때도 되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김혜진, 24)

  남경선은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줬으

면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남경선이 가르치

는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의 불편한 관계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털어놓다가 

결국 이혼절차를 물어보았다. 남경선은 학생의 가정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도와줘야하나?”, “이쪽에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학생 또한 교사에게 일정 부분 “해결해줬으면 하는” 기

대감을 갖고 있었다. 

아주 예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이주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랑 

사이가 안좋은 것 같더라구요. 이 학생이 굉장히 스타일리쉬해요. 그래서 

좀 돈을 많이 쓰겠구나 하겠구나 했는데,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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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돈도 안주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자기 이혼하는 거에 대해 물어보

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냐구. 근데 뭐 이제 남편이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

고, 그리고 나중에는 월급도 안가져다 주고, 그리고 뭐 아이를 못 보게 한

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는 뭐 친구네 집에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은 파랗게 질려가지구요. 남편이 밖에서 기다린다는 거에요. 여기로 들어

오겠다고.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얘를 도와줘야하나? 이쪽에서 해야 하나?’ 생각을 했는

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한쪽의 말만 제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중

략)… 이 학생은 나한테 와서 편을 들어서 어떻게 좀 해결해줬으면 하는데 

그럴 때는 참 난감하더라구요. (남경선, 04)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서, 여러 차원의 기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사는 피부로 와 닿는 학습자의 생활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외면

하기 힘들다. 남경선은 학생들의 요청을 받을 때,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것”같다고 언급하였다. 남경선은 

‘도와줌’의 경계에서 나름의 입장을 취했지만, 학습자가 “섭섭해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이후 학습자는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교사는 비슷한 경우가 다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

졌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수업 시간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가 

안도와 주니까 너무너무 섭섭해 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뒤로는 못 봤어요. 나오기만 하면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죠. (남경선, 04-05)

  이혜란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입

국자녀 문제도 함께 당면하게 된다. 중도입국자녀들은 갑자기 바뀐 환경에

서 적응하고자 하지만, 바로 갈 수 있는 학교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이주여성들과 함께 센터에서 수업에 참여한다. 그러나 또래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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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오는 중도입국자녀들을 볼 때 이혜란은 “도와주

고 싶은데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갈등을 겪는다. 이혜란은 전체적인 교

육 시스템이나 양육 시스템이 없음을 아쉬움을 언급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정적으로 고민이 된

다고 하였다. 

한 몇 년 전만해도 다 이렇게 처녀 아가씨들이 결혼해서 오는 경우가 제

일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이미 본국에 아이가 하나 있고, 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고, 다시 재혼 혹은 세 번째 결혼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보니까 베트남 쪽에서 열 살, 열두 살, 열네 살 이렇게 된 아이

들? 열여섯 살까지도 봤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엄마가 자리를 

좀 잡으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서 나서 자라가지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와서 바로 또 학교를 가는 것도 힘들고, 바로 가

지도 못하니까 이제 센터에서 조금 간단하게는 수업을 배우지만, 사실 그 

또래아이들만의 수업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이 안돼요. …

(중략)… 그런 학생 볼 때 어떻게 제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이게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제가 그냥 뭐 하루 이틀 돌봐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

잖아요. 교육적이나, 전체적인 양육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갖춰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마음은 보일 때 센터에서 만나면 보듬어 주고 안

아는 줘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좀 안좋죠. 그런 면이 ‘어디까지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나?’ 이런 것들. (이혜란, 

13-14)

  이처럼 한국어 교사가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 학습자의 생활 세계에 얼마나 개입하여 도움을 줘야하는지 경계의 한

계 설정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활세계를 재구성하는 데 일정부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도움’의 경계에 대해 

모호함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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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 범주의 확장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려왔던 한국어 교사의 모습과 실제 자

신의 수행이 부딪힐 때, 갈등을 겪고 있었다. 교사와 학습자들 사이에서의 

역할에 대한 갈등상황이 있다면, 교사 스스로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 것이

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겪으며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교사로서 생각해왔던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 스스로가 한국어 교사는 언어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이외의 

더 많은 것들을 수행해야하며, 특히 자신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박경미는 “한국어 수업을 왜 하냐부터” 고민을 해

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박경미는 단지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성찰하고, 세계를 해석할 수 있도록 눈을 키워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박경미는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행위에는 

학습자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있다고 언급하였다. 박경미는 한국의 경

제성장과 문화를 동경하는 학습자들이 “부당함”을 표현하고, 자신의 노

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한다.

저는 좀 이게 한국어 수업을 해서 한국어 수업을 왜 하냐부터 고민을 해

봐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단지 제가, 한국어가 우수해서 한국

어가 뭐... 해서 기술적으로 이걸 시험쳐서 영어교육하듯이 이런 것은 아

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거든요. 그니까 제가 한국어를 가

르치고 한국어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건 한국에 온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의 권리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어... 모르... 알고도 피해를 보겠지만, 모르고도 피해를 입는 경우

도 많으니까, 알아서 피해를 하거나... 뭐 산재사고를 당했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 그 부당함을 정말 자기가 다 대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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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조금은 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를 하게 되는

데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는데, 한국어 수업을 하다보니까 친구들 

속에서는 한국의 그 경제성장에 대해서 어찌됐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서 버텨야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한국에 살고 싶다. 왜 살고 싶냐고 

하냐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사실 

그 돈 가지고 한국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번다

고는 생각하지만, 그 돈의 월급으로는 우리가 집을 살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도 없고, 가족들이 데리고 들어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경제인으로서 아니면 자

기의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런 가치관도 좀 저는 심어주고 싶은데... (박경미, 08-09)

  그러나 박경미는 처음 자신이 생각했던 역할과 달리 현재 스스로를 “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 밖에”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박경미는 학

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 각자의 권리를 찾길 원했지만,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즉, 

박경미는 처음 자신이 생각했던 스스로의 역할 수행 기대와 실제 역할 수

행 사이의 간극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혜란 또한 학습자들의 힘든 상황들을 접하면서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았다. 이혜란은 결혼이주여성들인 학습자들이 힘든 생활을 하

는 것을 접하면서 심정적으로는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해결책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었다. 그러나 이혜란은 결국은 한국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살도록 

위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냥, 지

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음... 제가 또 뭐... 한국어 학생들이 

쭉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반도 계속 바뀌고 학생들도 바뀌고... 

4개월 마다 바뀌고 하니까 계속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서로 가

치관이나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거에요 정말로. 지금 현재는 뭐... 진짜 기

술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 밖에는 안되는 거죠. 사실 그게 저

는... 사실 한국어를 그래서... 한국어 교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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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내가 한국어를 알려주고 그것이 수단으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였는데, 그게 잘 안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경미, 10)

학생들이 결혼 이민자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

요. 그니까 자기만 그런지,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경

우에 사실상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부당해요. 그니까 같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했으면, 사실 그런 상황을 못 견디고 어떻게 좀... 했을 텐데, 결

혼이민자이다 보니까 또 말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억울

함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야기 했을 때 느

껴지는 걸로도 상당히 좀 음...음... ‘억울하겠다. 속상하겠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 좀 어려워요. 그들의 편

인데 그렇다고 그들의 편을 들어서 뭐 이혼을 하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

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잘, 이렇게 여기서 가정을 유지하고 살도록 이렇

게 위로를 해야 하고 이래야 한다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때

가 많아요. (이혜란, 12)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이주민들의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오히려 한국 문화를 이

해하는 데 힘을 써야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김진선은 자신의 역할

이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것”이지만, 언어를 가르치

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하였

다. 김진선은 한국어 실력은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 의지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는 경우에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즉,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저는 일단 한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게 일단 기본적

인 건데... 사실은 한국어를 가르친다기 보다는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를 심어준다고 해야 하나...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하는... 그런 걸로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는 본인들이 공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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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수업시간에 하는 거 자체가 사실 큰 의미는 없더라구요. 본인들이 공

부를 해야지.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네가 공부를 해야지. 학원다녀봤자 

무슨 소용이야. 정말 그런거에요. (김진선, 13-14)

  이혜란은 한국어 교사가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하였지만, 자신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었다. 

이혜란은 이주민들의 입장에서 한국어 교사는 한국 사람의 “기본”, 혹은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혜란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

을 보완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제가 한국 사람의 기본... 뭐랄까... 한국 사

람이라는 표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역으로 생각해

서... 제가 다른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그 나라 사람을 대표, 

내가 아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가끔 제가 많이 조금... 

미안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 김치를 담그고 이런 정말 한국적인 것들

을... 사실 사물놀이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물놀이를 설명을 해야 해

요. 김치도 뭐 무슨 무슨 무슨 김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그런 부

분들에 좀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배워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혜란, 08)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언어만을 교육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데에 동의

하였지만, 그들이 교육 현장의 진입로에서 생각하였던 교사로서 이상향이 

현실과 충돌하며 갈등을 겪었다. 또한,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은 본인의 의

지에 따라 상당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

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교사들은 상황을 수용하되 풀리지 

않는 고민을 계속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기도 하

였다. 혹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학습을 결심하기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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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적 차원 : 교육적 이상과 현실의 벽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는 

기본적인 학습 환경과 교재와 같은 물리적 요소를 제공해주지만, 수업 자

체는 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었다. 교사들은 일정 시간 동안 주어진 교재

를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학습 지도안이나 교

수법 등을 나름대로 모색하면서 수업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교사들의 교육

적 목표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여건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온다.

1) 제한적인 학습 환경의 작용

  교사의 교육적 실천은 교수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 기관의 체제와 환경

의 영향을 받는다. 장주영은 “맥락이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지

만, 수업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은 문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교사

는 기관으로부터 주어진 교재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진도를 마치도록 

요구받는다.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교재를 가지고 일정 시간 내에 모두 끝

내야 하기 때문에, “귀와 입”에 익숙한 한국어 수업은 진행될 수가 없

다. 쉽고 편안한 수업을 지향했던 장주영은 학생의 학습과 진도 나가기 사

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머리로 생각하는 언어”가 아니라 “쉽고 편안

한” 수업을 이끌어가고 싶지만, 진도상 제시된 문법의 양은 과중하게 다

가온다.

저희 수업이 문법 수업에 치우치거든요. 근데 저는 맥락이 있는 수업이라

고 해야 하나요. 그런 수업이 되게 하고 싶어요. …(중략)… 문법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입에 먼저 익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

는 언어가 아니고 조금 귀와 입에 먼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어... 그

런데 사실 이 말이 이런 문법입니다’ 라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럴 수 있는 시간이 일단 모자라요. 그 교재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100

시간을... 100시간 안에 다 끝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문법이 너무 많

은 거에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아쉬운 게 그거에요. 가능하면 그분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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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좀 쉽고 편안한 한국어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장주영, 10-11)

  “수업 시간에 하기 너무 힘든” 시간적 제약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교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연구참여자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 기관에

서 행해지는 수업의 형태는 대부분 반별로 주2회 2시간 정도로 진행된다. 

김진선은 하루에 한 과 분량의 진도를 나가야 하는 수업에 대해 “정말 쉴 

틈이 없다”라고 하였다. 아주 기본적인 문법과 말하기 연습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짚어줄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말하기 능력’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실력이 늘 수 있는 능력이기 때

문에, 김진선은 짝 활동과 같은 형태의 수업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시간 안에, 하루에 한 과를 나가야 해요. 하루에 이제 두 시간이거든요. 

수업이. 그러면 거의 정말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법하고 말하기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한 과 한 과. 2주에 한과를 나가고 3주째에 두 과

를 복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때 듣기 같은 거 못했던 거, 그 때 복

습할 때 그걸 하고. 말하기 연습도 사실은 교사가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

하고 하는데... 사실은 짝 활동같은 거 해야 많이 늘잖아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하기 너무 힘든거에요. (김진선, 04)

  조수경은 한정된 수업 시간 내에 문해교육이 갖고 있는 “표현과 이해 

그 과정들”을 모두 다뤄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조수경이 맡고 있

는 심화반 학습자들에게는 단어가 포함된 상황과 맥락까지 설명을 해야 하

기 때문에 생활세계와 연결해서 설명하다보면 좀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

다. 즉,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교육적인 함

의까지” 다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 혁명을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

치는 것. 그니까 이게 이주민,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거

죠. 언어를 매개로 교육적인 함의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니까 1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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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시대부터 그 흐름을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학생들이 이거

를 한국어로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 한국어의 뜻까지, 단어 뜻까지 이제 

포함해서 설명해야 하니까 어려운 점은 시간적인... 왜냐면 어차피 클라스 

안에 수업 시간은 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맥락을 설명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지 다시 또 확인하는 작업

까지 가려면, 읽기, 말하기, 이런 과정까지 다 수업 안에 넣어야 하잖아

요. 문해교육이 갖고 있는 표현과 이해 그 과정들 다 해야하니까... 네 가

지 능력을 다 확인해야하니까. (조수경, 04)

  교사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은 학습자들의 생활 세계에서의 비롯된 

현실적 문제와 맞물린다. 장주영은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만 와서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의 시간적 한계와 기회에 대해 언급하였다. 절대적인 ‘학습 

시간’의 부족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교사의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 분들한테는 조금 그런 기회가 없죠. 왜냐면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만 

와서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분들한테는 그

런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죠. 토요일에 야근하는 데도 많아요. 사실 주 

5일 근무제는 저희 이제 뭐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은 다 기본이지만 제조

나 이런 쪽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장주영, 18)

  박경미는 체계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을 저해하는 “시스템이나 지원”의 

부족을 아쉬워하였다. 박경미는 학문 목적의 학습자들은 어찌됐든 학습 환

경이나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였다.그러나 박경미가 가르치는 학습

자들은 대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로 “공부할 수 있

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학습자 스스로의 권리

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습자들

의 한국어 학습은 생존과 더욱 직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박경미는 한국어

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은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직면하는 시간

적인 제약은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을 더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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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날 단 하루 쉬는 날인데. 그것도 토요일날 잔업. 야간 일 하고 일요

일날 잠깐 자고 나오는데. 새벽에 잠깐 자고 나오는데... 안나오면 출석률

이 중간으로 갈수록 저조해지죠. 그것도 돈을 받고 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런 게 한국어교육에 어찌되었든.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은 

그래도 좀 조건이 좋잖아요. 유학생들은. 어찌됐든 조건이 좋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

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기 권리라든가 인권, 인권과의 

이걸 이야기 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

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국어라는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고.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어 강사를 자원봉사부터 시작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안되어 있으니

까. 국가적인... (박경미, 04)

  주어진 교재를 ‘일정 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것’과 학습자들에게 주어

지는 ‘학습 기회가 한정적인 것’과 같은 제한적인 학습 환경은 한국어 

교사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특히 시간적 제약은 다양한 기능적 연습

을 요구로 하는 언어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없게 작용할뿐더러 언어 지식 

외에도 학습자에게 생활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교사의 의

지도 꺾는다.

2) 한국의 현실 생활에 노출된 학습자의 학습 지속 한계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다른 학습을 위한 마중물이 되거나, 학습자들의 

생활 세계를 확장시켜줄 것이라는 교사의 기대감은 ‘학습 지속’에 의해 

좌우된다. 학습 지속성은 학습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학습자의 생활세계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실의 학습자들은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혹은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에 도달하면 학습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

본적인 의사소통 능력만 갖추면 자신의 생활 세계 내에서 크게 문제될 것

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흔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교사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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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학습 속도가 앞서가는 학생은 흥미를 잃지 않게, 학습 속도가 뒤쳐지

는 학생에겐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고자 하였지만 역할을 수행하고

자 하는 기회조차 쉽게 얻을 수 없었다.

  유정희는 학습자들이 “외부적인 근로조건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출석

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그런 것들”이란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잔업처리, 초과근무로 인한 

시간적, 체력적인 한계를 말한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은 학습자들

이 학습을 간헐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중간 

중간에 수업에 참여를 못하는 학습자들은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는 상

태”에서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던 학습자들과 함께 학습을 하게 된

다. 거기에서 오는 “간극”은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어려

움을 겪게 한다.

오히려 이제 외부적인 그런 근로조건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출석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 오히려 그런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

요. 어떤 갈등관계라기 보다는... 이 주에 배웠는데 한 두주 못나오고 그러

면 이분은 이거를 못 배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시작했어도 그런 게 어려움이면 어려움일 수 있어요. 이분들

은 이미 이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나가서 그게 더 자유로워졌는데, 그걸 

또 수업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그 상황에 머물러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간 분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간극이

나 이런 게 생겨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불편하다고 할까. (유정

희, 05-06)

  권희경은 학습자가 생활세계에서 안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학습에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였다. 학습자들의 학습은 기본적인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생활 세계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일차적이

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가장 화두는 “돈을 버

는 것”이고, 생활의 기반을 다져가는 것이다. 이렇듯 지속적인 학습이 가

능한 학습자와 학습을 지속하지 못하는 학생들 사이의 차이가 누적되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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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에서도 성취의 불균형이 생긴다. 

  학습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상당부분 학습자들의 생활에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봉착한다. 학

습자의 삶 속에서의 불안함은 안정적인 학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권희경

은 공부를 하다가도 학습자들이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

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그런 걱정들이 너무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학습을 잘 따라오는데 어떤 분은 

잘 못 따라와요. 그런 거에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마음의 안정이 

안되니까. 발음도 이상하게 하고, 말도 못 따라하고, 불안해하고. 벌써 봐

도 불안증이 보이고. 음...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런 현실적인 것. 

(권희경, 03) 

  교사들은 한국에 온지 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

하지 못해 한국어 수준에 진전이 없는 학습자들을 접하였다. 김진선은 한

국에 온지 10년이 되었지만, 기초반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딪히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

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김진선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

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언급한다. 

한 친구는 한국에 온지 10년이 된 친구에요. 그런데 아직도 기초반을 듣는 

거에요. 한국에 10년을 살았으니 한국에 대해 얼마나 어느 정도 잘 안다라

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하는 게 안되는 거에요. 본인이 가장 문

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

요. 아이가 이제 10년이 되었으면 초등학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초

등학생이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에요. 아이랑 대화가 안되니까. …

(중략)… 경제적으로 넉넉한 친구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일을 해야하니까 

매일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와서 수업을 하는 게 사실은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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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다가 또 일을 나가야해서 못와

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 두는 거에요. 그니까 본인의 의지도 좀 그렇겠

죠. 사실은... 하여튼 뭐 그렇게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꾸 똑같은 거 하고, 했던 거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러니까 그

런 것 때문에... 해도 막 다음 반으로도 안 넘어가고.. 그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서 의지가 좀 꺾여서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김진선, 

08-09)

  학습자들은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환경에서 본인의 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충족되는 경우, 학습을 “포기”하였다. 이수

빈은 3월에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였던 인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은 대

부분의 한국어 교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학습자 스스

로가 “어느 정도 한국문화에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습을 중단하

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포기를 많이 하세요. (아) 초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물일

곱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인원이 거의 고정이에요. 3월 초부터. 근데 이제 

자기가 조금 알고 어느정도 한국문화에 적응이 되었다. 스스로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안오시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고, ‘오

세요’ 말씀을 드려도 안오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참... 그 부분이 어렵죠. 

와야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배우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문화적응한 것 같아. 그리고 한국어도 이 

정도면 내가 아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것 같아’ 생각을 하니

까 안 오시는 거겠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렵고... (이수빈, 07)

  이혜란 또한 이수빈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학습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의 

참여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혜란은 일정 수준, 즉 3단

계 정도 되면 “조금 말을 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다

고 수업에 참여하는 걸 중단하는 학습자들을 보았다.

사실상 한국 사람으로서도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들이 뭐... 한국

어만 조금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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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서빙하는 일하고, 말을 못하면 그냥 하루 종일 말 안하는 공장에서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봐요. 3단계 정도 되면 학생들이 안와요. 취업하

고, 그러느라고. 말이 조금 되니까, 알바라도 한다고. 수업에 안와요. 조금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싶다고. 다들 안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섯 명, 일곱 명에서 시작했는데, 한명 남았어요. (이혜란, 

15)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상당부분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학습을 지속하는 데 ‘여건들’이 충분

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의지를 갖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

였다. 다시 말해 한국어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가 지속적으로 진

행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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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응양식

  연구참여자들은 각자가 경험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대응하고 있었다. 그

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전략’과 기존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는 ‘반추적 관점 재구성’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

다.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 의미들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딜레마 상황

들은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1. 실천전략

1) 예방적 중재

  다양한 모문화의 공존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이 드러날 때 곤란함을 경험

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예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부분의 연구참

여자들은 문화적으로 충돌이 있었던 나라 간의 이슈나 주제들을 수업 시간 

내에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혜란은 “마찰이 될만한 소지”

는 무조건 “배제”를 하는 편이라고 표현하였고, 혹시라도 예민해지는 상

황일 때에는 다른 쪽 이야기를 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진선 또한 비슷한 대

응 양상을 보였는데, 가급적이면 “시사적이거나 갈등이 일어날만한 문

제”에 대해서는 다루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실 교실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런 이제 마찰이 될만한 소지는 아예 무조건 배제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

요. 혹시라도 예민하게 되거나 하면 농담도 하면서 풀어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혜란, 10)

저는 사실은 한국어 수업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사적 인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해요. 가급적 그런 건 한국어수업에서는 좀 배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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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단은. (김진선, 11)

  수업에서 일어날만한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사들은 학습

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으로 중재하기도 하였다. 장주영은 학생들이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던 중 모국의 국기를 소개하던 대만 학생에게 중국 학생이 

“대만은 무조건 대중국”이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장주영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보면 학습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여 

이야기를 “확장하지 않고”, 수업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상황을 종료시켰

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더 확장하지 않고 ‘아 그래서 그거는 생각이 다르

다. 한국에서는 대만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분이 

한국어를 좀 잘하시는 분인데, 기초를 다시 배우고 싶어서 우리 반에 들어

오시는 분이었어요. 원래 자기 레벨은 3단계인데, 이 분이 말을 잘하시니

까 그러시는 거에요. 아니라구. 대만은 무조건 대중국이라고. 한국 사람들 

잘못 알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 알겠다고 수업이 

많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끊었죠. (장주영, 06-07)

  장주영은 수업 중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을 민감하

게 관찰하고, 부정적인 표현이 나타날 때 이야기를 ‘중단’하고 다른 주

제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장주영은 학습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 

학습에 방해가 되며, 수업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저같은 경우에는 수업 안에서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

고, 이제 그런 자기와 다른 경우에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제가 

이제 계속 놔두면 서로가 감정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학

생이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말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때, 내가 그 부분을 

길게 끌고 가질 않아요. 다 나라마다 다르니까 어... 예... 그럴 수 있다

고, 그래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수업 안에서 그게 계속 토

론처럼 되어버리면, 본질을 벗어나잖아요. (장주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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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모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학습자들끼리 ‘무리지어’ 앉게 되는 

경우, 교실에서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박경미는 다른 모문화를 가진 학습자들끼리 “섞어 앉으라고” 

미리 수업 환경을 조정한다. 박경미는 학습자들이 섞어 앉을 경우 수업 후

반쯤에는 서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저는 수업시간에 주로 보통 미얀마 친구들, 캄보디아 친구들, 베트남 친

구들 뭐 이렇게 모여 앉잖아요. 그럼 섞어 앉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왜

냐면 제가 저의 말을 못 알아들었거나, 제가 이제 설명을 못하면 여기서 

막 웅성웅성 베트남 말 웅성웅성 막 이렇게 하거든요. …(중략)… 처음에

는 자꾸 자기들끼리만 앉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편하니까. 말이 

일단 통하는 게 편하니까 앉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제가 한 

3개월을 한 학기로 치니까는 그러면 이제 섞어 앉아요. 섞어 앉으면 한 

후반쯤에는 자기들끼리 말하죠. 자기들끼리 한국말로 서툴지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뭐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박경미, 08)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모문화 맥락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 사이에 긴장

을 해소하고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수업 내

용 배제하기,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중재하기, 자리

배치와 같은 수업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갈등의 위험요소를 제거

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중재”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 학습 경험의 재조직화

  한국어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 

교재의 진도를 모두 나가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생활과 거

리감이 있는 교육에 얽매이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즉, 교사들은 주어진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학습자들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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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요청하는 것을 부분

적으로 수용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생

활 중심 학습 경험의 조직’을 시도하였다. 교실 내에서의 학습 경험은 한

계가 있지만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생활세계에서 느끼는 갈증들을 해소해주

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수업을 함께 

하는 이혜란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업시간에 다룬다. 이수빈 또

한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수업”을 하려고 한다. 이수빈

은 학습자들이 역사적인 지식보다 회사나 가족 관계와 같이 실생활에서 사

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학습 내용에 반

영하고자 하였다.

중간 중간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있나요. 아니면, 뭐 살 때는 어디가 좋은가요. 이런 것들에 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좀 보여주죠. 그래서 홈피 보여주면서 어디로 

가고 여기서 구매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종류 중에 써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 거죠. (이혜란, 16)

그래서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

아요. 책 내용에서도 문화산책 이런 것들도 있구요, 쉬어가는 코너로. 왜

냐하면 맨날 문법 이런 거 하고 문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쓰고 읽고 듣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게 솔직히 매주 반복되면 재미없잖아요. 말하고 읽고 

문법배우고 쓰고 이런 게 재미가 없으니까 쉬어가는 코너로 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단어 위주로 배울 때, 가끔씩 이런 단어가 왜 생겼을 까요 이

렇게 얘기할 때, 왜냐면 음식 같은 것도 한국의 고유 음식들이 있잖아요. 

불고기나 김치... 원래 김치가 빨갛지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해서 빨개진 

거에요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 설명할 때 단어적인 것들 설명드

리죠. 이분들도 역사적인 것보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필

요하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아니면 남편하고 사이가... 그 중에 결혼 이민

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남편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들에

서... (이수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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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 긴장 요소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토론 수업에서 또한 학습 경험

을 재조직하려는 교사의 전략이 있었다. 김혜진은 처음에 문화적인 갈등이 

일어날만한 “주제 자체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주제”를 피한다는 것이 어느 순간 힘들어졌다. 

학습자들은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적 현황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특히 한국어 실력이 상당한 학습자들은 뉴스나 신문을 읽고 이해하

는 것이 어렵지 않다. 김혜진은 이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언성이 높아

지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현실과 유리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생각”이라고 언급하였다. 

음... 처음에는 그냥 아예 그 주제 자체를 피해야 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처음에 약간 몇 번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보다보니까 제가 좀 그렇더라

구요. 수업 시간에 싸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싸움으로까지 간 건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아 이러다가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그 주제 자체를 좀 이야기를 안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 생각이었고, 그 주제는 항상 나오는, 항상 노출이 되어있고 제가 

그 주제를 꺼내지 않고 토론 주제로 이걸 이야기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어차피 책이든 뭐 듣고 얘기하는 거든. 예를 들면 맨날 맨날 

사드 뉴스가 나오는데 수업시간에 사드얘기를 안할 수 없고, 또 중국, 인

도 싸움 났는데 이야기를 안할 수 없고, 이 학생들은 왠만하면 다 뉴스도 

보고 신문도 읽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현안인데 그걸 얘기를 안한다

는 게 피한다는 게 사실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저까지 끼어들면 안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 (김혜진, 16)

  이렇듯 교육현장에서 긴장과 갈등의 요소가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수

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사는 특정 학습 내용을 먼저 배치하였다. 김혜진은 

고급반 첫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 방법”을 가장 앞서 

다루기로 하였다. 서로 틀렸다거나 아니라는 말을 삼가면서 존중할 수 있

는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습 내용을 선별한 것이다.

그래서 고급반 처음 시작할 때, 토론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 방법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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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빼서, 우리 토론할 때 ‘너가 틀렸어, 너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하지 

않기로 하기로 했어요. 중급반에서 그런 싸움이 많이 나고, 제일 많이 하

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을 들어봐. 너 말하는 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많이 들려서. 이런 거 사용하지 말자고. (김혜진, 04)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위해 학습

자들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내용들을 재조직하였다. 학습 경험의 재조직화 

과정은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3) 타협적 선택

  각자가 익숙해져 있는 모국어의 언어적 특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학

습자들 각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어 교

실에서의 수준차 문제는 일반적으로 모국인들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교실에서의 수준차 문제보다 교사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과제로 다가온다. 

다양한 수준차를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습 속도가 앞서가

는 학생은 흥미를 잃지 않게, 속도가 다소 뒤쳐지는 학생에겐 용기를 북돋

아 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일정 수준 차이가 나지

만 교재가 주어졌으니까 그 교재로 수업을 할 때, 사실 이 친구들은 아예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듣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저로서는 그냥 공교육에 중간쯤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거고. (박경

미, 04)

  결국 박경미는 학습자의 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 수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타협적인 선택을 한다. 학습자들 사이에 “일정 수준 차

이”가 있지만 학습 도구로 주어진 “교재”가 있기 때문에 박경미는 “공



- 105 -

교육의 중간쯤”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4) 상황의 일반화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문제

들을 모두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일반화’라는 선택을 한다. 

교사들이 당면하는 딜레마는 해소되기도 하지만, 학습자가 처한 상황을 일

반화함으로써 내적 갈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한국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 세계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의 경계에

서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일반화”하는 선택을 하였다. 이혜란은 결혼이

주여성인 학생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수많은 “억울한 상황”들을 간접적으

로 접하게 된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면서 

이혜란은 학생들에게 부당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

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가정

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혜란은 학생들에게 집집

마다 “보통 그런 면”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예로 들면서 일반화

할 수밖에 없었다.

  

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사실 심정적으로는 어, 이건 너무 부당하고 네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니까. 

얘기를 해야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싶었는데,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지는 순

서밖에는 안되고, 음.. 그래서 그냥 좀 다독이고, 음... 보통 그런 면이 좀 

있고, 그게 조금 더 심할 때가 있고, 덜할 때가 있다. 라고 좀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보통의 결혼의 생활이 그렇고 사실 음... 집집마다 걱정의 

모습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한 거? 그들이 

보기에 좀 위로가 될 만한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그런데 사

실상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봐도 그들이 약자인 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사실상. (이혜란, 12)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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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선뜻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상황을 일

반화하는 선택을 하였다. 

5) 능동적 학습 실천

  교사들은 딜레마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

는 개인의 ‘학습’에 대한 능동적 실천을 이끌어 낸다. 권희경은 교실 내

에 다양한 문화 정체성이 공존해있기 때문에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도 배

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권희경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의 문

화를 배우는 것처럼 학습자들의 문화를 교사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한국어 교사에게는 다른 지식이 풍부한 것보

다 “문화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느꼈던... 워낙 다문화고 다국가적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걸 한국

어 교사가 배워야해. 그 사람들 문화가 뭔지 저도 찾아보고 그래요. 검색

해보고... 그 사람들의 생활은 뭐야... 그거를 모르면 딸려. 내가 아무리 다

른 걸 많이 안다하더라도 문화적 역량...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누가 한

국의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기후도 막 찾아봐 

집에서. (웃음) 요르단의 기후도 막 찾아봐. 그래서 사전지식을 알고 있어

야지. 안 알고 있으면 좀 불안해. 모르겠어. 그래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해. 우리는 한국문화를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중략)… 그런 소소한 것들을 교사가 많이 알고 

있어야해. 일단은. (권희경, 13-14)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도 교사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 김진선은 온

라인과 평생교육원을 통해 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스스로 부족한 것이 많

다고 느꼈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본래 전공과 다른 교육 활동을 펼치

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가진 역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확

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볼까 싶어서... 이제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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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전공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온라인에서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자격

증을 따긴 했지만, 부족한 것도 되게 많은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가르칠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배웠으면, 더 이제... 쉽게 재밌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김진선, 15)

  유정희의 경우 한국어 교사들의 실천전략, 즉 대처 능력은 “학습을 통

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유정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국

어 교육 외에 문화 다양성에 대해 연구하고 교안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

고 있는 ‘문화 다양성 연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학습을 하고 있다. 

유정희는 학습을 통해서 자신이 몰랐던 것들, 알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모호했던 것들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개인마다 한국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에 대한 관

점을 학습을 통해 나름대로 정립해가고 있었다. 유정희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들의 한계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고 언급하면서, 외부에

서 진행하는 ‘상호문화주의’와 관련된 학술대회나 문화 다양성 교육에 

대한 성과 공유회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저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에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알던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있

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런 걸 새로 알게 됨으로 인한 

대처능력이 이 말하자면 학습을 통해서 생기는 거에요. …(중략)… 제가 

뭐,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저도 모르고 있고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들

의 한계를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거든요. 그냥 학습이라

는 게 우리가 이런 걸 갖고 뭐, 토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올 해만 들어도 이대에서 하는 학술대회, 다문화 상호문화주의에 대

한 학술대회도 제가 갔었고, 그리고 이제 2016년, 17년에 이제 그... 문

화예술진흥원 그쪽에서 이런 문화 다양성 교육에 대한 연구학교를 4개인

가를 설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 공유회같은 걸 갖는데, 정말 거기서 

그들이 실제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들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거에요. (유정희, 23)

  일련의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어 교사는 예전의 “어설펐던 대응방



- 108 -

법”을 다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 유정희는 주변에서 

권유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유정희는 스스로가 “단선

적”으로 생각하였던 틀이 하나씩 깨지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공부를 하

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공부가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

요. 저도 몰랐던 거를 주위 사람들이 권유해서 가보고,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전엔 이렇게 대응하던 어떤 방법을 좀 더 다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

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저도 공부가 되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공부가 되

어서 예전에는 참 어설펐던 대응이 그런 걸 알고, 그들 입장과 우리 입장

과 이런 다양한 그런 상황에 대해 인지를 하게 되니까 좀 더 그런 걸 유

연하게, 아~ 이런 걸 A라고만 풀어서는 안되겠구나. A도 있지만, A+도 

있는 거고 A-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가 된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유

정희, 23-24)

2. 반추적 관점 재구성

1) 역할의 재정립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중층적인 역할로 인한 딜레마 경험을 한 후 스스

로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장주영은 처음 학습자들을 대할 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터전으로 정착해서 산다는 것

은 많은 어려움을 수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장주영이 한국어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설정했던 데에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딪힌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때는... 아,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그때는 제가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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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을 그래서 항상 뭐..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어

디서 이력서를 쓴다던지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저는 이 사람들을 한국

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장주영, 13)

  이 외에도 장주영은 일자리를 알아봐달라는 학습자의 요구를 받으면서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장주영은 학습자가 스스

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지, 학습자가 스스로 잘할 수 있을 때가 올 

때까지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함을 언급하였

다. 이 경험을 통해 장주영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아닌 성인학습자들

을 대하는데 있어 “도와준다”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즉, 학생들이 당연히 100퍼센트 “수혜”로 받아들일 것을 전제하였던 생

각이 바뀌게 되었다. 

  

가장 큰 거는 처음에는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만 5년 지

났거든요. 6년째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도와주는 게 아니구요. 그냥 그 

친구도 같이 이제 공존하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 같

아요. 도와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인거죠. 다만, 

저한테 그냥 좀 더 익숙한 공간이고 그 친구들한테 좀 낯선 공간인데, 같

이 최대한 공유하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만 도와준

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분들이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분들은 당연히 100퍼센트 수혜로 받아들일 거라고 전제를 했던 거에

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 아닌 거에요. (장주영, 25)

  즉, 교사는 학습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경계가 있어야 한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장주영은 도와준다는 역할보다는 “함께 공부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을 빨리 경계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근데 지금 제 생각은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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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경계선이 제가 

초창기에 너무 없었던 거에요. 마음이 다 도와주고 싶었던 거에요. 왜냐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빨리 경계를 지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달라진 거에요. (장주영, 13)

  이처럼 딜레마 상황을 겪으며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재위치시켰다. 고급

반 학생들을 위주로 토론 수업을 주로 진행하던 김혜진은 교사의 역할에 

관련된 연구자의 질문에 교사의 역할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라

고 언급하였다. 처음 김혜진이 생각했던 교사의 역할은 토론을 “중재”하

는 것이었지만, 교사의 의도대로 방향이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

다. 김혜진은 스스로가 생각했던 “중재”의 역할이 사실은 교실 내에서는 

“제한”이었다는 생각을 한 후,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기로 다짐한다. 

선생님의 역할은 사실 그런 토론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

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학생들의 발언권이라든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거기서 작은 정부 큰 정부처럼 제가 손을 막 이렇

게 해버리면 학생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잘 못하게 되더라

구요. 제가 약간 제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처음에는 중

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재가 아니라 제한인 것 같다. 제한을 하는 것 같

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음... 그리고 한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떻

게 토론하면서 중재를 한다고 중재를 하다보니까 제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역할은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좋은 역할... 토론할 때는 나의 역할은 작으면 작을수

록 좋겠다. 진짜 그냥 진행을 해야지 내가 끼어들어서 중재를 한다거나 그

러며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있더

라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등이 있어야지 이 학생들도 ‘아 내가 이런 말

을 하면 싸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지. 제가 그 상황

이 일어나기도 전에 제가 막 중재를 해버리면 학생들은 다음에 또 그런 얘

기를 할거고 근데 좀 그런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혜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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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김혜진은 교실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을 축소하며, 문화적 차이로 긴

장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민감한 주제를 피하기보다는 오히

려 수업 시간에서 주제를 다루며, 학생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였

다. 

2) 확장적 이해

  연구참여자들은 딜레마 상황을 경험하면서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관점들

이 확장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즉, 스스로 생각했던 문해교육의 의미, 학습

자들에 대한 인식 등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그들은 교육 경험

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들을 접하고, 이들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언어

를 학습한다는 것이 단순히 읽고, 쓰는 기능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였다. 

  이주민들이 학습하는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을 넘어서 새로운 

터전에서 일종의 마중물로서 기능을 하며, 삶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다. 장주영은 언어교육이 “시작점, 출발점”이면서 학습자들에게 “자유

를 준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해주기 때문이다.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은 이제 시작점.. 언어교육이 시작점, 출발점이면서 

또 자기한테 자유를 준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오면

서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교육은 이주민들한테는 출발점이면서 소

통의 시작인거죠. (장주영, 17)

  즉, 장주영은 교실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학습을 기존에 전제하고 있었

던 생활세계의 맥락을 ‘재맥락화’하는 단초로 보고 있었다. 

  한국어 교사들은 지속적인 자기 학습과 인식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

던 편견과 낡은 사고를 극복해나가기도 하였다. 이수빈은 이전에 “생각하

지 못했던 부분”들을 학생들로 인해 상세히 들여다보고 인식을 바꾸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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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이분들이 일차적으로 저에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나 대우에 처했을 때, 항상 미안하

다고 먼저 얘기를 해요. 뭐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지 않다. 똑같이 반대로 얘기해요. 당신이 중국 사람이지만, 만약 

얘를 들어 당신이 러시아 사람이지만, 러시아를 대표해서 그런 건 아닌 것

처럼 이 사람들도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

지를 그렇게 다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하다고. …(중략)…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도 안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생각하고 

변해서, 저도 인식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요. (이수빈, 12)

  유정희 또한 자신의 “갇혀 있던 생각”이 듣고, 접하고, 생각하는 과정

을 통해 “달라지고 넓어진다”고 하였다. 유정희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우

리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학습자

들이 처한 생활세계의 맥락과 그들의 학습 상황 속에서 딜레마를 겪으며, 

“눈에 보이는 문화”의 형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에 갇혀 있던 생각이 자꾸만 

듣고, 자꾸 접하고, 귀기울이고, 생각해보고 하니까 그게 조금 조금씩 달라

지고 넓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에요. (유정희, 

24-25)

  즉, 유정희는 단순하게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관광식’ 문화 교육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를 들어서 당신 문화에서 살던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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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서 살던 형태가 있지만, 그 문화를 버리고 우리 문화에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습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에는 한국문화에

는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를 그들에게 전달한다

고 했을 때 비판의식 없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 ‘너네가 당연히 우리나

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거를 알아

야해’라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략)… 우리 안에 사니까 우리 것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고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유정희, 25)

3) 비판적 이해

  이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들과 사회에 내재된 다문화 관점은 대부분 이

들을 “수혜자의 입장”으로 위치시킨다.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체

제에서 전제하는 다문화 관점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이주민들의 

학습 현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초기에 교육 활동을 시작했던 마음과 달리 학습

자들이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모습을 보고, 회의를 느끼며 비판적

인 인식을 하기도 하였다. 남경선은 학생들에게 너무 “퍼주는” 식의 지

원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학습을 하는 상황 외에도 

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몇몇 학생들을 대하면서, 남경선

의 주변 동료교사들 중 일부는 “반다문화”가 되어간다고 느끼기도 하였

다.

이번에도 저희 일하는 곳에서 추석 때, 이주여성들한테 한복을 누가 지원

을 해서 공짜로 주는데 이제 사연을 적어서 이게 되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준다고 하고, 처음에 얘기하니까. 입어

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입어보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그럼 빌려주는 거

에요? 그래서 아니 그냥 준대 이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너무너무 좋은 거

잖아요. 그랬더니 남학생이 남자 건 없어요? 이러더라구요. 워낙에 이전부

터 너무 퍼주는 것 같아요. (남경선,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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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이 지금 수혜자의 입장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정신교

육을 시켜야 한다고 해야 하나. (웃음)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사람

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계속 우리는 이걸 너희들에게 해주는 거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게, 이거를 좀 얘기를 할까. 그게 좀 숙제이긴 해

요. 간혹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나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이만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문화 쪽으로 일

을 하려고 왔는데, 자기가 반다문화가 되어가는 걸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

더라구요.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내가 보람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들에 대한 반감만 느끼고 간다라고 하더라구요. (남경선,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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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기초 문해교실로서 등장한 한국

어 교실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모문화를 가진 학습자들을 학습 상황으로 이

끄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양상의 딜레마를 경

험하였다. 교사들의 딜레마 경험은 단순히 해결해야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 교사의 딜레마 경험과 그 대응

양식은 교사의 딜레마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논의

1) 변화의 추동으로서 딜레마의 의의

  

  딜레마는 갈등을 유발하므로 딜레마 자체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가 많다(송현종, 2013).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딜레마를 주로 해소

해야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

다(Adler, 1999; Berlak & Berlak, 1981; Lampert, 1985; 강기원, 2003). 

  본 연구를 통해서 ‘딜레마’는 교사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변화의 추동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의 질적 변화 혹은 

지적 성장과 같은 변화는 새로 습득한 정보가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

았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거나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기존 경험을 

흔들어 놓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한숭희, 2006). 즉, 한국어 교사들은 기존

의 경험과 관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자신이 변화를 

줄 수 있는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실천전략을 시도하였다. 

  교사들은 이질적인 문화들이 공존하는 한국어 교실에서 의도적 과정으로서

의 문화 교육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때 이론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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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교실 상황에서 주춤거리게 되었다. 특히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문화 수

용 과정 중 학습자들의 목표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나 타문화에 대한 존

중과 같은 모습으로 넘어가지 않는 모습은 극복되지 않은 채 딜레마로 남아있

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교사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딜레마에 대응하고 있었다. 모문화

의 다름으로 인한 학습자들 간의 긴장 속에서 교사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개입하거나 마찰이 될 만한 주제는 피하는 타협적인 선택을 하였

다. 학습자들이 생활과 밀접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 외의 내용을 새

롭게 선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관에 나오지 않는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이들을 위한 문화학습 경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업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형태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은 교

실에서의 딜레마가 교사들이 수업전략을 변화시키는데 작용하며, 이에 학습 상

황이 달라지는 추동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변화를 통해서 교사들

은 조금 더 매끄러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도 하였고,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

하기도 하였다. 조수경은 한국어 교실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수준 차

이, 학습자 수의 잦은 변동과 같은 상황이 딜레마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

나 동시에 학습자의 니즈에 맞춰서 공급해야 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한편으

로는 이를 자신을 “끌고 가는 역동적인 힘”이라고 표현하였다.

계획대로 못한 게 좀 많아요. 그니까 이게 마음이 급한 거죠. 수업은 이제 끝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바빠요. 마음도 급하고, 불안하고, 그런 심리적

인... 심리적인 게 아직도 있어요. 이게 8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니까 

이게 학생이 자꾸 바뀌니까, 학생이 바뀐다기보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패턴에 맞춰서 저도 계속 뭔가가 이게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해

야 되는... 공급해야 되는 것이 계속 바뀌어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저

를 뭐라 해야 하지. 끌고 가는 역동적인 힘이죠... (조수경, 29)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하였던 교사로서의 정체성, 

역할 등에 대한 인식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을 경험한 

교사들은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자신이 어떤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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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중을 두는지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었다. 특히 학습자들의 생활 

세계에 도움을 주는 것의 경계로 교육자와 봉사자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

해 갈등을 겪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 범주 이상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어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 돌

아보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사들이 일련의 반성 과정을 

통해 관점을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점을 전환하는 과정은 ‘다

문화’ 관점에 대해 고찰하는 공동체 학습을 실천하는 것과 같이 삶의 영역에

까지 확장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한국어 교사가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경험하는 딜레마와 그 대응양식

을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는 수업 딜레마 현상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간

주하기보다는 ‘변화의 추동’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수업 딜

레마의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성인교육자의 딜레마 경험에서 주관적 요인의 작용

  

  교육을 논의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다. 가르

침과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가 ‘관계’라는 단어에 있듯이(Jarvis, 

2004), 그 중추에 있는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는 교육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사들의 딜레마 경험,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

식을 전환하게 되는 데에 학습자와의 ‘관계’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

인이 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습 상황에 다양한 문화 정체

성이 공존하는 맥락적 조건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는 ‘문화학습’이 수반되는데, 이 문화학습 

과정에서는 ‘감정’과 ‘관계’가 중점적 역할을 한다. 문화학습은 문화적 비

교에 의존한다. 이에 문화적 차이를 자주 직면하는 사람들은 감정적 반응을 일

으키기 때문에 동시에 문화학습은 감정 관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학습자

의 문화와 목표문화 사이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문화학습에 영향

을 미친다. 교사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구조화하고 체험적인 학습 주기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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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학습자들을 인도함으로써 학습자들과 나누게 되는 관계의 성질은 중

요하다(Moran, 2001). 

  이러한 ‘문화학습’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은 한국어 교사들이 문화 교

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어 교사는 역사적으로 얽혀 있는 국가의 

학습자들 간 감정이 상할 것을 염려하여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이를 중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목표문화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데

에서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학습자 주변의 생활 세계

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어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목표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인간

적인 갈등’을 할 때가 많았다. 한국어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

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심정적으로는 학습자들의 편에 있었지만, 

학습자들이 한국에 적응해서 삶을 유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함

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생활세계에서 나타

나는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강구하기도 하였고,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였

다. 즉,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불안정한 생활 조건에서 학습을 지속해가고 있다

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기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교사의 딜레마 경험에서 딜레마를 일으키는 요인 중 지금까지 주목해왔던 

것들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의 내용, 기술과 같은 측면이었다. 기존의 

딜레마 논의들이 주로 학교를 배경으로 하며, 대상 학습자들이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학습자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사들이 경험하는 딜레마의 양

상과 그 대응양식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학문을 목적으

로 하는 유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과는 다른 양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강수정 

등(2016)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충분한 시간동안 학습이 가능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한국어 지식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교수법의 적용과 같은 부분에서 주로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포착한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은 모문화가 다른 학습자들

을 대상으로 문화학습이 이루어지며, 이들의 학습 목적이 비단 ‘학습’만이 

아니라는 맥락적 조건 하에서 ‘관계’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Mezirow의 전환학습론에서 간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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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감정, 직관, 관계의 역할이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Taylor(1998)의 지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를 가진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사들은 교수법과 같은 수업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학습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로 인한 인간

적인 갈등을 할 때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성인교육자’의 딜레마 경험, 그리고 그들의 관점 전환에

서 주관적 요인인 ‘관계’와 ‘감정’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3) 문해교육으로서 ‘한국어 교육’의 비판적 성찰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은 ‘문해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정대용 외, 2010). 문해교육은 언어교육을 기초로 일상생

활,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괄한 용어이기 때문이다(전

은경, 2009).

  ‘한국어 교육’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기초 문해, 즉 정

착 ‘초입단계’의 교육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강조되기 시작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기능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으나(권순정 외, 2010),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익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실제로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어 교실을 문해교육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공

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 교실을 그저 문법이나 말하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습

득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확장하고 또 다른 학습으로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바

라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어 교사들이 경험하는 딜레마는 이들이 수행하는 한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차원이 아닌, 문해교육적 맥락에서 작동하

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익히는 차원을 넘어서 학습자

들이 생활 세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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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과정에서 기초 문해로서 한국어 학습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고민

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어 교사들이 경험하는 딜레마 양상을 나타낸 <표2>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표2>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 양상

1. 상호적 차원 : 

다양한 문화 

정체성의 공존

이질적인 모(母)문화의 

긴장 속에 위치하기

동일한 모문화를 가진

학습자들의 ‘무리지음’

문화, 가치관의 다름으로 인한

학습자 간의 긴장

문화 간 인식 차이로 

인한 소통의 엇갈림

학습자의 모문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사의 모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2. 교수적 차원 : 

수업 접근의 

이해와 실천의 

간극 

효율적인 학습방향

설정하기

언어 습득 향상을 위한

교수 방향 설정
학습자 간 학습 능력의 차이
비교할 수 있는 수업의 희소함

목표문화 학습의 

이질성 고려하기

학습자의 생활 세계와

유리된 문화 교육 

목표문화(한국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문화수용 진입로에서의 마찰

3. 존재적 차원 :  

 한국어 교사로서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교육자와 봉사자 

사이에서 경계 설정하기

기대역할에 대한 갈등

학습자들의 생활 세계에서

‘도움주기’의 경계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 범주의 확장

교사로서 한계 직면하기
한국의 대표로서 스스로의

부족함 인식

4. 실제적 차원: 

교육적 이상과 

현실의 벽

제한적인

학습 환경의 작용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학습 기회의 부족함
한정된 한국어 교육시간 

한국의 현실 생활에

노출된 학습자의

학습 지속 한계

학습자의 불안정한 생활 조건

최소한의 생활 적응 후

나타나는 학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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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한글교육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주어진 한국어 교육 

과정을 소화해내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

고 실제 생활 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

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어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 교육

자를 넘어선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 학습자의 생활과 유리된 교육 내

용들, 문화 교육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딜레마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학습기회나 학습

시간, 학습자의 생활 여건들로 인해 학습이 중단되는 사태들을 목도하면

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는 기초 ‘문해’로서 ‘한국어 교육’

이 작동하기 위한 학습 여건들이 구조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처럼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이 내재된 상황적 조건들로 인해 다른 

학습으로까지 쉽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국어 교사들은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딜레마를 경험하지만, 뚜렷한 대응은 하지 못

한 채 딜레마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에 자신에게 주어진 교육 여건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구안해낸 

조수경의 경우 다른 참여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조수경의 

학습자들은 학습에 있어 지속성을 갖고 있었다. 조수경은 교실의 구성원

들이 중도에 포기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학습자들이 

조수경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제한적인 여건들도 교

사의 역량에 따라 일정부분 극복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공통된 부분들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한국어 교사들의 딜레마는 이들이 교육 현장을 기존의 

‘한국어 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문해교육적 맥락에서 파

악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를 기능적으로 교육하는 차원을 넘어 문

해교육의 맥락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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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등장한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 양상’과 

‘대응양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주민들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은 다양한 모(母)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공간이다. 한국어 교사들은 이러

한 공간이 학습자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혹은 한글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는 곳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에 

와서 생활 세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교실의 다른 구성

원들과 교류함으로써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를 느끼는 등 학습이 사회

적응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어 학습이 학습자

들의 보편적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교사들이 학습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현실 상황들은 이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였다. 언어와 문

화학습이 교차하는 교실 상황 속에서 한국어 교사들은 상호적 차원, 

교수적 차원, 존재적 차원, 실제적 차원의 네 가지 차원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첫 번째, 상호적 차원이란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이 다

양한 문화 정체성이 공존하는 장이라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필연적인 이유로 교사들은 이질적인 모(母)문화를 가진 학습자 간 발

현되는 문화적 긴장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문화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소통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두 번째, 교수적 차원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지식을 전

달하는 교사의 교수(teaching) 행위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딜레

마 상황을 살펴보았다. 교사들은 자신의 인식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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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실천하는데, 실제 교실 상황에서 교수 접근은 인식적 이해와 

간극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어 교사들은 언어 교육을 하는 상

황과 문화 교육을 하는 상황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딜레마를 경험하

고 있었다. 세 번째, 존재적 차원에서 한국어 교사들은 교실에서 스스

로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교실 밖 

생활 세계에서의 도움을 요청하는 학습자들을 마주하면서, 봉사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교육자로서 자신의 역할 사이에서 경계가 모호함을 느

끼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 범주에서 확장된 역

할을 가진다고 생각하면서, 확장된 역할 수행에서의 부족함을 인지하

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의 현실 생활에 노출된 

학습자들의 학습 여건들을 직접적으로 마주하였다. 학습자들의 학습이 

확장 혹은 지속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은 교사들이 수업을 이끌어나가

는 과정에 있어 갈등적 요인이 되었다.

  한국어 교사들은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두 가지 대응양식을 보였다. 

첫 번째, 실천전략으로 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 이는 교육 상

황에서 나타날 긴장과 갈등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는 예방적 중재, 이

론과 실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학습 경험의 재조직화, 역할 수행에 

있어 타협적 선택, 스스로 학습을 실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반추적 관점 재구성으로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생각하였던 기존

의 관점을 전환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는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

정립하기, 교육 상황에 대한 확장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딜레마에 대응해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관

점을 반추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학습자들과 교육 

현장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맥락에 따른 교사의 수업 딜레마 논의를 확장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외 수업 딜레마 연

구들은 대부분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딜

레마 상황을 다루고 있다. ‘다문화’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서 등

장한 신(新)비문해 집단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성인학습자들이

라는 점에서 기존의 딜레마 연구에서 다루었던 학습자들과는 차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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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

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딜레마 논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교육 상황과는 

다른 모습을 띄기 때문에 딜레마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이제까지 딜레마를 해결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고 이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기존의 논의들과는 달리, 딜레마를 변화

를 추동하는 것으로 재조명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사들의 딜레마 경험

은 ‘관계’나 ‘감정’과 같은 주관적인 요인들로 촉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사들이 이주민 성인문해교실에 부여하는 의

미와 다른 실제 교실 현장과의 괴리를 통해 딜레마를 겪고 있음을 확

인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이 문해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들을 가지며, 이에 따른 후속 연구

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한

국어 학습이 삶, 그리고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이 두 집단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가르

치는 한국어 교사들이 경험하는 딜레마와 그 대응양식에 대해 파악하

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두 집단이 공통된 맥락을 공

유하지만, 한국에 이주해 온 목적과 배경에는 두 집단 사이에도 차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각의 집단에 대한 교사의 경험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난민, 중도

입국청소년 등 새로운 특징을 가진 이주민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있

다.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경험은 비슷하면서도 다

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신(新)비문해 집단 내에서도 또 다른 

특징을 가진 대상을 마주하는 교사의 교육 경험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교사’의 입장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딜레

마 대응이 실제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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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이는 학습에 참여하며 경험하게 되는 긴장과 갈등 상황

을 학습자의 입장에서 탐색하는 후속 연구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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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society,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lemma 

type experienced by Korean language teachers in the field of 

literacy education for the newly emerging illiterate group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ping method. This study, in particular, 

focused on the teachers who are engaged in educational activities 

targeting '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who 



- 134 -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immigrants.

  The literacy education for the 'new illiterate group'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in terms of contents and purpose from those for 

illiterate adults who are not educated in school age. Korean 

language teachers who are actually responsible for the literacy 

education at the initial stage of their settlement perform educational 

activities in a classroom where learner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coexist. This condition makes the teachers to face 

with challenging problems, in the course of planning, implementing 

and reflecting lessons,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to 

experience a kind of tension and conflict situations. In other words, 

they fall into a 'dilemma'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decide 

something.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ccordingly,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adult literacy class 

perceived by Korean language teachers?

  Second, what are the dilemma types faced by the Korean 

language teacher in the immigrant adult literacy 

classroom?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coping method?

  The subjects were ten Korean language teachers who have two 

or more years of experience with educating '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except for foreign students with 

academic purpose a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m.

  The motive by which the teachers to decide to become Korean 

language teacher included four categories of direct and indirect 

contacts with other culture, desire for new educational experience, 

return to work and conversion, and suggestion by others. They 

thought that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 is not just for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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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but for being a forum for students to share social 

information and enable emotional exchange. In addition, they hoped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to function as a means of social 

adaptation for the immigrants to sustain life in the destination 

culture, and them, through Korean language learning, to obtain 

universal rights in addition to expanding to other learning. Korean 

teachers' interpretation of these educational situations conflicted 

with actual one in which real classes were held.

  The teaching dilemmas experienced by Korean language teachers 

in immigrant adult literacy classroom were identified in four 

dimensions of mutual, pedagogical, existential, and practical ones. 

The dilemma that occurs at the mutual dimens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adult literacy classroom is a place where various 

cultural identities coexist. Korean language teachers are located in 

cultural tensions among learners who have heterogeneous cultural 

backgrounds in the context of these cross-cultural situations and 

experience a dilemma in deciding how to resolve them. They, in 

addition, they experience difficulties due to the fail in 

communication occurring by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between 

cultures of learners and teachers. The dilemma in pedagogical 

dimension implies one experienced by Korean teachers in the 

process of leading learners to learning. This was found to come 

from establishing an effective learning direction for each of the two 

levels of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al education, learning of 

destination culture done in heterogeneous way to the real lives of 

learners. On the existential dimension, the a dilemma of conflicting 

in defining the role of and setting identity as the Korean language 

teacher was revealed. This included a dilemma in the context of 

setting boundaries between educators and volunteers and one faced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ir role categories from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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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to other categories. At the practical dimension, we 

explored the dilemmas experienced by teachers in the classroom 

due to learning environments or background factors of learners. 

Korean language teachers, therefore, experienced a dilemma due to 

limited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learners' learning is unlikely 

to be extended and continuous limitations due to learners' 

continuous exposure to real life in Korea.

  Korean language teachers were coping with to the dilemma 

situation they experienced. This appears as action strategies 

leading to concrete actions and as reflectional reorganization of 

perspective in which they change their previous perspective through 

these processes. The action strategies used by teachers include 

preventive intervention to prevent conflict situations, reorganization 

of learning experiences for closer learning to learners' real life, 

negotiated choice among various options, and acting the learning by 

themselves.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as a result of facing a 

dilemma situation and coping with them, experience change of their 

perception. The process of these changing in perception is 

considered to be the reconstruction of their previous viewpoint 

while reflecting the dilemma situation.

  This study provides a frame to view the teaching dilemmas and 

has value of focusing on the dilemma experience of the adult 

educators. The teachers' dilemma experience is not just something 

to solved, but ascts as an opportunity to dismantle the previous 

perspectives and reconstruct them. The 'dilemma' in this study is a 

cause of the tension and the conflict experienced by the teacher, 

but also acts as the driving force of the change. Also, rather than 

the dilemmas about class knowledge and pedagogy that were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on teaching dilemmas, subjective 

factors such as 'relationship' with learners and 'emotions' were 



- 137 -

found to be a significant part of their dilemma experienc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n extended literacy 

education approach is needed for the pres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community which does not carry meaning of literacy 

education. Korean language teachers teach Korean language and 

Han-gul to learner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y thinks that 

more important exists. They wanted the students to sand the given 

Korean language curriculum,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Korea, and to acquire the skills required in the real world of 

life. Recognizing these points, Korean language teachers experience 

conflicts over their roles beyond language educators, educational 

contents separated from learners' lives, and difficulties and worries 

related cultural education and these appears as a form of dilemmas. 

In addition, they face dilemma after finding the fact that the 

learning conditions for the oper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restricted by the structural limitations. The teachers believe, 

accordingly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not likely to expand 

easily to other learning because of the contextual conditions 

inherent in it. These show that the dilemma experienced by Korean 

language teachers in the classroom arises because they view 

educational field in the context of literacy education rather than 

exis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indicates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s should be performed not only for 

mechanical teaching of language but only in the context of literac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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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cy Class, Korean Language Teacher, Dilemma, 

Teaching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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