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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화를 촉
진하면서, 여러 부문에서 많은 과제를 던져 주게 되었다. 여기서 ‘다문화
가정’이란, 통념상 ‘부부 중 한 사람 이상이 혈통상 한국인이 아닌 가정’을
뜻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다. 이 연
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학령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논의
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나고 상
당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되므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과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해외연수 지원금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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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
가 될 수도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
나는 문제는 결국 ‘언어’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건, 한국으로 이주해 왔건, 이들
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데에 한국어는 필수적이다. 한편 그들 부모(중 하나 이상)
의 모어는, 이들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생활, 나아가 ‘한국인’으로서의 정
체성에 방해나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부모(중 하나 이상)에게서 물려받
은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 한편, 논란의 여지가 많기는 하나, 국가 차원
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다언어사용자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
기도 한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연구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까지 연구자가 파악한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연구자의 관점이라 하겠
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교육연구는 교과부와 복지부, 여성부, 지방자
치단체 등의 정부 기관과 서울대학교 등 대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다문
화가정 자녀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순한국인가정(?)과 그 자녀
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른바 ‘주인’ 측에서 다소 이분법
적이며 시혜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한다. 따라서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다
문화가정 출신인 경우는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다문화가정, 달리 표현하면 ‘주인’이 아닌 입
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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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부터 살
펴보자면, 한 마디로,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문
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역사적으로
나 양적·질적인 면에서 아직 매우 초보적인 단계로서, 서울대학교 다문화
교육연구센터를 위시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교육연구기관
이나 이를 지원하는 정부 부처, 정부기관, 민관기관, NGO 등에서 수행하
는 R&D 성격의 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물, 정책 제안 등이 주류를 이루며,
학위논문이나 개인연구물의 경우, 소규모 조사나 선언적 성격의 ‘시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언어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재 개발
이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국가 구성면에서 다문화가정1)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국가
의 경우, 역사만큼이나 연구사는 긴 편이나 엄밀한 의미의 연구보다는 실
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다양
한 사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언어 문제만을 별도로
다루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대체로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걸친 평등권,
나아가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관리의 역사와 사례가 풍부한 국
가로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특정 민족이 ‘주인’이 되며 민족어가 국
어인 ‘민족국가’와, 다문화사회의 역사도 길고 관련 제도도 풍부하나 엄밀
히 말하면 ‘주인’이 없(어야 하)는, 그러나 ‘주류 문화’ 혹은 ‘강자의 문화’
가 지배하는 ‘이민국가’ 가운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선정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실태와
1)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다문화가정’의 개념이 이민국가의 경우에 적용되기에는 무
리가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이민국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 개념 규정에 해당되는 대상을 지칭하는 데에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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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안을 조사하되, 교사 교육의 면과 관련 제도 혹은 프로그램의 구
체적인 사례를 현장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대상 국가로는, 민족국가로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 이민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한 후,
민족국가로서 프랑스를, 이민국가로서 미국을 선정하여 정밀 조사를 시
행하였다.
1차 조사는 문헌조사로서, 각종 연구물과 보고서 및 각국의 정부 문서

를 분석하였으며, 2차 조사는 문헌조사는 물론, 학교 방문을 통한 현장의
관찰과 실제로 교실에 있는 현지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교사, 연구자와 관
계 기관 및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를 하되,2) 다문화
연구의 특성상 정량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을 목표로, 무엇보다도 제
도나 법령이 아닌 현상의 이해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1차 분석 자료의 목록 나열이나 내용의 요약, 2차 조사 및 인터
뷰 내용을 전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 이 논문에서
는 다루지 않고, 1차 조사를 거쳐서 선정한 양국의 교사 교육을 다문화가
정 자녀의 언어 문제와 연계하여 개관하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
여 양국의 교육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프로
그램이나 제도를 통하여 보여 주고자 하였다.
2차 조사의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매우 안타깝게도, 미국과 프랑스

를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학계와 교육계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특히 그들의 언어관리 측면에서
의 언어 교육에 관한 뚜렷한 해결책 혹은 성공 사례가 드러나 보이지 않
2) 미국과 프랑스에서 각 3개 교육청과 초·중등학교 7개교를 방문했으며, 연인원 70여
명의 교수, 교사, 연구원, 교육행정가를 만났다.(익명을 요구한 사례가 많아서 명단은
생략함.)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인디애나 주 소재의 McKinley School Group과 St.
Albert School, 프랑스 파리 소재의 Lycée Victor Duruy와 Académie de Créteil에서 많
은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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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문제 자체의 복잡성도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나아가 국가의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수행된 연구의 역사가
짧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장기간에 걸친 고민과 경험의 궤적을 보
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에,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연구하되, 이론의 제시나 제도의 목록보다 조사와 방문, 인터뷰를 통하여
이해하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Ⅱ. 사례 1: 미국
1.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맥락에서 본 미국의 교사 교육
1) 교사 양성 제도 개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각 주가 공교육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도 주에 따라 다
양하여 이를 모두 나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공통점을 보면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은 사범대학(Teachers College), 일반교양대학(Liberal Arts
College), 종합대학(University) 등 각종 대학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학들은 전국 교원양성기준심의회(Th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 등의 인정을 받아야 교원 양성

기관으로 공인되며, 주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자격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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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기도 하며 인턴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2) 이중 언어 교육과 교사 교육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문화 환경의 영어 교사도 대학에서
이중 언어 교육 관련 자격증 발급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ESL 시험에 합
격하여야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은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교육법 207항에 준하는 교육위원회의 수정 조례(Amendments to the
Regulations of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 Pursuant to Section 207 of
Education Law BILINGUAL EDUCATION)3)를 근거로 이중 언어 교육 프

로그램 교육이 인가된 교육 기관에서 24학점에 해당하는 대학 수준의 강
의를 이수해야 교사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교
육이 인가된 교육 기관에서 15학점에 해당하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또 이
수해야 교사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다. 이때 들어야 하는 강의 과목, 이중
언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언어 유창성, 교육 인사에 대한 자격 부여 등
은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2007년 도입된 연방 교육부 프로그램 지침(Guide to U.S. Department
Education Programs)은 소수자 정체성 보호 및 미국 사회 적응 지원을 목적

으로 정책 지원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언어 교육, ESL 교육, 가정 및
학부모 교육지원, 영어구사능력 제한 학생에 대한 각 주의 영어 능력 향상
및 학업성취 증진 프로그램, 미국 본토와 하와이, 알래스카 원주민, 태평양
섬 출신의 영어구사능력 제한 학생을 위한 영어지원 프로그램, 교사 대상의
이중 언어 교육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환경에서의
교육 역량을 신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3) http://www.p12.nysed.gov/biling/bilinged/pub/ame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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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 환경에서의 국어 교육과 교사 교육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자질이 다문화 환경에서 영어 교육을 수행
하는 교사의 자질로서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가?
대규모 이질 집단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존
하고 있는 다문화 환경 속에서 국어(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책무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국어(영어) 교사는 끊임
없이 자신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갖는 편견과 싸워야 하는 책무를 지
닌다. 이때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과 학생의 교육적·언어적 배
경에 대해 초점화된 질문을 하는 것이며(Flaitz, 2006),4) 이를 통해 스스로
를 계속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이다.5)
둘째, 국어(영어) 교사는 구체적인 수업 장면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을 가진 학습자들의 잠재성을 이끄는 수업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제,
교육방법, 본문을 다양하게 하기(Vary your topics, methods, texts), 활동을
흥미롭게 만들기(Make activities interesting), 협동을 장려하기(Encourage
collaborations), 특수성을 고려하기(Individualize), 개별화하기(Personalize),

필수 수업과 함께 선택 수업 활용하기(Use compulsory plus optional
instructions), 열린 질문 사용하기(Use open-ended cues)(Ur, 1996: 306) 등
4) 그 질문은 지리적 태생, 종교적 배경, 이주 동기, 이름 구조, 문화적 가치관, 교육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 등을 망라한다.
5) 린다 로스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평가 도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Gunderson,
2009).
1. 나의 학교 문화는 무엇이 다른가? 다양한 민족 집단, 장애가 있는 학생, 새로운 이
주민, 공공 주택의 거주민
2. 각 집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무엇인가?
3. 이러한 인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4. 내가 속한 집단에 근거해서 나를 가정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때
나의 기분은 어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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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배경화되지 않고 국어(영어)
실력을 신장하여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문화 환경에서 국어(영어)
교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자신의 잠재적 자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교사 자격에 대한 다섯 가지 핵심 제안

이러한 이상적인 국어(영어) 교사를 기르기 위하여, 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과 수행 능력에 대해 다섯 가지 핵심 제안(Five Core Propositions)을
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 공인 교사 자격 기준(National Board of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2011)에서는 교사가 필수적으로 ‘다양성 존중과 문화

적 차이 이해(respect for diversity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fferences)’
덕목을 갖춰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NBPTS, 2002: 1).6)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NBPTS는 성공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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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ulture and Diversity)을
꼽고 있기도 하다(NBPTS, 2011: 19).7)
미국 정부는 다문화 환경에서 국어(영어) 교사가 올바른 교육의 방향
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규 영어 교사들에 대한 교사 교육 및 직업 개발에
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교사
가 교사양성과정에서 별다른 교육을 받은 바가 없고, 교사자격고사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현직 교육에서도 영어 학습
자가 있는 교실의 교사 중 29.5%만이 연수를 받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
롯되었다.
Ballantyne et al.(2008)에서는 인력 개발이 영어 학습자들에 대한 정확하

고 타당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인력 개발에 대한 평가는
영어 학습자의 결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력
개발 조사의 기초는 내용 영역에 대한 언어 기능(개발)에 두어야 하고, 프
로그램은 각 영역 내용에 특성화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의 기초
지식은 영어 학습자의 학습 양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교사는 문화적
경계를 극복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춘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인디
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아동의 학교교육(Native American and Alaska
6) 미국의 국가 공인 교사 자격 기준(National Board of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2011: 1)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What Teachers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http://www.nbpts.org/UserFiles/File/what_teachers.pdf
7) NBPTS에서 정의하는 ‘성공적인 교사의 기준Ⅱ(Standard Ⅱ): 문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ulture and Diversity)’은 다음과 같다.
1. 영어 학습자의 모델(English language learner’s model)
2.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해하는 태도를 키워주는 교사(build respect and
appreciation for cultural diversity)
3.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간직한 채로도 학문적인 성취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교사(demonstrating to their students and others that students can succeed
academically while maintaining their cultural id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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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Children in School)’, 제2언어로서 영어수업(ESL)과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정(타 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수업(ESOL), 영어 능력
수업(English Literacy) 등), 이주민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인 EVEN
START 문해력 프로그램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

할 교사를 양성하기도 하였다.8)
또한 낙오학생방지법9)이 발효됨에 따라 언어 문제로 낙오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나 자격 제도에 반영되기보다는, 현직 교사의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켄터키 주에서는 켄터키 주 핵심 학습 능력 기준
(Kentucky Core Academic Standards, KCAS)에 근거한 수준별 교재 제작

법, 학습 언어 개발을 위한 교재 제작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10)
8) 그중 오하이오 주의 방침(2012)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중 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 제한적 영어 능력의 학습자들은 이중 언어
교육으로 교육받음으로써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받는다.
2. 몰입 교육적 접근(The Immersion Approach): 중요 제재는 제한적 영어 능력의 학
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개된다. 또한 교사는 시각적 보조 자료의
풍부한 활용, 구체적 경험과 적절한 교재를 활용한다.
3. 제2언어로서의 영어 분리 수업(English as a Second Language(ESL) Classes): 정규
수업 시간에 이중 언어 보조 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이중 언어 자원봉사자들
이 수업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보조할 수도 있다.
4. 통합 수업(In-class or Inclusion Instruction): 제2언어로서의 영어 혹은 이중 언어
전문가들은 집단 프로젝트 혹은 개별 담당으로 제한적 영어 능력의 학습자들을
지도할 수 있다.
5. 개별 수업(Individual Tutoring): 교육 기간 동안 기초 영어 의사소통 기능 향상 혹
은 학문 목적의 영어에 초점을 둘 수 있다.
9)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은 미국 초중등교육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종과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격차를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
육 개혁법이다. 이 법에서는 2014년까지 영어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영어 언
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유창하게 드러내어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요구한다. 이
NCLB는 학교와 지역구의 의무를 강도 높게 요구하는데, 학교와 지역구는 다른 단체
와 더불어 영어 학습자를 도와야 하고, 주에서 시행하는 평가에서 측정된 대로 노력
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심각한 결과 초래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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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미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영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규
학교의 ESL 학급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소개
된 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운
영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English as a new language(ENL) 교육 프로그램11)
(1) 목표
2006년에 시작된 노트르담 대학의 English as a new language(ENL) 프

로그램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를 가르치는 전문 인력을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지원 자격

참가자는 여름 학기에 노트르담 대학에서 개설되는 2주간의 수업을 이
수해야 하며, 이후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는 각각 2개의 과목을 온라인으
로 수강해야 한다. 또한 ENL 실습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신의 학교 수업
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ENL 프로그램 참가에 대해 관리직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가자는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하며, ENL/ESL
10) http://www.education.ky.gov/nr/rdonlyres/f9df7e0a-df25-4c0e-8195-28a019 fdb148/0/
fall2011newsletter.pdf
11) 미국의 경우, 국적과 영어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어를 일률적으로
second language나 foreign language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new
languag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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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부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직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3) 교육과정
ENL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3학기 동안 18학점(6과목)의 강좌

를 수강해야 한다. 우선 여름 학기에 노트르담 대학에서 오프라인으로 두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나머지 과목은 온라인으로 이수한다.12)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ENL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여름 학기
(오프라인 수업)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
봄 학기
(온라인 수업)

∙
∙
∙
∙
∙
∙

제2언어 학습자 교수
언어학 및 제2언어 습득
아동기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
영어 학습자를 위한 평가 설계
협동 및 전문성 개발
교수 방법의 적용

(4) 자격 부여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에게는 인디애나 주의 ‘Teachers of Students
of a New Language’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대부분의 주의 ESL/ELL 자격과

상호 관계에 있다.

12) ENL 프로그램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학교 수
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을 학기와 봄 학기 수업은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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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의 이점
ENL 프로그램의 이점은 크게 교사, 학교, 해외 교사의 세 가지 측면으

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ENL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는 혁신적이고 연구에 기반을 둔 언어
교수 전략을 익히고, 내용 숙지 여부와 언어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설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사는 아동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
는지 배우고, 문화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학교 문화를 바꾸
기 위한 접근법을 탐색한다. 이수한 학점은 대부분의 주에서 ENL/ESL/
ESOL/ELL 자격을 취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참가자들이 교사 자격이나

지속적인 교육학 관련 학점을 취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학교 측면의 이점은 ENL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
는 역할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다. ENL 교사는 문화적 인식의 고취, 혁
신적인 교수 전략의 수행,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통해 영어 학습자를 지
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를 혁신할 수 있다. 또한 동료 교육
을 수행함으로써 인적 자원으로서 기여하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
게 된다. 이와 함께 ENL 교사는 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
회 단체와 학교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해외 교사의 경우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연구 기반의
언어 교수 전략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언어와 문화적 몰
입의 경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 민족, 연령으로 구
성된 공동체에서 학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속 학교의 리더 교
사로서 활동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교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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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교육부 영어습득국(OELA)의 인디언 및 알래스카 주민 아동의
학교교육(Native American and Alaska Native Children in School) 프
로그램
(1) 개관

이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 정부의 인디언 및 흑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서, 원주민 출신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언어
수업을 지원하는 미국 교육부 영어습득국(Office of English Language
Aquisition, OELA)에서 주관한다.
(2) 목적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원주민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둘째, 원주민 학생들이 표준학업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대상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지역 출신의 학생
을 대상으로 한다.
(4) 특징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내 인가된 교육기관, 하와이 및 인디언 원주민
의 언어교육 및 연구기관, 인디언교육지원부와 연계된 초·중·고등학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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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게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 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개발, 평가와 더불어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
까지 아우른다는 특징을 갖는다. 학생 교육은 학령 전, 초·중등, 중등 이후
의 교육 수준으로 구성되며, 이들 각 수준을 통합할 수도 있다.
3) 미국 교육부 초중등교육국(OESE)의 Even start family literacy 프로
그램
(1) 개관

이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정부의 이민자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긴밀한 교육적 연계 속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
을 지원하는 가족 중심적 프로그램이다. 법적인 근거는 개정 미국 초중등교
육법(ESEA) 제1부이고, 미국 교육부 초중등교육국(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ESE) 산하 조기학습과(Office of Early Learning)에 의

해 주관되는 프로그램으로 1965년 발효되었다.
(2) 목적

이 프로그램은 첫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새
로운 범주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둘째, 국가 교육 목표의 성취를 증진하
며, 셋째, 저소득 가정의 성인과 아동의 교육 증진을 도와 각 주별 학생
학업성취기준을 통과하도록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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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저소득 가정, 이민자 가정,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 10대 청소년이
가장인 가정의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4) 특징

이 프로그램은 각 주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여기에서
는 구체적인 예로 뉴저지 주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한다.
뉴저지 주에서는 4개의 핵심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프
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Ⅲ. 사례 2: 프랑스
1.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맥락에서 본 프랑스의 교사 교육
1) 프랑스의 교사 자격 제도 개관
(1) 교사자격고사 지원 자격

프랑스의 경우에는 교사 자격이 국가 고사에 의해서 주어지며, 교사 교
육은 교원임용고사 준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90년대 초에 교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IUFM(Institut Universitaire de Formations des Maîtres)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에 해당되는 국립 고등교육 기관마저도 졸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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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고사 지원 자격을 주는 기관으
로서 교사 지망생은 국가 고사에 합격해야 하므로, 교사교육기관은 국가
고사 준비기관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교육 개혁에 따라서 2009년부터는 교사 교육 응시 자격
이 5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자(Bac+5)로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3년간
의 고등교육(Bac+3) 즉 학사 학위 취득 후 교사교육기관인 IUFM에서 1년
간의 이론 학습과 1년간의 현장 실습 등 2년 과정을 수료하고 난 후에 교
사자격고사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교직의 문호를 개방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렇듯 반드시
IUFM 출신이 아니더라도 석사 학위가 있는 경우에는 교사자격고사에 응

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UFM은 3년 이상 고등교육
을 받은 신입생을 선발하여, 교육 이론과 현장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육
을 계속하고 있으며, IUFM 졸업생들은 일반 석사 학위 소지자와 국가 고
사에서 경쟁을 하여 합격하는 경우에 교사 자격을 취득한다.
결국, 프랑스의 교사 교육의 근간은 학사 학위 혹은 석사 학위를 수여
하는 대학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기관(Grandes Ecoles 포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는 바칼로레아 시험 합격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 기
관이 매우 다양하고, 각 고등교육기관에서 주는 학위나 디플로머도 매우
다양한데, 전통적 의미의 학위나 새로운 유형의 학위와 각종 디플로머 등
이 교사자격고사 응시 자격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 교사자격고사의 유형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자격고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바칼로레아 합격
후 최소한 5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사자격고사에 응시하
기 위한 자격을 따기 위한 예비고사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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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고사에 응시하기 위한 예비고사는 지원자의 특성과 지원 분야
(교과목이나 영역)의 특성, 교원 수급 상황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치러지는데,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제1유형(le concours externe)은 수험 시점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
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시험으로서 지원자가 이 시험에 합
격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제2유형(le concours
interne)은 이미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서, 지원자는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당초의 직렬을 교육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제3유형(le troisième concours)은 공무원이나 공
공기관 종사자는 아니나, 이미 민간기관에 취업되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시험은 분야나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 한편 제3
유형의 대상자들은 사실상 제1유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교사자격증은 학교 급별(초등, 중등 등) 그리고 과목별로 여러 가지 유
형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험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자격
고사는 자격증의 유형에 따라 학교급별, 전공별로 치러진다.
⦁CRPE(concours de recrutement de professeur des écoles) … 초등교사자격증
⦁CAPES(certificat d’aptitude au professorat de l’enseignement du second degré)
… 중등교사자격증(인문계는 물론 공업기술고등학교 포함.)

⦁CAPEPS(certifié d’aptitude au professorat en Education Physique et Sportive)
… 체육교사자격증

⦁CAPLP(cetificat d’aptitude au professorat de lycée professionnel) … 실업계교
사자격증

교사자격고사 합격생은 자신이 응시한 교육구의 학교에서 수습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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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습교사로서 근무한 후 자격증을 받게 된다.
(3) 교사자격고사의 내용과 운영(CAPES의 경우)

앞서 말한 1～3유형의 교사자격고사에서는 각 교과목별로 발표된 모집
인원을 선발한다.
예를 들어, 2011년도의 교사 모집 인원은 제1유형이 교과목 전국 통산
4,847명, 제2유형이 648명, 제3유형이 68명이었다. 모집 분야는 철학, 고전인

문학, 현대인문학, 역사/지리, 사회/경제, 외국어(독일어, 영어, 아랍어, 중국
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수
학, 물리/화학, 생물 및 지구과학, 음악, 미술, 서지학, 프랑스어 기호학, 코르
시카어, 프랑스어 방언(basque, breton, catalan, créole, occident-langue d’oc)이
었다.
교사자격고사 지원자는 자신이 살거나 일하는 지역의 교육청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고,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교사자격고사에 응
시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고사에 합격해야 정식 교사자격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고사는 원칙적으로 필기고사로 치러지며, 따라서 지
원자는 고사장에 직접 출두해야 한다.
예비고사에 통과된 후 치르는 정식 교사자격고사는 필기고사와 구술고
사로 이루어지며, 구술고사는 심사위원단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
자격고사의 세부 사항은 장관령으로 관보를 통하여 공고된다.
(4) 교육 실습

교사자격고사에 합격하면, 합격자는 정식 수습교사로 일 년간 학교 현
장에서 교육실습을 하게 된다. 수습교사에게는 지도교사가 배정되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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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수업실습과 교사로서의 직무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하도록 한다.
일 년간의 수습 기간이 지나면, 수습교사는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서 최종적으로 교사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교사자격증을 취
득하면, 신임교사는 자격증에 표시된 교과목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
역의 교육기관의 필요에 따라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임용의 절차
는 신임교사나 근무처를 바꾸고자 하는 경력교사나 마찬가지이다.
2) 교사 교육과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을 유럽이라는 틀 안에서 본다면, EFTLV(유럽인의 평생교
육을 위한 프로그램: programme européen pour l’éducation et la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유럽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학교 교육에 도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지역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 운영에서 국가적
이념의 교육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해 왔다. 이는, 오랜 식민지 경영의 역사에서 식민지 주
민에 대한 프랑스 국가 이념 및 정체성에 대한 교육, 식민지 시절부터 독
립국가가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과거) 식민지 주민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해외영토(DOM, TOM) 주민의 ‘본토’ 이주, 동유럽에서 유
입되는 인력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민족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실제로는 적극적인 동화주의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면에
서 매우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즉, 학생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를 빌미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다수의 아이들을 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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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아 놓고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프랑스의 국가 이념은 고사하고
모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공식어 수준으로 쓰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어렵
다 못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문화가 관련되
는 국어(프랑스어)나 사회과 수업의 경우, 실제 교실 상황을 보면, 이국적
문화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혈통상 프랑스인인 학생들조차 각기 다른 문화
적, 종교적 배경에 의한 충돌을 어떤 식으로 피해 나갈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프랑스어 교육 역시 각급 학교에 특별
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를 위해서 예비교사 전원에
대한 특별한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소수의 교사가 외국
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을 위한 연수를 받기도 한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의 모어에 대한 고려는,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 현장에
배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구속력이 있는 참고 혹은 권장 사항이 아
니어서 교사들은 대체로 개인적인 경험과 노력에 의해 대처하고 있다. 국
립교사양성기관인 IUFM에서도 미래의 교사를 위해서 문화적 배경이나
인종이 다양한 (대부분의 경우, 대도시 소재 각급 학교의) 교실의 수업과
학급 운영에 관한 강의를 개설하거나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곤 하는
데, 이 역시 구체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나 일반론적 접근에 그
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위해서 인터뷰한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었다.
요약하면, 이민의 역사가 비교적 긴 프랑스의 경우, 다문화-다언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
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교육은 프랑스어 중심으로, 정규 과정
보다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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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청소년 언어 정책과 제도: ELCO에서 CASNAV로의
변화
프랑스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교육을 위한 조치는 학교 교육에
포함되었다기보다는 나란히 간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역사는 식민지 교육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여기서는 현재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중요한 변화의 과정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이민자들의 언어와 문화 교육(ELCO) 과정
프랑스의 다문화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민자 가정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
해 1975년에 처음 실시된 것이 ‘이민자들의 언어와 문화 교육(Enseignements
de Langue et Culture d'Origine, ELCO)’ 과정이다. 1970년대 중반 이민 제한

조치에 의해 일정 기간 프랑스 체류 기간이 끝나면 모국에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이주민 자녀들이 본국의
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7개국 협약에 의해 모국 언어, 문화교육과정이 시도된 것이다. 이 ELCO 과

정은 그 시작부터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기보다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준비시켜 주기 위
한 성격의 과정이었다.
2) 이민자 자녀 학교 적응을 위한 정보센터(CEFISEM)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민 노동자들이 본국으
로 돌아가기보다는 프랑스 사회에 영구 정착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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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자녀를 위한 이른바 차별화 교육이 프랑스 사회 내에서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게 만들게 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이들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학교 내로 통합을 위해 1975년부터 1984년에 걸쳐 프랑스 전국에 ‘이민자
자녀 학교 적응을 위한 정보센터(CEFISEM: Centre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de Migrants)’를 설치하였다.
1975년부터 교육부에 의해 설립된 이 기관은 이주민 자녀들의 학업을 돕

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센터인데 지역 관할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특히
처음으로 프랑스에 도착한 아이들의 프랑스 학교 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시
행되었다. 이 센터 차원에서 시행되는 외국 학생을 위한 특별한 과정으로는
초등학교의 CRI(cours de rattrapage)와 CLIN(classes d'initiation dans le
primaire), 중등학교의 CLA(class d'accuil dans le secondaire) 등이 있다. CRI

는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주당 추가로 몇 시간의 수업을 듣는
것이고, CLIN은 프랑스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 일반 학급에 특
별 프랑스어 과정을 강화시킨 반으로 학생의 프랑스어 실력에 따라 3개월,
6개월, 9개월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을 제1과제로 삼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학습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프랑스어를 일정 기간 이상 집중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외국 학생이 특정 교과목 수업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고 교사가 판단
하면 해당되는 특별반에 보내 그 시간에 프랑스어를 배우도록 하고 일반
학급에서 수업이 가능한 교과의 경우 다시 본인 학급으로 복귀하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중학교의 적응반에서는 프랑스어 기초 교육부터 프랑스
문화와 역사를 교육하고 1년 안에 일반 학급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프랑스어 중심 교육’의 권위적이고 독재
적인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재하고 있지 않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
통과 학습의 도구이기 이전에 특정 문화와 이념 및 역사를 반영하는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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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같기 때문에 일방적인 프랑스어 학습은 일종의 상징적 폭력으로 여
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문화적 식민주의를 막으면서
학생들이 프랑스의 문화에 바람직하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랑
스어 학습 전문가들이 정교하게 연구된 과정에 따라 수업이 진행된다.
중학교 중간 학년에 프랑스에 이주해 온 학생들은 전문 직업교육과정
을 이수하거나 단기 고등교육과정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던 CEFISEM은 2002년에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센터(CASNAV)’로 대체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센터(CASNAV)
이 기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 가정 자녀들을 위해 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이주 청소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교육에 가장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기관은 이주 난민 가정 자녀들을 위해 영구적인
과정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이들의 프랑스 사회로 진입을 돕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이 기관은 16세 이상에
게 직업교육을 통하여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도시빈민지역 아이
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학교와 가정을 연계시키고,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해 준다. 다양한 운영 방침을 가지고 전국적
으로 운영 중인 실제 CASNAV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가장 큰 역
할은 여전히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어 습득을 돕는 데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CASNAV 운영 과정은 무엇보다 교사 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다문화 교육의 핵심은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라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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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프랑스 교육부의 권장 지침에 따르면,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교사는 다음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윤리적
인 방법으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을 조율하며, 학생들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평등함을 주지하고, 모든 학생이 스스로에 대한 자
존감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의사 표현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문제 해
결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프랑스에서는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교사 양성을 매우 중요
하게 생각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불평등, 불의, 인종주의, 편견을 인지하
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대우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데에
교사의 인식 변화와 방법론적인 훈련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
다. 또한 학교에서 사회적 평등과 다양성을 논의하고, 학생들의 의미 있
는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 교사가 핵심이라고 해석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다른 문화를 직접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등 교사들의 연수 체제가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핵심으로 떠
오르고 있다.
좀 더 실질적으로 CASNAV를 통해 교사들은 제2언어로서 프랑스어 자
격증 준비 과정에서 해당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고, CASNAV 측에
서 교사들을 위해 제안하는 강의 과정 중 관심 있는 강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제2외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준비과정은 외국인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72시간 동안 진행되며, 외국어로서 프랑스어와
제2언어로서 프랑스어 그리고 학교 프랑스어 등에 관한 지식과 교육 방
법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프랑스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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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학한 외국인 자녀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 교사가 알
아야 할 학교에서 프랑스어, 제2언어로서 프랑스어, 외국어로서 프랑스어
등 언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과정과, 이
학습자들이 그 다음해에 일반 학급에 쉽게 융화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
여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과정
으로 구분된다.
CASNAV에서는 매년 교사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방법론과 지

도 교재를 발행하여 변화하는 추세에 맞는 교수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종합 대학의 문학·사회학·어학 분야의 연구
원들과의 협력 연구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 단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협력은 발표회와 교사 연수의 형태로 이루
어진다. 또한 세계 각국의 공교육 체계에 관한 안내를 통해 다른 나라에
서 프랑스에 온 외국인 아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프랑스 체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프랑스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CASNAV에서는 교사들에게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국적,

나이, 모국어와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이민 이유, 가족 상황, 행정적
지위(난민, 이민자, 불법 체류자)나 교육 수준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학생
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세계 각 나라에
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
써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라면 대
상 학생을 프랑스 교실에 통합시키기 전에 그들에 관한 이해와 배려가 우
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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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에 대신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는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우리나라에서 살아
갈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국어인 한국어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가
르쳐야 할 것이며,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이들 부모(중 하나 이상)의 모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초기부터 이를 유지하도록 계속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인가? 아직 한국어가 불안정한 시기
에 한국어 내지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리고 이 외에도 교사의 문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제 등등 교육 전반
에 걸친 질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뿐 아니라 전반
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될 터이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복잡다단한 언어의 문제와 이를 교육에서 다루는 문제, 제도로 만
드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의 힘으로, 기
본적인 조사와 연구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고 고쳐가며
우리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서 시행하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
요하며, 시간과 비용, 정책 대상인 다문화가정 자녀 나아가 한국 사회 전
반의 비용과 희생이 과도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혈통상, 국적상 외국인이 많
은 국가와 우리보다 다문화현상이 두드러진 국가, 즉 우리보다 먼저, 그
리고 더 많이 ‘다문화화’된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교육)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고
있는 국가는 찾을 수 없었고, 이민국가의 대표격인 미국과 민족국가의 대
표격인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개념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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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언어 문제는 우리의 기대만큼 ‘정답’에 가까운 상태는 아니었다. 이
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초기에는 다소 실망스럽기도 하였으나, 두 나라의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현장에서 혹은 매우 가까이에서 조사하고 당사자
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
‘매를 먼저 맞은’ 저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따라야 할 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가면서 ‘미리 살펴 본 길’로서, 이를 우리의 다문화가
정 자녀의 언어 문제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
*

례 연구는 단순한 참고 자료 이상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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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관리 방안에 관한 국제 사례 연구
윤희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다문화 사회의 역사가 긴 국가 중에서 국가의
체제와 이민의 형태상 대표성이 있는 국가로 프랑스와 미국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국가에서, 이미 국내에 연구 성과와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다문화가정자녀의 언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다문화가정자녀들이 학교에서 언어문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재학생과 교사 및 성인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현상의 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교사
교육 및 교사자격제도를 개관하고, 각국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
로서의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조사한 자료와 기존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교육에서 다문화가
정 자녀의 언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추출하여, 우리나
라 국어(언어) 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지향을 재점검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
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국어 교육, 다문화교육, 교사 교육, 언어 교육, 다문화가정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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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Language Policy
for Multi-cultural Children
Hiwon Yoon
The present study aims to provide understandings to develop language
policies for so-called multi-cultural students by doing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with very concrete cases of USA and France. We have
chosen USA for immigrant countries and France, nation-states.
Actually, we already have enough materials and researches abou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hich made me to be curious about the “reality”: what
so-called multi-cultural students and their teachers are experiencing in the
class and on the street. Visits to schools, interviews with those who are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matter and teacher training structure of
those countries were very helpful to deepen the understanding.
To end with, we tried to show implications of those findings to and
suggestions for Korean educatio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language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