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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된 

이래,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종의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공적 자금의 투입이 증가되었고, 연구와 교육적 실행도 초기에 비해 매우 

체계적이다. 최근 대학 및 대학원 단위에서 전공생을 양성하는 기관이 증

가하였고,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같은 국가 다문화 교육 정책 연구 및 정

책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도 생겼다. 또한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각국의 대외 자국어 정책 비교 연구’를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국제학술회의(2014. 10. 2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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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문화 연구학교 등 학교 단위에서의 지원 또한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공적 자금 투입의 증가로 현장의 갈증이 해소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수렴되지 않는 다양성을 보이면

서 우리의 다문화 교육 현장은 표준적이고 일률적인 교육 실행에 유연성

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연령뿐만 아니라, 배경이 되는 언어와 문화도 다

양하다. 어떤 다문화 학교에서는 주로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 어떤 곳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주를 이루며, 또 다른 곳에서는 한국어의 능

숙도가 매우 낮은 중도입국 학생들이 섞여 있다. 이들이 다문화 배경 학

생으로 분류되어 한 교실에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문화적, 언어

적으로 학생들 간의 갈등이 예견된다. 이들의 원적 학교로의 진입을 돕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은 다양한 학생들만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수업을 개설하

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제는 다문화 교육 지원이 부족하거나 이루

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준적 교육과정과 교재 공급과는 다른 측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가

지고 있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본고에서 고찰하는 연구 범위

를 서울시로 한정하도록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범위를 서울시교

육청(2014)에서 제시된 다문화 배경 학생들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자녀, 중도입국 자녀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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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 지원의 근거

1. 법적 근거 

김은미 외(2009: 39-40)에는 ‘UN인종차별위원회 2007년(CRED, 2007) 보

고서’의 ‘인종차별조약’을 인용, 아동들의 교육권에 대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한 논의가 있던 2009년을 지나온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01 개정)’을 통해서 당시 이주가정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이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었는데,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학교에 입학하지 못

하는 이주가정 아동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5월 교육부는 해당 지역

의 거주 사실 입증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박천응, 

2009: 167-168). 물론 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실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완

전히 해소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울시교육청(2014: 1)은 다문화 배경 학생 교육 지원의 추진의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0조(아동 보

육 교육)’를 제시하면서 다문화 배경 학생1) 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 목표

1) 교과부(2012: 1)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설명하

면서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국

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인 어머

니의 제한된 한국어 수준으로 인해 한국어 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여 학교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 제3국 등을 통한 오랜 탈북 과정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

려움을 보이는 탈북학생, 또는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중에 한국어 의사소

통 능력의 부족으로 학교생활 적응이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여 그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본고

에서는 이들을 ‘다문화 배경 학생’이라고 명명한 교육부의 용어를 수용하여 혼선을 

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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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 배경 학생의 공교육 진입 강화, 다문화적 역량 

개발을 통한 글로벌 인재로의 양성, 자립 능력 신장,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 능력 향상을 다문화 배경 학생 교육 지원의 추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2014: 2)에서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및 

예비학교 운영을 통한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을 통하여 

학교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 및 다문

화 역량 개발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의 다문화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및 다문

화 이해 교육 실시, 다문화 배경 학생을 지원하는 유관 단체와 정보 공유 

및 협조 체제 구축 등으로 내용을 상세화하고 있다. 

여기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및 예비학교 운영, 학교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 등의 추진 방향은 다문화 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

되는 내용이다.

2. 이론적 근거 

다문화 배경 학생에 대한 지원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모든 교육 지원의 가장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한국어 숙달도 제고이다. 두 번째 목표는 정

규 학교 진입이며, 마지막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로, 다문화 배경 학생들

이 정규 학교에서 학교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

다. 따라서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기존의 성인 중심의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이 아니며 학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야 한다. 그러나 물론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약화된 국어나 사회 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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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배경 학생들은 정규 과정에 진입하

거나 복귀할 학생들이지만 현재로는 한국어를 못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

이다. 

이해영(2007: 478-479, 494)에서는 재한몽골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초·중등학교의 학습 활동을 돕는 

특수 목적 한국어 수업으로 구안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단계를 일상생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단계와 학습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 목적 한국어 교육 단계

로 보고 있으며, 일상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학습한 후, 일반 학교 

교육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해영(2007: 478-479, 494)에서 제

시한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단계는 교육부(2012: 19-23)에 제시된 생활 

한국어 영역을 학습하는 단계이고, 학습 목적 한국어 교육 단계는 학습 

한국어 영역을 학습하는 단계와 같다.2)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은 박은경(2010: 81-82)에서 다문화 가정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학생들 중 49%는 

생활 한국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80%는 학습 한국어에 대해 어렵다

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질문이나 지시문 이해하기’를 어려워

하고 있었는데, ‘질문이나 지시문 이해하기’는 교사나 학부모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 한국어에 있어서도 역시 

기초적인 한국어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기초

2) 이 두 단계의 학습은 Cummins(1979, 1980, 1984)의 두 가지 언어 기능 즉, BICS(Basic 

Interpersonal & Communicative Skills)와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와 관련된다. BICS는 기본적인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하며, CALP는 인지, 학

업 언어 숙달도를 의미한다(김윤주, 2013: 42). Cummins(2000, 2005)에서는 BICS와 

CALP의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 회화적 유창성(Conversaitonal Fluency; CF), 변별적 언

어 기능(Discrete Language Skills; DLS), 학문적 언어 능력(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ALP)으로 세분하였다. 이 중 ‘회화적 유창성(CF)’은 이전의 BICS 개념에 해당하고, ‘학

문적 언어 능력(ALP)'은 CALP 개념에 가깝다(이미숙 외(공역), 2012: 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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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한국어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학업에서도 부진한 결과를 가져오

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발달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언제까지 한국어

만을 학습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박은경(2010)은 교

과 연계 학습을 한국어 교육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Brown(2001: 155-157)은 Richard-Amato(2003: 354-357)가 제시한 미국의 

초·중등학교의 비원어민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을 정리하

여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방법 중에는 우리의 다문화 교육 현장에 적용

하기에 거리감이 있는 것도 있고 응용하기에 적절해 보이는 방법도 있다.

첫 번째로 제시된 방법은 침잠식 교육(Submersion)이다. 이는 가장 전

통적인 유형으로, 특별한 외국어 교육 없이 그저 정규 내용교과 수업에 

‘침잠’되는 방법으로 교과 내용에 집중하면서 영어를 ‘흡수’하게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방법은 예측할 수 있듯이 한국어 교실에 적용할 경우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실력에서도, 교과 내용의 이

해도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두 번째 방법으

로 몰입식 교육(Immersion)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영어의 숙달도가 비슷

하며 동일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특별히 

구안된 내용 영어 수업이다. 따라서 ESL보다 EFL 맥락에서 더 흔한 프로

그램이다. 이 방법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리의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게

는 적용되기 어려운 교육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이중언어 프로그램들(Transitional bilingual program, Maintenance bilingual 

program, Enrichment bilingual program)이 있다. 이 방법들은 모국어와 제2

언어를 얼마간 혼합하여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이다. 우리의 다문화 배

경 학생의 주류가 국내 출생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장의 적용 가능

성이 낮은 방법이다.

위의 방법들과는 달리 우리 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가령, 보호식 영어 교육(Sheltered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현황과 한국어 교육 개선 방안  237

English)이 그것이다.3) 이 방법은 특수한 형태의 몰입 프로그램으로 몰입

과의 차이점은 학생들이 다양한 모국어 출신이라는 것과 교사가 내용교

과의 ESL 그리고 교수법 두 가지 모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방법

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활용되려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필요하

다. 교사는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언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관련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적절한 교사 수급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과 교과 연계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Brown(2001: 155-157)과 Richard-Amato(2003: 354-357)에서 제시하고 있

는 주류에 합류(Mainstreaming)하도록 준비시키는 ESL 교육 방법 또한 우

리의 다문화 교실에서 주목된다. 이는 학생이 정규 과정에 들어가서 내용

교과를 학습하기 전에 교과 내용과 연계된 ESL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교과 연계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방법이나, 학습 한국어 수준 이상의 한국

어 숙달도가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된 비원어민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영어 교육 방법으로 

조영우(2014: 72-73)는 Rennie(1993: 3)의 별반식 교육(ESL pull-out)을 소개

하고 있다. 이 방법은 침잠식 교육에서 발전된 방식으로 정규 수업을 듣

다가 일정한 시간에 ESL 수업으로 옮겨 수업을 듣는 형태로 미국의 초등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현재 다문화 예비학교에

서 실시하는 특별학급이 이와 유사하다. 가령, 광희초등학교나 동구로초

등학교의 경우 특별학급 수업 이외 시간에는 원래 반에서 수업을 실시한

3) Snow(1991: 306-309)는 내용 중심 모형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로 내용 보호 학습

(sheltered model)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내용 중심으로 지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진다. 

미국 초등학교와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ESL 수학”, “ESL 사회” 등과 같은 교과 내용

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238  국어교육연구 제34집

다고 한다. 이 방법은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인데, 자칫하

면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오히려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밖에 Rennie(1993: 4)에서는 내용 중심 교육(Content-based program)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은 내용교과를 ELL(English Language Learners) 학

생들의 영어 수준에 맞게 쉬운 영어로 가르치는 것으로, 언어 교육보다 

교과 내용 교육에 비중이 더 크다. 가령, Richards & Roders(2003: 318-319)

에서 제시된 SLEP(Programs for Student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는 내용 중심 접근법 중에서 부진아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인데, 이민

자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은 부모를 둔 아동이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 들

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언어와 다른 기능을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다. 따

라서 제2언어로 학문적 내용을 이해하고 학문적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중점이 있다. 

위의 내용 중심 교육은 이해영(2007)에서 제시한 두 번째 단계인 학습 

목적 한국어 교육(또는 학습 한국어)나, 박은경(2010)의 교과 연계 학습과 

관련된다. 그러나 내용 중심 교육이 학습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그 가치

가 높다고 해도, 일반 목적 한국어 즉, 생활 한국어 학습의 방법으로 활용

될 수는 없다. 현재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학

교들에서는 켄자스 주의 사례(최진희ㆍ김혜진, 2012: 182-183) 즉, 교사들

이 영어만을 가르치기보다는 언어와 내용을 통합하여 지도할 것을 요구

하는 캔자스 주 교육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

우는 미국과는 달리 학생들의 배경이나 언어적 숙달도의 측면에서 다양

성이 크며, 그 수는 집단을 형성할 만큼 크지도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한

국어 숙달도가 배워야 할 학습 한국어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어 숙달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학습 부진아로 남을 수밖에 없기에 생

활 한국어가 학습 한국어 영역으로 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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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사들은 이러한 괴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다문화 배경 학생들은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습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자녀는 

명실상부한 생활 한국어 위주의 수업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의 생활 한국

어 구사가 가능한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는 학습 한국어 수업

을 제공하여 일반 교과 수업에의 진입을 충실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Ⅲ. 교육 지원의 현황과 한국어 교육

1. 서울시의 다문화 배경 학생 현황

교육부 2014년 자료를 보면 학생 현황은 <표 1>과 같다. 전체 학생은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나, 다문화 배경 학생은 6천 명 이상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12,026명이 증가하여 전체 학생의 1.07%를 차지하였다.

<표 1> 다문화 배경 학생 증가 추이 (최근 5년)
(단위 : 명)

         연도

인원수
2010 2011 2012 2013 2014

다문화 배경 

학생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 학생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다문화 배경 

학생 비율
0.44% 0.55% 0.70% 0.86% 1.07%

※ 출처 : 교육통계(‘1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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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분
2013 2014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 출생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 입국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외국인 자녀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소계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비율 70.7% 20.3% 9.0% 100% 71.2% 18.5% 10.3% 100%

(단위 : 명)
구분 초 중 고 계

서울

국내 출생 4,998 1,204 605 6,807

중도 입국 887 375 310 1,572

외국인 자녀 1,174 266 202 1,642

소계
7,059

(70.4%) 

1,845

(18.4%) 

1,117

(11.1%)

10,021

(100%)

전국 

합계

국내 출생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 입국 3,268 1,389 945 5,602

외국인 자녀 3,454 811 441 4,706

소계
48,297

(70.7%) 

12,525

(18.5%) 

6,984

(10.3%) 

67,806

(100%)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구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에서 집계

된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국내출생+중도입국)과 외

국인가정 학생의 수를 더한 것이다. 여전히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기는 

하지만 <표 3>에 제시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미미한 변화이지만 고등

학생 수의 증가가 보인다. 또한 절대 다수는 국내 출생 학생이지만 중도 

입국 학생 수의 증가 또한 주목된다. 

<표 2> 다문화 배경 학생 수 현황 (학교급별)

※ 출처 : 교육통계(‘14. 4월)

<표 3> 서울시와 전국의 다문화 배경 학생 수 현황 (‘14. 4월)

※ 출처 : 교육통계(‘14. 4월)

위의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외국인 자녀의 수가 많은 일선 학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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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령, 보광초와 이태원초는 다문화 배경 학생 구성원 중 외국인 자

녀수가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보광초는 이후에 살펴볼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연구학교에 해당되지 않으나, 용산 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배경 학생 교육 지원 학교

인데, 2014년 3월 현재 다문화 배경 학생 83명 중 78명이 외국인 자녀라는 

점이 다른 다문화 학교들과 차이가 있다. 

위의 다문화 교육 지원 학교들을 보면 학생들의 다문화 배경이 다양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대상자가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교육 

내용 또한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준적인 교

재 제공만으로는 우리의 다문화 현장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소수의 다양한 그룹을 위해 지속적인 교재 개발을 시도하

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교사의 전문

적 능력에 있다. 

2. 서울시의 다문화 교육 지원 학교 현황과 한국어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2014)의 다문화 배경 학생 교육 지원 계획에는 12개

의 추진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추진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 중 다문화 예비학교와 다문화 중점학교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서울시교육청(2014: 3)을 보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규학교 배치 전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 등을 실시, 초기 

적응력을 강화하고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다문화적 역량을 개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

정된 곳은 <표 4>에 제시된 7개교로, 초등과정은 3개교, 중등 3개교, 고등 

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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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문화 예비학교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4) 

번호 기관명 학교급 지정 기간 비고

1 서울광희초등학교 초
2014. 3. 1. - 

2015. 2. 28.
공립

2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초
2014. 3. 1. - 

2015. 2. 28.
공립

3 지구촌학교 초
2014. 3. 1. - 

2015. 2. 28.
사립

4 강남다애다문화학교 중
2014. 3. 13. - 

2015 .2. 28.
민간

5 서울시작다문화학교 중
2014. 3. 1. - 

2015. 2. 28.
민간

6 하늘꿈학교 중
2014. 3. 1. - 

2015. 2. 28.
민간

7 서울다솜학교 고
2014. 3. 1. - 

2015. 2. 28.
사립

다문화 예비학교 중 공립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단 두 곳으로 이들 학

교는 모두 초등학교이다.4) 공립으로 운영되는 광희초와 동구로초에서 한

국어를 배우는 특별학급 수업 이외의 시간에 다문화 배경 학생들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교과를 공부한다. 이러한 방법은 Rennie(1993: 3)에서 제시

한 별반식 교육(ESL pull-out)과 같은 방법이다. 별반식 교육은 내용교과

에 대한 학습의 깊이와 양이 많아지기 전인 초등학교 교육에는 적합하지

만 이 방법은 자칫하면 다문화 학생들과 일반학급의 학생들과 오히려 심

리적인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에는 반드시 편견 해소 교육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

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서울시교육청(2014) 자료를 보면, 일반 학교에서 특별학급 형식으로 운영되는 직영 

예비학교와 학력 인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운영되는 위탁형 예비학교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공립 초등학교인 서울광희초등학교와 서울동구로초등학교는 직영이

고 다른 학교들은 모두 위탁형 예비학교이다(이순연, 201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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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운영학교 운영 분야

성동 서울광진초 토요다문화행복학교, 세계문화교육, 다문화페스티벌

대안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나머지 다문화 예비학교는 초·중등 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배경 학생들은 관할 거주지 소재 학교에 원

적을 두고 예비학교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수학하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

우 최대 6개월, 중등학교 이상의 경우는 최대 2학기 교육을 받은 후 원적 

학교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다문화 중점학교는 11개교가 있다. 다문화 

중점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일반 학교를 대상으

로 공모를 통하여 지정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표 5>와 같이 한국어 교육

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용산초와 이태원초 토요다문화교실, 지구촌학교5)를 제외하고는 

이들 다문화 중점학교에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문화 중점학교에서 생활 한국어나 학습 한

국어의 체계적 학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에 있어 비교적 유연하기 

때문에 이들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아동의 기초 능력 함양과 상

호작용을 도모하는 가족 문해 교육을 실시한다면 효과적이고 다양한 다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6) 그러나 위의 학교들에서 

가족 문해 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표 5> 다문화 중점학교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4) 

5) 지구촌학교는 다문화 예비학교이기도 하다.

6) 대전 흥룡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마음을 열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서점 탐방, 다문화 독서 멘토링 등 학부모와 함께 하

는 활동을 진행하고, 자녀와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학부모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이는 전형적인 가

족 문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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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서울대동초 쿵더쿵장단교실, 해피패밀리교실, 청춘교실

중부 서울용산초 한국문화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한국어수준별 교육

중부 서울용암초
다문화 뉴스포츠, 가족과 함께하는 티볼 

운영, 진로·문화체험교실

중부 서울이태원초
토요다문화교실, 한국문화체험 

교육, 국제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남부 지구촌학교 다문화이해교육, 한국문화체험, 다문화운동회

서부 선정중 한마음축구교실,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본청 디지텍고 뮤직아카데미, 댄스동아리, 다문화이해교육

서부 선정고
다문화인성교실, 한국문화체험교실, 일본으로의 초대 

행사

본청 선정관광고
글로벌 문화교육(일본어, 중국어 

문화반), 다문화통합이해교육·체험

북부 용화여고
국제이해교육, 먼나라이웃나라프로그램, 교사 

다문화이해인식제고

위에서 살펴본 다문화 교육 지원 학교들은 설치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

하고, 공립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특별학급에서 대안형 위탁 교육까지 

그 유형과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의 다문화 유형, 

연령과 숙달도를 반영하여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을 가지는 다문화 지원 학교에 특화된 한국어 교육과 

교과 교육을 연계하는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

렵다. 위에 제시된 다문화 교육 지원 학교들의 공개된 강사 채용 공고를 

보면, 국어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KSL 자격증 소

지자 우대 등으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

어 능력을 제고하여 원적 학교나 일반 학급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목표를 

가진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게는 과연 위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다문화 배경 학생들 중에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제고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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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족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적

극적이지 못한 것은 역시 전문 교원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문 교원 양성과 투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수 교육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수 교육이 제공된다고도 할 수 없다. 가령, 2014

년 1월에 한국어(KSL)교육과정 담당교원 직무연수가 4박 5일의 기간 동

안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은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 기술들을 익히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 결국 개론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Ⅳ. 문제의 인식과 개선 방안 모색

해를 거듭하면서 다문화 현장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교육 내

용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에도 교육 현장에

서의 호소는 계속되고 있다. 전체 다문화 배경 학생 수의 비율은 2014년 

현재 전체 학생의 1.07%에 해당하고 그 수로 보아도 67,806명에 이른다. 이

처럼 전체 학생 규모는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특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

문에, 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학급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비용적인 

문제나 전문 교원 수급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다양한 

특성에 맞게 별도의 학급으로 분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표 2>, <표 3>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등학생의 증가가 목격되었

고 현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초등학생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고등학생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는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가령, 별반식 교육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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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난이도와 비중이 높아지는 중·고등학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에 적용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다양성의 압박과 변화에 직면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다문

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까? 본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문제 인식들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

시해 보도록 하겠다.

1. 표준 교재 개작 능력을 제고하는 실용적 교사 연수

표준화된 한국어 교재가 공급되면 교육 목표에 맞는 교육 지원이 가능

하고 이로써 한국어 교육의 질적 표준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표준화에

는 명암이 있다.

학년과 수준이 일치하지 않고 학급 수는 학년별 또는 수준별로 충분하

게 개설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 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서로 다

른 한국어 수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잘 만들어진 표준적 

교재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수준차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

에 연령이 섞여 있다면 관심사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까지 직면하게 된

다. 만약 학생들이 2학기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한 학급에 갓 들어

온 신입 학생과 지난 학기 공부를 마친 기존 학생이 함께 공부하게 되고, 

학급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지난 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은 이미 공부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교재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

뜨리는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장에는 표준 교재의 유연한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보면, 전북 대덕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배경 학습

자의 한국어 실력 차이가 커 표준한국어 교재의 순서와 구성내용을 참고

하여 학습자 개인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보고되었다(국가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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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흥원, 2013). 이는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한국어 교재 개작(adaptation)에 대한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점

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교재를 개작할 능력이 없다든지 학생들의 특징이 너무나 다양하

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

과 상황에 맞는 교재를 신규로 더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

은 아니다. 수렴되지 않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의 다문화 현장은 

여전히 동질적 그룹으로 학급을 구성할 인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재의 개발과 공급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이

와 같은 현장을 다루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의 자료를 활

용하여 자신의 학급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

라서 이를 위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교재 개발과 공급에 앞선다. 

만약 더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소스북과 같은 자료집이며, 교사들

은 소스북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한다. 

Cunningsworth(1995: 29)에서는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안적 교재

로 The source book(Shepherd and Cox, 1991)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일

종의 자료집 형태로 문법, 어휘, 기능(skill)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다. 학습

자 개인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부분을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교

수요목을 도출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는 공급되었지만 학습자들이 다

문화 배경의 특징과 연령 등에서 극적인 다양성을 가지는 우리의 현장에

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서 자신감이 부족한 학습자나 경험이 부족한 교사는 사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스북과 같은 유형의 자료집을 교실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는 매우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교사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3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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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은 기존의 초단기 연수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렵다.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지

극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교수 방

법에 대한 훈련이 아닌, 숙달도 등급과 학년의 주제에 맞는 읽기 자료를 

선택하고 각색하여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2. 한국어 숙달도 제고와 교과 연계를 위한 융합형 인재 투입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교과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전문 인력 즉, 융

합형 인재들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영어의 보호식 교육

(Sheltered English)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원진숙, 2013: 43)에는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중등 국어교사나 초등교사는 한국어 교육 자료 구성이나 등급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방법 등에 대해서 적절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한국어 교원은 언어문화교육에는 전문가이지만 일반 초·중등학교

의 교과 관련 정보는 부족하여 교과 연계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훈련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원이면서 초·중등 교사라면 관련된 문제 해결이 가능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융합형 인재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정확한 한국

어 능력 판정과 숙달도 등급에 맞는 필요한 교육 자료 구성과 변형, 한국

어 숙달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교수는 물론, 교과목 연계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다문화 배경 학생들을 한국어 학습으로부터 일반 교과 학습으로, 특

별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원적학교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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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지향적인 교장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  

Sadoski(2004: 85-92)에서도 주장되었듯이, 다문화 교육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Sadoski(2004: 85-92)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세 

명의 교장들의 사례가 나온다. 그 중 Kearney의 초등학교의 교장인 Roger 

Nyeffler는 교사들을 지역 대학교의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자

극하였으며, 새로 유입되는 다문화 가정의 문화 및 전통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주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처음

에는 안정적이고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일부로부터의 반대에 부

딪히기도 했지만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Colorado의 Dillon 

Valley 초등학교 교장인 Gayle Jones는 교사들이 ESL 교사로 전문성을 개

발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제공하였다. 교사는 ESL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에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인

식한 것이다. Boston의 Dever초등학교의 Guadalupe Guerrero 교장은 교사들

을 지원하는 데 우선권을 두지만 교사가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다른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학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

악하여 학업 성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들 교장들의 노력의 공통점은 교사의 변화와 전문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실천, 무엇보다도 교장이 먼저 ELL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의 이론

과 실제를 잘 이해해야 교사들도 동의,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은 어리니까 단순히 시간이 가면 한국어가 터득된

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사와 교장 모두가 생활 한국어의 개념을 이해

하고 생활 한국어에서 학습 한국어로, 종국에는 내용교과로의 연계에 대한 

철저한 신념과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장의 강력한 리

더십과 확신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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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 참여시키기와 가족 문해 교육 실시

가족 문해(family literacy)는 1980년대 후반에 미국 내에서 저학력 성인

과 교육적으로 위기인 아동, 두 집단을 서로 연결시키는 가족 중심의 총

체적 접근으로 시작되었는데, Darling(1993)(이지혜 외, 2007: 35 재인용)에 

의하면 부모를 위한 기초 능력 함양, 아동을 위한 유아 교육 또는 문해 교

육을 제공,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촉진, 부모로서의 원만한 역할 

수행을 돕는 부모 교육 제공을 포함한다. Hannon(1999)(이지혜 외, 2007: 

34 재인용)은 가족 문해의 개념을 문해 학습에서 가족과 관련된 활동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과 아동의 문해 교육과 직결된 부모의 성인 기초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전자는 학교에

서의 부모 참여, 부모 교육, 부모의 학교 도서관 이용 등을 포함하고, 후

자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개선, 가족의 문해 발달 지원에 목적을 

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에서 제공된 다문화 교육 우수사례를 보면 

가족 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보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표 2>를 보면 아직까지는 국내 출생 다문화 배경 학생이 압도적으

로 많고 그것도 어머니 언어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초등학생의 수가 

압도적인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이주 여성을 포함하여 서비스 되는 가족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adowski(2004: 95-105)에서는 미국 이민자를 위한 가족 문해력 지원 프

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민가정의 자녀와 부모를 함께 교육에 참여

시킴으로써 자녀와 부모의 언어적 발전과 문화 적응을 동시에 꾀할 수 있

었다고 보고한다. PACE(Parent And Child Education, 부모자녀교육) 프로

그램은 1985년 교사이자 교육행정가인 Darling에 의해 미국 내 주정부 차

원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족 문해 프로그램이다. 부모들에게 기초 언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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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수학 능력, 사회학 등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 등에 필요한 교육

과 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유치원에 있는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Even Start 프로그램은 미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가족 문해 프로

그램인데, 다른 가족 문해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유아 교육, 부모 교

육, 성인 교육, 부모와 자녀 간의 공동 문해 활동을 포함한다. 주로 아동

의 인지 능력 발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교과에 통합하여 제공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텍사스의 가족 문해의 사례로 Sadowski(2004: 95-105)는 AVANCE를 소

개하고 있다. 이민 가정 부모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고립감, 과로와 박봉

의 현실로 인한 위축감은 자녀와의 대화, 도서관 가기, 규칙적인 책 읽어

주기를 통하여 극복되고 있다고 하면서 AVANCE를 통해 부모로서의 주

체성을 가지게 하여 자녀와 부모 모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부모의 75%가 영어 숙달도가 상승하고 고졸학력인증시험(GED)에 통

과하여 대학 입학을 했다는 점, 가족 문해 프로그램으로 인해 부모의 언

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2-4세 자녀의 53%가 평균적인 언어 발

달 속도를 보였다는 점(참여 전에는 13%에 불과함), 일반 유치원으로 옮

긴 자녀들 중 90%가 정상 또는 정상보다 빠른 언어 발달을 보였다는 점

을 AVANCE 2003년 프로그램의 성과로 들고 있다. 즉, 가족 문해 교육은 

부모를 위한 기초 능력 함양은 물론 부모가 감당해야 할 역할 수행을 돕

고 종국에는 아동의 언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시에 따라서 가족 문해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

으로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해영 외, 2012). 가령, 오이즈

미시(大泉市)의 모자 교육은 문화청의 위탁을 받아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와 그 자녀가 함께 일본어 교육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 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이 그 사례이다. 이밖에도 도도부현(都道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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県)은 문화청 문화부 국어과장(2002. 6. 11. 결정, 2003. 3. 14. 개정)의 결정

을 근거로, ‘부모 참여 일본어 교실 실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족 문해 교

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일본어 교실의 특징은 부모와 자녀(대개 9세 이하

의 어린이)가 함께 학습하게 하여 협동적인 학습 효과를 얻도록 한다는 

것과 학교의 여유 교실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실 활용

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부모와 아동이 같은 교실, 

다른 교실, 다른 시간에 선택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학습 내용은 육아, 

지역 사회 이웃과의 교제 방법, 교육, 의료 등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야마가타(山形) 자원봉사 일본어 협

회와 재단법인 신주쿠 문화·국제 교류 재단의 일본어 교실 또한 부모 참

여 일본어 교실을 개설하고 가족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위의 외국 사례들은 국내에 적용할 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이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가족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문해력은 물론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

성들의 문해력 향상과 삶의 질적 개선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

이다. 국가평생교육원(2013)의 우수사례를 보면 소수 기관(학교)들이 모범

적으로 가족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표 5>를 보더라도 다문화 중

점학교나 더 나아가 다문화 연구학교들을 통해서 가족 문해 교육 프로그

램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가령, 다문화 중점학교

나 예비학교에 소속된 다문화 교원을 활용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

화하는 방식으로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기존의 성인 중심의 일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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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한국어 교육이 아니며 학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

다. 그러나 물론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약화된 국어나 사회 과목의 교육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배경 학생들은 정규 과정에 진입하거나 

복귀할 학생들이지만 그러나 현재로는 한국어를 못 하는 학생들이기 때

문이다. 

본고는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배경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이나 연령, 

모국어 배경 등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한 학급에서 동시에 공부하기 어

렵다. 그러나 비용적인 문제나 전문 교원 수급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문

화 배경 학생들을 다양한 특성에 맞게 별도의 학급으로 분반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예비학교에서 원적학교

로의 복귀를 위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교사는 한국어 

교육 능력과 교과 연계를 위한 교육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기관은 이와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교원을 공

급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능력 있는 교원의 참여는 각급 단위의 학

교에서 보충적으로 가족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문해 교육 실시는 아동의 학교 적응에 부

모를 참여시킴으로써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을 돕고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 숙달도 제고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아동과 그 가족의 한국 생활 적

응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가족 문해 교육은 다문화 배경 학생

의 한국어 교육 지원에서 함께 다룰 이유가 충분하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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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현황과 한국어 교육 개선 방안 

이해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 한 교육 지원은 기에 비해 매우 체계 이다. 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 문 인력 양성에도 심을 가지고 근본 으로 응하려는 

공 인 노력도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지속 으로 변화되면서 

표 이고 일률 인 교수에 있어 다양성과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특징이 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장에는 여 히 학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비용 인 문제나 문 교원 수 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문화 배경 학생들

을 다양한 특성에 맞게 별도의 학 으로 분반하는 것은 실 으로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다양성의 압박과 변화에 직면한 우리의 교육 장에서 다문화 배

경 학생을 한 한국어 교육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되어야 할까. 본고

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한 구체 인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 다. 첫 번째로 

표  교재 개작 능력을 제고하는 실용  교사 연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한국

어 숙달도 제고와 교과 연계를 한 융합형 인재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를 해

서 세 번째, 미래지향 인 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가족 문

해 교육 실시로 아동의 학교 응에 부모를 참여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목 이 아동과 그 가족의 한국 생활 

응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는 다문화 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 지

원에서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 배경 학생, 내용 심 교육, 특수 목  한국어, 교재 개작, 가족 

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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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dress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background learners

Lee, Haiyoung

A systematic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background learners has 

been formulated in our society, ensued by political efforts in developing 

curriculum textbooks and cultivating professional personnel. This has been to 

meet our desire for standardized education provision. And yet, classrooms are 

now witnessing the need and desire for diversity and flexibility in order to 

respond to their students who are characterized as nothing but diverse and 

susceptible to change. 

In response, this paper carefully draws up a plan for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the belief that its purpose is to help 

multicultural background learners adapt to unfamiliar environment. The 

measures highlighted here is that (1) developing a teacher training program 

to support teachers to build up their professional competence; (2) cultivating 

professional personnel qualified both in teaching Korean and curriculum 

education; (3) fostering a future-oriented leadership of school principals; and 

(4) conducting family literacy education programs to involve parents into 

school education and improve quality of life. 

[Key words] multicultural background learners, Content-based program, 

Korean for Specific Purposes, adaptation, family lite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