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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한 나라의 국어 교육 정책1)은 언어, 정치, 경제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

* 이 논문은 2012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서울

대학교 BK21 국어능력계발 인재양성팀이 후원한 ‘2011년 제13회 한국어교육 국제학

술회의: 각국의 자국어 정책과 국어교육’ 본회의(2011. 10. 29)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

정,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 전공 박사 과정(제1저자)

****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제2저자)

1) ‘국어 교육 정책’은 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주체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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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오랜 시간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수립되

어야 한다.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교육 정책2)은 1970-80년대

에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 동포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

어 왔고, 2000년대에 들어 국내의 결혼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

녀들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

한 수준은 아니다.3)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정책의 주체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경계를 오가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육의 경우는 KSL을 전담하는 한국어 교사가 유익한 경우

가 있는 반면, 학과 학습과 상급 학교 진학을 고려할 때는 국어 교사의 역

할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을 위한 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제2언어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

려해야 하는데4) 지금까지는 주로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뿐 

한국어를 언어 교육으로 보는 데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교육을 기획, 집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민현식 2011: 23)을 말한다. 

2) 본고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 유학 온 외국인 학습자나 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제외하고,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제2언어 또는 

모국어의 위치로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를 

‘KSL 교육 정책’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3) KSL 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인정한 여러 학자

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책 실천의 주체 및 목표, 교육 방안 등이 

거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구체적 방법론은 부족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 성

과는 기대해 볼 만한데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권순희(2006), 서혁(2007), 

원진숙(2008), 전은주(2008).

4)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의사소통 능력이 모

어 화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어가 제1언어라고 해도 부모(특히, 엄마)의 한

국어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제2언

어로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이수미, 2010: 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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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어 교육 정책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는 국

가는 미국이다.5) 미국의 영어 교육은 자국어 교육에 일반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제2언어로서의 영어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민자 국가

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는데 다문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현재 한

국의 상황에서 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본고는 ESL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영어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서 실제의 ESL 교육 현황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국어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미국의 영어 교육 정책은 자국민을 위한 ELA(English Language Arts)와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ESL/ESOL(English as a Second Language/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6)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영어 

교육이라고 하면 ELA만을 생각하고 ESL은 외국어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미국의 실제 영어 교육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은 ESL도 자국어 교육의 한 갈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자국민을 위한 영어 교육이 아닌 비영어권 학

5) 모국어 및 외국어 교육 정책이 체계화된 국가로는 미국 이외에 프랑스와 호주 등을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미국에 한정시켜 진행하고자 한다. 프랑스

와 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권순희

(2006), 장한업(2010), 최희재(2011).

6) ESL(제2언어로서의 영어)과 ESOL(다른 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은 같은 과정을 주

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같은 것으로 보고 ESL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ESL 학습자의 경우, 미국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의 의

미로 ‘English Language Learner’라고 하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ELL로 칭하

기로 한다.



174   국어교육연구 제30집

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ESL과 관련하여 ESL의 교육 개관, 교육 

방법, 프로그램과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실효성

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 및 사례 범위를 설정한 후, 그 안에서 다시 구체

적인 개별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개별 사례와 관련된 자료 및 문헌

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KSL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Ⅱ. 미국의 ESL 교육 현황

1. ESL 교육 개관

미국의 경우 교육 정책은 연방 정부가 수립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

은 주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50개의 주가 주어진 현실적 상황에 따라 제

각기 교육 과정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주마다 ESL 교육 예산7)

에 큰 차이가 있고 사용되는 범위 또한 다르다. 

1) ESL 교육 상

ESL의 교육 대상은 이주 외국인과 미국 태생의 외국인이다. 이들은 제

2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인 ESL의 대상이다. ESL 학습자는 ESL 과정에 계

7) ‘Education Week’은 각 주의 교육 정책과 성과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2009

년 연구로 응용언어학센터(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와 함께 ESL 교육의 전면을 

조사하여 “Quality Counts 2009-Portrait of a Population”의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여

기서 제시한 각 주마다 ESL 교육에 투자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ABC순). 

(http://www.edwe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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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의 영어 교육 후에는 일반 정규 과정으로 

진급해야 한다. 따라서 ESL 학습자에게는 ELA가 요구하는 어학과 문학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내용도 함께 통합되어 교육되어진다. 

미국 교육부 소속 영어 습득 연구처(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ELL)는 본래 ELL을 대상으로 언어 향상과 학문 성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2001년 전원 성취법(No Child Left Behind 

Act)의 9장(Federal Public Law 107-110, Title IX, General Provisions, Part A 

Definitions, Section 9101(25))에 따라 ESL 교육 대상을 3∼21세로 미국 

초․중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하였다. 이들은 영

어로 말하고 읽고 쓰는 등의 이해와 표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학교 영어 교육의 정규 과정은 물론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구체

적으로 다음의 한 유형에 속하는 자들로 규정된다.

 

주 ESL 예산 학생 수 학생당 예산

앨라배마 $5,339,800 18,358 $290.87 

애리조나 $5,025,500 167,679 $29.97 

캘리포니아 $11,574,900,023 1,568,738 $7,378.48 

콜로라도 $7,201,113 100,039 $71.98 

코네티컷 $2,129,033 29,862 $71.30 

델라웨어 $1,500,000 5,502 $272.63 

아이다호 $6,040,000 18,422 $327.87 

일리노이 $74,552,000 1,760,002 $42.36 

인디애나 $6,929,246 42,068 $164.72 

매사추세츠 $470,987 47,461 $9.92 

뉴욕 $11,800,000 192,053 $61.44 

노스 캐롤라이나 $5,885,434,023 921,764 $6,384.97 

워싱톤 $64,413,000 83,659 $769.95 

스콘신 $11,046,200 43,442 $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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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지역 출생 혹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

(2) 미국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혹은 영어가 주요 사용 언어가 아닌 지역

에서 이주하여 온 학생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영어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자

(3) 이주 가정의 자녀이거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으로 일상 사용 언

어가 영어가 아닌 자

2) ESL 교육 목표

ESL 교육은 크게 언어적 능력 즉 영어를 습득하는 것, 미국 학교 문화

에 적응하는 것, 정규 과정 수업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1) 영어의 언어적 능력 습득

영어는 그 자체가 습득의 대상이지만 다른 학문을 익히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ESL 과

정에서는 철자, 발음, 어휘, 문법을 시작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 

등의 언어 기능의 습득에 중심을 둔다.

(2) 학교 문화 적응 능력 신장

ESL 교육에서는 언어적 측면 못지않게 문화적 측면을 중요시하는데 

언어 학습에는 사회적·문화적 요소들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학교는 ‘학교’라는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교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전혀 다른 문화에 

익숙한 ESL 학습자들은 ESL 교육을 통해 미국의 학교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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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 과정으로의 진급을 위한 통합 교육

일반적으로 ESL 학습자는 3년 이내에 그 과정을 마치도록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다. ESL 과정이 끝나면 학교 교육의 정규 과정의 수업을 들어

야 한다. 만일 3년간 영어만 배운다면 정규 과정에 포함된 일반 과목의 

학습 능력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LL은 ESL 과정에서 정규 

교육 과정의 학생들과 같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일반 과목도 함께 학습

해야 한다.

3) 학습자 황

학습자 현황은 ESL 학습자 수, 학습자 증가율, ELL과 교사 비율, 학습

자의 모국어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학습자 수

ESL 교육은 미국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 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2007-2008년도 미국의 총 학생 수인 약 5천만 명 중 

10.7%인 530만 명이 ESL 학생이다(State Title III Directors and 2007-2008 

State).8) 그중 ELL의 61% 정도가 캘리포니아(150만), 텍사스(70만), 플로리

다(23.4만), 뉴욕(21만), 일리노이(17.5만), 애리조나(16.6만) 등 6개 주에 집

중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6개 주에서 미

국 전체 ELL의 61%가 ESL 교육을 받고 있다. 

(2) 학습자 증가율

8) 미국의 ESL 학습자 통계 자료는 National Clearinghouse for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홈페이지의 State Title III Information System: http://www.ncela.gwu.edu/t3sis/에 각 주

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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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8년과 2007년-2008년의 10년을 비교해 볼 때 전체 학생 수는 

4천6백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8.5% 증가하였는데 이에 비해 ELL의 수는 

350만 명에서 530만 명으로 53.2%의 증가율을 보였다.9)

가장 급격히 ESL 학생의 수가 증가한 주는 가장 많은 ESL 학생이 거

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아닌 사우스캐롤라이나로 800% 이상의 증가

율을 보였고 인디애나 400%, 네바다 341.7%, 알칸사스 287.1%, 노스캐롤라

이나가 269.8%의 증가율을 보였다.

네바다 주의 통계를 보면 클라크 카운티의 경우, 2008년 10월 ESL 학생

의 수는 총 학생수의 20%를 차지하는 62,680명이었는데 그중 73%가 미국 

태생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2005년부터 ESL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사에게는 학비를 반환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

고 있다(Maxwell, 2009: 2).

주
2007-2008 전체 

학생수

2007-2008

ELL 학생수

ELL 학생 

비율(%)

미국 체 49,914,453 5,318,164 10.7

캘리포니아 6,275,445 1,526,036 24.3

텍사스 4,674,832 701,799 15.0

로리다 2,666,811 234,934 8.8

뉴욕 2,765,435 213,000 7.7

일리노이 2,112,805 175,454 8.3

애리조나 1,087,447 166,572 15.3

네바다 429,362 134,377 31.3

노스캐롤라이나 1,458,035 106,180 7.3

워싱톤 1,030,247 94,011 9.1

버지니아 1,230,857 89,968 7.3

콜로라도 801,867 82,347 10.3

조지아 1,649,589 72,613 4.4

9) 미국의 ESL 학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ational Clearinghouse for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홈페이지: hppt:// www.ncela.gwu.edu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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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LL과 교사 비율 

2009년 “Quality Counts 2009: Portrait of a Population” 공개 자료에 따르

면 주별 ELL과 교사의 비율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10) 플로리다, 켄터키

와 같이 1:3인 곳이 있는가하면 오리곤과 같이 1:466인 곳도 존재한다. 한 

자리 수에서 세 자리 수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는 이 비율은 학생의 수, 그

리고 주정부의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학생과 교사의 비율 및 

교육 예산액을 통해 주정부에서 ELL 교육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

원을 하는지, 특히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호의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4) 학습자의 모국어

미국에서 발행되는 공문이나 중요한 서류와 책자들을 살펴보면 주로 

영어와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스페인어 사

용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LL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해 본 결과 영어 다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스페인어로 

10) 주별 ELL과 교사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SL 학생과 교사 비율(2006-07)

AL 86 IL 31 MT 147 RI 24

AK 20 IN 26 NE 43 SC 55

AZ 16 IA 87 NV 128 SD 146

AR 19 KS 19 NH 24 TN 27

CA -- KY 3 NJ 15 TX 31

CO 17 LA 54 NM 7 UT 28

CT 34 ME 33 NY 53 VT 20

DE 76 MD 36 NC 20 VA 49

DC 38 MA -- ND 114 WA 66

FL 3 MI 119 OH 23 WV 14

GA 31 MN 49 OK 46 WI 13

HI -- MS 10 OR 466 WY 56

ID 14 MO 372 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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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LL 수의 7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베트남어, 흐

몽어, 중국어, 한국어 순인데 스페인어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Kindler, 2002: 20).11)

2. ESL 교육 방법

미국에서 각 주마다 실행하고 있는 ESL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ESL 

프로그램은 일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정

규 수업 외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모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사

용하는 교육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몰입 교육 혹은 모국어 교육이 포함된다.

<그림 1> 미국 각 주의 ESL 언어 학습 프로그램(Viadero, 2009: 5)12)

11) ELL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국어 사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순위 언어 ESL 학생 수 비율

1 스페인어 3,598,451 79.045

2 베트남어 88,906 1.953

3 흐몽어 70,768 1.555

4 국어( 둥어) 46,466 1.021

5 한국어 43,969 0.966

12) 미국 각 주의 ESL 언어 학습 프로그램은 ‘No Child Left Behind’ 정책 예산의 지원으

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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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 과정에 포함된 ESL 교육으로는 내용 중심 ESL(Content-based 

ESL), 보호적 영어 지도(Sheltered English Instruction), 특별 학문적 영어 지

도(Specifically designed academic instruction in English) 등이 있다. 내용 중

심 ESL은 영어가 도구가 되어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보호적 영어 

지도는 언어와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정규 수업

으로의 전이를 목적으로 한다. 특별 학문적 영어 지도는 보호적 영어 지도

와 비슷하나 모국어와 영어의 유창성(중급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

다. 그리고 정규 수업에서가 아닌 ‘빼내다(pull-out)’라는 의미로 별도의 프

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영어 수업(Pull-out ESL)도 있다.

모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다. 영어와 모국어를 함께 학습하는 이중 언어교육(Dual language)과 이중 

언어 발달 교육(Developmental bilingual), 두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쌍방

향 몰입 프로그램(Two-way immersion), 모국어 사용이 허용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어 사용이 강조되는 이중 언어 전이 교육(Transitional 

bilingual)이 있다. 이 외에 체계적 영어 몰입 교육(Structured English 

immersion)과 모국어 교육(Heritage language)이 이루어진다.

50개 주에서 2개 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는 영어 사용만을 고집하는 

‘영어 전용(English only)’을 지지하고 있으며 36개 주에서는 영어와 다른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

은 ‘내용 중심(content-based ESL)’과 ‘별도의 영어 교육(ESL pull-out 

instruction)’이다.

3. ESL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

각 주마다 다른 방법으로 ESL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우수 사례

를 선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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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들을 선정하기 위해 주별 성과를 비교하였다. Education Week는 

“Quality Counts 2009: Portrait of a Population”에서 2008년 각 주별 ESL 교

육 성과와 전국적 영어 능력 평가(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esting) 

결과를 공개하였다. 영어 능력 평가(ELP testing)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구어와 문어의 이해, 영어 사용 교실에서

의 기능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ESL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로 

캔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를 선정하였는데, 이 세 지역은 ESL 

교육에서 실력이 향상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1) 우수 성과 주

(1) 캔자스 주(Kansas)

ESL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설문 조사

하였는데 이민자, 난민, 이주 노동자, 군인 가정과 입양인 등이 포함되었

다. 그리고 개별 학습 계획서(Individual Learning Plan-ILP)를 사용하여 대

상 학생의 학습 과정과 성취도를 점검하였다. 학생은 ILP에 따라 이중 언

어, 별도의 ESOL 수업, 완화된(modified) 수업 등을 통한 언어 지원의 교

육을 받았다. 한편 주에서는 각각의 학생이 받는 ESL 수업 시간과 학생 

수에 비례하여 교육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해서 캔자스 주의 ELL들

은 가장 높은 비율의 실력 향상을 보였다.

주 내 교육부에서는 모범 통합적(ESL+교과목)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는

데 이 모형은 ELL에 맞춘 통합 교육(언어와 교과목 내용)이라 할 수 있

다. 이 통합 교육에는 교과 내용 성취 기준과 ESL/ESOL 성취 기준이 함

께 제시된다. 교과 내용 성취 기준이란 학생이 달성해야 할 교과 목표를 

의미하며, ESL/ESOL 성취 기준이란 교과 내용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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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로 하는 언어 기능과 언어 체계를 뜻한다. 언어 기능은 상호 작용

의 목적, 언어를 사용해서 이루어야 할 것을, 언어 체계는 어휘, 문장 틀, 

문법, 유사한 어족, 단어의 어원 등이 포함한다.

<그림 2> ESL 학습 계획 지도안의 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캔자스 주 교육부는 교사들이 영어만을 가르치

기 보다는 언어와 내용을 통합하여 지도할 것을 요구하며 교수·학습 지도

안 작성 시 <그림 2>와 같은 틀을 사용하도록 했다. 캔자스 주의 ESL 교

육은 ESOL 기준과 교과 내용 기준으로 구분된다. 교과 내용 기준은 학습

자가 익혀야 하는 내용적 목표를 의미하며 ESOL 기준은 이 교과 내용 기

준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언어(어휘, 구조, 어구, 개념 등)

와 수행해야 될 것들을 제시한다. 즉, 교사는 가르칠 학습 내용을 우선적

으로 선정하고 학습 내용의 성취 기준과 ESL 성취 기준과의 상호 의존성

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언어 기능을 선

택한 후, 언어와 언어 구조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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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내용 기준

미국의 영토 확장이 

외부 강대국과 미국 

인디언들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한다.

ESOL 기준

듣기: 다양한 
듣기 목적과 상황에 
필요한 이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다.

말하기: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읽기: 정보적 
텍스트 요약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쓰기: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언어 기능

듣기: 주제와 세부 
사항을 이해한다.

말하기: 묘사하기와 
설명하기, 질문에 
답하기

읽기: 관찰하고 
추론하기

쓰기: 과거 사건 
분석을 위해 
설득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언어 체계

듣기: 교과 내용과 
학문적 어휘, 비유, 
대명사와 선행사, 복잡한 
문장 구조

말하기: 교과 
내용과 학문적 어휘, 
형용사, 복잡한 문장, 
조건법 

읽기: 교과 내용과 
학문적 어휘, 과거와 현재 
시제, 조건법

쓰기: 어휘, 과거와 
현재 시제, 조건법, 문장 
틀

<그림 3> 캔자스 ESOL 교수‧학습의 예-고등학교 사회(8학년 미국사)

또한 12명의 전문가(Kansas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전문가도 포함)로 구

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모니터를 하고 있다.

(2) 사우스캐롤라이나 주(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높은 비율로 ELL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교육부는 학생들의 성취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각 학년의 교사들을 위한 교육 지원 자료를 제공한다. 여기

에는 각 언어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별 ESL 목표와 성취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영어 향상 평가(English Language Development 

Assessment-ELDA)의 듣기 영역 목표와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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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영어로 제시되는 지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① 한 단계 지시 사항 수행

② 두 단계 지시 사항 수행

③ 여러 단계 지시 사항 수행

L2. 연설, 대화 혹은 읽힌 텍스트 등의 구어적 담화의 필수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① 간단한 어휘, 절, 문장 이해

② 요지, 목적, 주제 이해

③ 중요한 보조적 정보와 세부 사항 이해 

④ 사건 배경과 등장인물 확인

⑤ 숙어와 관용 표현 이해

L3. 영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태도 혹은 관점을 알 수 있다.

① 사실과 의견 구분

② 화자의 관점, 동기, 논조, 입장 혹은 태도 확인

③ 추론과 결론 끌어내고 예측하기

그리고 각 성취 기준에 알맞은 활동 모델을 수준별, 학년별로 제시하여 

교사가 실제로 수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목표와 

성취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조언,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3) 버지니아 주(Virginia)

버지니아 주에서는 WIDA13)를 기본 틀로 사용하며 일반 정규 교육 과

1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정책은 연방 정부가 세우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주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각 주의 교육부는 제각기 교육 과정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 각 주에서 별도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낭비도 될 수 있어서 여

러 개의 주가 함께 모여 구성한 것 중 하나가 공통의 영어 능력 성취 기준인 

WIDA(World-Class Instructional Design and Assessment)이다. 22개의 주가 모여서 

설계한 틀로 앨라배마 주를 비롯하여 ELL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12개 주에서 사용



186   국어교육연구 제30집

정의 학생들과 차별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ELL을 위한 프로그

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ELL은 영재 교육을 포함하여 직업 교육, 운전 교

육, 상담 및 조언 등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

며 학부모와 지역 기관을 활용하여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ESL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능력 

개발 연수를 제공하고, 교사 및 행정 업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를 통해 ESL 정책, 규정, 교수·학습, 평가, 책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우수 로그램 운  학교

미국 교육부는 매년 우수 학교를 선정하고 대상 학교 프로그램의 특징

을 공개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82개의 우수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ESL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학교는 세 군데였다.14) 버지니아 주의 크레스

트뷰 초등학교(Crestview Elementary School), 워싱톤 주의 제퍼슨 링컨 초

등학교, 일리노이 주의 슈가크릭 초등학교의 독서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

로 선정되었다.

(1) 크레스트뷰 초등학교(Virginia)

크레스트뷰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빈곤율이 51%로 매우 

높은데 이 학교에서 ESL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36%이다. 크

하고 있다. WIDA는 ‘할 수 있다(Can Do)’라는 신념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

여 학문적 언어 능력을 확장시키고 교사 노력의 효과를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학습

자의 영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성취 기준 역시 높이 도달되었다.

14) 미국 교육부는 전원성취법을 기준으로 우수 프로그램 사례와 학교를 선정하여 시

상하고 있다. 2003년도에 시상 받은 프로그램과 학교의 사례가 82 of the Finest Title 

I Schools로 발간되었다. 그 중 ESL 프로그램으로 시상된 곳은 전국에서 3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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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트뷰 초등학교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험, 점수 등의 데이터 중심(data 

driven) 교수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즉 교사 연수, 학교와 지역 사회의 협력 등

에 힘쓰고 있다. 이 학교에는 미국 인디언, 알래스카 인디언, 하와이, 동양

인, 흑인, 백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Little United Nations of Learning”이 1998년에 개설되었

다. 작은 국제 연합회를 의미하는 이 특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는 환경을 살려 국제 이해를 도모하고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2) 제퍼슨 링컨 초등학교(Washington)

제퍼슨 링컨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유치원에서부터 3학년까지를 대

상으로 한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빈곤 수준이 65-75%로 매우 높으며 이

들은 주로 이주 가정의 학생들로 이동률이 34% 정도이고 스페인어를 사

용하는 ESL 학생은 23%이다.

제퍼슨 링컨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15년 이상의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정 방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미국에서 

4년간 400 가구 이상의 가정 방문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94%의 학교 

수업 출석률을 이루어냈다. 또한 매일 90분씩 학습자의 수준별 읽기 시간

을 운영하고 있다.

(3) 슈가크릭 초등학교(Illinois)

슈가크릭 초등학교는 흑인(50%), 스페인계(20%), 동양계(17%), 기타 인

종(5%) 등 다양한 민족의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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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인종, 배경과 상관없이 학습 요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의 읽기 프로그램

은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다양한 방법의 읽기, 쓰기 교육을 하고 있다.

․시범(modeled) 읽기와 쓰기 프로그램 

․공유(shared) 읽기와 쓰기 프로그램 

․개별(independent) 읽기와 쓰기 프로그램 

․협동(collaborative) 읽기와 쓰기 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과 성과를 위해 교원 개발 프로그

램도 병행하고 있다.

Ⅲ. KSL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영어 교육 정책은 자국민을 

위한 ELA와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ESL/ESOL로 구분되는데 두 영역 

모두 자국어 교육의 범주로 두고 체계적인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KSL 정책은 학계나 현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까지 국어 교육

에서 그 위상과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

국 연방 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 각 주마다 특화된 ESL 교육 프로그램과 개

별 학교의 우수 사례들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기반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를 대상으로 한 KSL 교육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제언의 전제는 미국에서의 ESL이 하나의 별도 교육 과정이 아닌 영

어 교육(자국어 교육)의 한 갈래이듯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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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어 교육도 국어교육의 영역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 다

만 방과 후 수업에서의 한국어 보충 학습이나 한국어(언어)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에 대해서는 KSL의 자격 요건을 갖춘 교

사가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KSL 교육 목표

KSL 교육의 목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제2언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큰 성취 목표는 무엇보다 한국어 능력의 신

장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하고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이다. 

둘째, 한국 사회 및 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문화적 능력

(intercultural competence)을 함양시킨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양쪽이 모두 한국 부모인 학생들과는 가정 환

경이나 배경이 다르다. 이들의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노출은 일반 가

정의 학생들과 비교해 비교적 결핍되어 있으므로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

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KSL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를 비교 문화 혹은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타 교과 학습 능력의 증진을 돕는다. KSL 교육은 한국어 능력뿐

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학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

15) 민현식(2009: 110)은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계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은 L1 차원의 국어 교육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고, 외국계 자녀들은 공교육에 들어

와서 배우는 국어 교육과 외국인 부모들의 한국어 문제는 L1이나 L2 영역의 성격

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전공 영역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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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일반 가정의 학생들보다 다른 교과의 내용 문식성(content literacy)

이 뒤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일상생활과 학습 상황에서의 의사

소통 능력 차이가 교과 학습 성취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

서 KSL 교육을 할 때 다른 교과의 학습 전략이나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넷째, 한국 사회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 다문화 가정

의 자녀들은 태생적 환경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느껴질 소

지가 다분하므로 이들에게 자아 정체성, 한국인 혹은 세계인으로서의 소

속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존

재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자기 발전을 통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태도를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KSL 교육 정책의 방향 

국어 교육 정책의 거시적 틀은 당연히 정부 차원의 기관에서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어 교육 정책은 정부의 어느 부처가 

이 부분의 주체가 되어야 할지 합의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

관광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개의 부처가 미시적·개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16) 따라서 교육의 통일성, 체계성, 효율성, 경제성 측

면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은 KSL 교육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교육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

16) 최희재(2011: 56)에 따르면 문화부, 법무부,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 결

혼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취학 전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처들이 성인 및 미취학 아

동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및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가

운데, 교육과학기술부만이 학부모를 위한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제도권 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언어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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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학부

모의 역량 강화나 한국 문화 및 다문화의 이해 제고는 다른 여러 부처와

의 협력을 통해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 및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념

해야 한다. 이때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어 교육을 다문화 교육의 일환이 

아닌 언어 교육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틀이 마련되면 학교 차원에서는 학습자

의 모국어, 환경 등 학습자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다문

화 가정이라고 하여 모든 학습자가 같은 배경, 환경, 요구 사항 등을 갖고 

있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요구 분석에 의한 개별 학습 계획서

를 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요구와 교사의 지원이 절충될 때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별 학습 계획서에는 학생의 

언어 및 교과 성취 기준이 명시되며 평가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가능하면 학부모를 이러한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요구

와 환경은 다문화 가정의 실제 구성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평가 등의 틀을 제시해야 하며 학교 

차원에서는 각 학교의 상황과 학생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교육 목표와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학

생의 한국어 교육에는 일반 학습 문식성(content & language)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은 학생의 수준보다 상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등 교육에서는 한국어와 다른 과목의 통합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또한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고 학교별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교육 정책의 거시적 설계는 국가 차원에서 수립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

적 실행은 교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교육의 실체

를 구현해 주는 존재로서 그 역할이 상당히 크다. 미국의 L1 영어 교사들

이 ESL을 겸하여 L2 문제에 대응하듯이 국어 교육 담당 교사들도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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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 지도 능

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중 한국어를 제2언어

로서 지도할 수 있는 자격 요건17)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는데 KSL을 학

교 교육의 장에서 실현하려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어 및 가정 환경 등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

려하고 무엇보다 학습자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 교실 분위

기를 국제 이해 학습 환경으로 조성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정 방문을 통해 작성된 개별 학습 계획서에 따라 교

육 방법과 평가 방법을 설계하여 사용한다. 학생 평가 절차와 결과가 교

육 과정에 반영되면 교육적 파급(washback) 효과가 크다.

한편, 교실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습 부진아를 구분하여 교육해

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언어에 의한 장애가 학습의 성공을 방해하

는 것으로 모국어 학습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습 부진아는 모국어 즉 언

어가 아닌 인지 능력의 문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구별

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급 편성 시 입문반이나 기초반 등 학습자의 수준

과 환경을 고려해 분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크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은 일차적으로 부

모, 특히,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와 더

불어 정서적·문화적으로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부모에게 훨씬 더 의존하

는 경향이 있다. 가정환경이나 문화가 일반 학습자와는 많이 다른 소수 

집단이다 보니 또래 학습자들과의 유대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

17)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연1회의 

시험을 통하여 부과하는 자격증으로 체계적인 KSL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취득해

야 할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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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부모는 학교와 교사 못지않게 자녀들을 세심

하게 돌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부모 또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의 적응

이나 학교 행사의 참여가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나서야 한

다. 학교가 주선하는 정기적 모임에 참석하고, 학교 외의 지역 사회의 활

동에도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

로그램 등을 수강하여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는 오늘날의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

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부모는 이중 

언어가 가능한 인적 자원이므로 학교의 다문화 교실 등의 일일 교사로 활

동할 수 있다.*18)

* 이 논문은 2012. 10. 31. 투고되었으며, 2012. 11. 21. 심사가 시작되어 2012 12. 6.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2. 12. 10.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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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 교육 과정의 ESL 교육 현황 연구

최진희․김혜진

본 연구는 ESL을 심으로 미국의 어 교육 정책과 황에 해 다각도로 

고찰하여 구체  이해를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를 상으로 한 국내 국어 

교육 정책에 한 방향을 제안하 다. 미국의 어 교육 정책은 자국민을 한 

ELA와 비 어권 학생들을 한 ESL/ESOL로 구분되는데 ESL도 자국어 교육

의 한 갈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비 어

권 학습자들을 상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ESL 교육 개   황, ESL 로

그램과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미국 ESL 교육의 목표는 크게 언어  능력의 향상, 미국 학교 문화에의 응, 

정규 과정 수업으로의 진  지원의 세 가지이다. 미국의 ESL 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주로는 캔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를 선정할 수 있

고, ESL 로그램을 효과 으로 운 하고 있는 여러 개별 학교들이 존재한다. 

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한 국어 교육은 제2언어(ESL/KSL)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되, 별도의 교육 과정이 아닌 국어 교육 내의 정규 

과정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한 교육 리자·교사·학부모 차원에서 교육 정

책 실행의 구체  안을 제시하 다. 

[주제어] 미국의 ESL 교육 정책, 다문화 가정 자녀, 리자, 교사,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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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SL Curriculum in the U.S

Choi, Jin-Hee․Kim, Hye-jin

This study investigates English education policy of the U.S. focusing on 

ESL education and proposes various direct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English education policy in the U.S. is two-tracked, English language arts 

for the native English speakers and ESL/ESOL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This study examines the overview of ESL education, its current state, 

different ESL programs and the best practices. The major goals of ESL 

education are to assist English language learners acquire English language 

skills, acculturate to the school system and prepare for transition into 

mainstream classe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s 

KSL characteristics and therefore, KSL curriculum should not be a separate 

but rather a part of th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Recommendations on 

KSL education policy and its management were proposed on levels of 

administrators, teachers and parents. 

[Key words] ESL education in the U.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dministrators, teachers, par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