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다문화⋅탈북학생 지원체제 구축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08.2%

세부사업명
다문화정책학교 지원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4.6%

탈북학생 교육 지원 완 료 104.7%

1. 목적

  ❍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국민 통합 기반 마련

  ❍ 다문화․탈북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2. 주요내용

  ❍ 다문화교육 지원

   - 다문화감수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다문화교육 지원 기반 공고화

  ❍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최종
목표

다문화정책학교 지원 20교 20교 21교 41교 22교 63교 23교 86교

탈북학생 교육 지원 4개 4개 5개 9개 6개 15개 6개 21개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다문화정책학교 지원 지원학교 수 22교 90교 95.6%
106%

104.6%
105%

완 료

탈북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 7개 22개 116.6% 104.7%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 다문화교육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필요시 한국어학급 설치 운영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21교
(다문화유치원7, 예비학교5,
중점학교7, 연구학교2교)

23교
(유10원, 한국어학급 4교 7학급, 
초‧중등 7교, 연구학교 2교)

24교
(유11원, 한국어학급 5교 10학급, 
초‧중등 7교, 연구학교 1교)

22교
(유10원, 한국어학급 5교 10학급, 
초‧중등 7교)

정책학교 교원 
역량강화

-역량강화 워크숍: 11월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 2회(4,11월), 100명
-다문화교육 연수 30시간 이수 

(3년 주기)

-역량강화 연수
 :1회(5월),45명, 3시간
-다문화교육 연수 30시간 이수 

(3년 주기)

-역량강화 연수
 :유형별1회(3월), 56명
-워크숍: 12월, 50명  
-다문화교육 연수 30시간 이수 

(3년 주기)

정책학교 운영 
컨설팅

-그룹별 상호 컨설팅
 : 1회, 7월 

-총 72회 지원
-서면1회:4월, 계획서
-방문1회:5~6월,운영지원

-컨설팅: 총 46회
 •서면1회:4월,계획서
 •방문1회:6~11월,운영지원

-컨설팅
 •서면 1회: 3월,계획서
 •방문 1회 이상: 6~11월, 운

영지원
 •사전협의: 5회, 5~9월

   ❍ 교육공동체 다문화역량 강화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574,600 564,000 564,000 564,000 2,266,6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1,055,788 1,125,734 1,125,734 1,125,734 4,432,990
계 1,630,388 1,689,734 1,689,734 1,689,734 6,699,59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574,600 642,600 578,000 546,000 2,341,2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1,055,788 1,014,079 1,142,022 1,692,595 4,904,484
계 1,630,388 1,656,679 1,720,022 2,238,595 7,245,684

확보비율(B/A) 100% 98% 101.8% 132.5% 108.2%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572,913 637,479 566,911 541,000 2,318,303
자치단체(시,구)

자  체 1,048,632 1,001,983 1,078,365 1,667,617 4,796,597
계 1,621,545 1,639,462 1,645,276 2,208,617 7,114,900

집행비율(C/B) 99.5% 98.9% 95.7% 98.7% 98.2%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교육 실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체학교 연간 2시간 이상
연간 1시간 이상
(코로나19로 인함)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21교 23교 24교 22교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내실화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직)원 
다문화 

교육역량 
제고

연수 필수 이수 
시간

-모든 교원: 연간 2시간 이상
-담임교사: 연간 15시간
-정책학교 교원: 연간 30시간 이상
-지원단: 기본과정 30시간, 심화과정 30시간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주관부서 협조

로 연수과정에 2시간이내 편성

-모든 교직원
 : 연간 2시간 이상
-모든 교원: 3년 누적 15

시간 이상
-정책학교 교원
 : 연간 30시간 이상
-지원단: 기본, 심화 총 60

시간

-모든 교원: 3년 누적 15
시간 이상

-정책학교 교원
 : 연간 30시간 이상
-영양사,상담사,사서,유치원

방과후교육강사 등: 연간 
2시간 이상 권장

관리자 연수
(교‧원장, 교‧원감)

3회, 115명 3회, 89명 2회, 106명
교장, 15차시, 54명
교감, 15차시, 41명

교(직)원 연수
한국어(KSL)교육과정, 전
문교원양성(기본,심화), 
이해교육

-담당자 설명회
-비차별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한국어(KSL)교육과정
-전문교원 양성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교원 양성
-한국어(KSL)교육과정
-문화다양성 이해

-담당자 설명회
 (전체학교 38권역 원격)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연수: 3시간, 26명
-다문화이해교육,
 한국어교육과정의 이해, 

각 15차시, 41명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10교, 21시간 24교, 40시간 11교, 18시간

11교, 교원 277명, 학부모 
14명 

교직원 인식개선 
연수

팀장, 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등
1,200여명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
인력 2회,
277명

교직원 의무연수 원격 개설 
2시간

-시교육청 직원 연수 1시간
-직속기관 학생교육 담당자 

협의회 2회

동아리 운영 - - 정책학교 유형별(4팀) 한국어학급(1팀)

다문화교육
지원단 운영

-24명
-협의회 3회
-연수: 7시간

-29명
-협의회 4회
-연수:2회, 15시간

-32명 -협의회3회
-연수:1회, 15시간
-지원단 도움자료 개발(유

치원)

-38명
-협의회: 수시 
-연수 및 워크숍

자료 보급 -홈페이지 탑재 안내
-홈페이지 탑재 안내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Q&A 개발 보급

-홈페이지 탑재 안내
(원격수업용 다국어자막 차

시별 URL 등 63건)

-2021 다문화교육 운영 길
라잡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 

교류
4명 7명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가정 연계 
학부모 교육

-지역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연계

8회, 157명 19회, 304명 23회, 91명 25회, 196명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공교육 

진입 지원

안내자료 배포
(다문화 유관기관)

-
공교육진입 안내 리
플렛 6,000부

공교육진입 안내 리
플렛 5개 언어, 
3,500부 

공교육진입 안내 리
플렛 5개 언어, 
3,500부 

학력심의 지원 -학력심의 7건 -학력심의 7건
-학력심의 7건
-학력심의가능교 지정
(10교) 

-학력심의 5건
-학력심의가능교 지정
(1교) 

징검다리과정 운영
(입학‧편입학 예정학생)

- 2교, 27명 3교, 31명 4교, 44명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학급 운영 4교 7학급 4교 1원 10학급 4교 1원 10학급 4교 1원 10학급
학습한국어 지원 - 32교, 68명 41교, 85명 초 73명, 중 18명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42교, 128명 37교, 79명 33교, 105명 48교, 150명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컨텐츠,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 한국어강사인력풀 제공, 강사 연수



  ❍ 다문화교육 지원 기반 공고화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다문화교
육 활성화 
기반 구축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심의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운영

교육청 내부 조직에 포함 운영(직영)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활용  -공교육 진입 지원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 특화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운영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확장

교원연수 
위탁 운영

-세이브더칠드런: 비차별이해교육
-광주교대: 다문화교육이해, 한국어(KSL)교육과정의 이해(8.4.-6.)
-광주문화재단, 광주교대: 문화다양성 교재 활용 

언어 통‧번역 
서비스

12개 언어, 
255건

12개 언어, 
127건

12개 언어, 
243건

12개 언어,
323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244명 146명 178명 387명

다문화가정 지원 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학부모연수, 학생상담 등

다문화 
인식 제고 

노력
우수사례 공모전 5명 수상 5명 수상 2명 수상 1명 수상

  ❍ 탈북학생 지원 사업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진로진학 

및 

심리정서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개발 지원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교재비 지원 56교
-특별상1, 동상1

특별상1, 은상1 특별상1, 은상1 특별상1, 은상1

진로교육 지원 초‧중‧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진로탄력성) 보급

특성화고 다문화학생 
특별전형 개설 및 운영 

지원
- -

숭의과학기술고 
(드론전자과)
동일미래과학고 
(토탈미용과)

숭의과학기술고
(드론전자과)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31명)

심리‧정서 연계 지원 
다국어 버전 정서‧행동특성 검사지 및 통역 제공
지역기관 연계 전문지원 체계 구축 운영

사업내용 2020년 2021년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14교,16명
-제3국 출생 탈북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3교,3명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12교, 총16명
-제3국 출생 탈북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4교, 총4명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남북한 학생연합동아리 지원:2교,20명

탈북학생 진로·직업 캠프 -진로직업체험의 날: 2회, 44명
-진로직업 체험의 날: 대면/비대면
                     (4회, 총53명)

탈북학생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체험: 비대면(3회, 총54명)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 6회, 9명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 5회, 8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탈북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역량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온라인) 실
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 교직원 비대면
 온라인 연수(실시간/비실시간)(총62명)

탈북학부모 연수 -탈북학부모 연수: 4회, 94명 -탈북 학부모 교육: 2회, 총28명

유관기관 연계
-광주 새터민 건강복지센터와 학부모교육 추진
-광주하나센터와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광주하나센터 등과 2021년 사업 연계 방안 협의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와 학부모교육 및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광주하나센터 등과 2022년 사업 연계 방안 협의



5. 우수 사례

  ❍ 2019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 17개 지역 중 최고 기관 선정

  ❍ 특성화고 다문화학생특별전형 신설 (21학년도, 2교) : 다문화학생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진로 다양성 마련

  ❍ 한국어교육 수준별 지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기초한국어), 학습지원교사멘토링(학습한국어)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연수(3시간, 26명) 및 매뉴얼 개발: 진단 및 성취 평가지 등 17종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지원 방안 마련: 중도입국‧외국인학생 20% 이상 학교 

  ❍ 교육복지사,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인력(상담교사 및 상담사), 영양(교)사 등 다문화교육 

연수대상을 확대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인식개선 및 감수성 제고 기여

  ❍ 언어 통·번역서비스 예산 충분한 확보 및 한국어 학급간 코로나 안내 서식 공유로 적기 안내를 

통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심리상담 통역의 원활한 추진 

  ❍ 다문화 학생 맞춤형 대학생 멘토링을 온·오프라인 멘토링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사회

적응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 기초학습, 심리상담 지원

  ❍ 제11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2019.12.) (하남중앙초, 구제원)

  ❍ 제11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2020.12.) (송우초, 송명희)

  ❍ 도움자료 개발‧보급: 운영 길라잡이(21년 1종, 22년 2종), 교사를 위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다문화교육 Q&A(2019) 등

  ❍ 2021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대상‘찾아가는 다문화교육’현장맞춤형 연수 개설

  ❍ 2021년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초등부 교육부 장관상(은상) 수상(월곡초)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135 15 77 95 12

21년 12 3 6 23

<21년 참여 실적> 

  ❍ 대상별, 내용별 맞춤형 연수 운영: 대면 연수(지원단, 정책학교 담당자, 관리자/다문화

교육의 이해, KSL,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단), 온라인 연수(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 교직원), 탈북학생 학부모교육,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설명회 등 

  ❍ 유관기관 협력

    - 다문화교육 내실화를 위한 관계부서 및 직속기관 협의(2회)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지원 방안 협의: 해당학교, 초등인사팀, 학교설립팀, 서부초등(4회)

    - 학부모 연수 및 통‧번역 연계: 각 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국제교류센터 협의(2회)

    -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업무 협의회: 교육부, 광주교대, 한국장학재단(3회)

    -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7회)

    - 탈북학생 학부모교육 및 진로·직업 체험의 날 연계 운영(5회)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밀집학교 운영 어려움

     : 한국어학급 증설(18년: 4교 7학급 → 22년: 6교 11학급), 전담교원 배치, 승진가산점 부여, 

학급당 학생수 조정, 일반학급 이중언어강사 배치 등

  ❍ 코로나19 확산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어려움 해결: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

     (학생 등교시 대면수업, 미등교시 비대면 수업·수업시수 조정 등 탄력적 운영)

  ❍ 다문화교육 담당자 업무 지원:「2021 다문화교육 운영 길라잡이」등 자료 개발 및 보급, 

전체학교 설명회, 컨설팅위원 학교별 매칭  

  ❍ 의사소통이 어느정도 가능해도 학습을 위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습격차 발생 우려

    : (수준별 한국어교육 지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기초한국어) → 학습지원 교사 멘토링(학습한국어)

      담임, 업무담당, 한국어교육 강사 대상 한국어 교육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다문화학생 지원 영역이 한국어교육 및 학습 측면에 집중: 특성화고 다문화학생 특별전형 

개설을 통한 진로다양성 확보, 멘토링(교사, 대학생) 확대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

  ❍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부족: 2021년부터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로 다문화학생들의 공교육 적응 조기 지원

8.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교육공동체 다문화감수성 제고 지속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다문화교육

  ❍ 한국어교육 맞춤 지원 체계 구축

    - 한국어 능력 수준별 교육 지원 체계 매뉴얼화를 통해 학습기회 보장

      : 정확한 진단, 능력별 맞춤 지원(기초한국어→학습한국어), 교육 내용 및 강사 질 관리

  ❍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 내실화  

    - 학교와 소통 창구 마련, 일반학급 이중언어강사 지원 확대, 단계적 학습지원 지속, 멘토링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으로 다문화감수성 제고 등 

  ❍ 다문화학생 성장을 돕는 진로‧정서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멘토, 교사 멘토 등 의미있는 멘토 및 운영기관 발굴, 내밀한 영역인 심리상담을 위한 통역서비

스 체제 구축 등

  ❍ 탈북학생 교육 지원

    - 맞춤형 멘토링, 한국어교육 지원, 남·북한 상호이해교육 동아리 지원

    - 진로·직업교육 캠프, 문화예술 교육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한국어학급 대상 찾아가는 영유아 건강검진, 다문화가정 내 인식 개선 및 학부모역량 강화 등 

유관기관 협력 영역 지속 발굴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다문화학생 체계적 지원: 공교육 진입 도움부터 한국어교육 수준별 지원, 진로교육 다양화 등 

다문화학생이 갖는 어려움에 대응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여 교육기회 보장 및 격차 해소 노력

  ❍ 모든 교육공동체 다문화감수성 제고: 다문화교육 선도모델로서 정책학교 운영, 교육과정에 

다문화내용 편성‧운영,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다문화사회 대응 역량 강화

  ❍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기반 공고화

주관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담당 이정아(380-4361)
담당자 나애란(380-4362)
담당자 김인애(380-4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