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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원격수업

김연구(서울충무초등학교)

사례유형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 원적학급 지원

학교급(학년) 초등학교(1~6학년)

주요대상 다문화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전체 학생(19명)

운 영 내 용

◆ 가정 내 학습 환경(학용품 등) 구축을 위한 지원

<가정 내 원격학습 지원을 위한 학용품 꾸러미 세트>

<코로나19 대응 방역을 위한 학용품 세트 개별 전달>

◆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준별 분반(KSL) 및 운영방법 다양화

  ￭ 1~2학년 한국어 학급 학생(10명)

     ※ 원적학급 운영 방향 : EBS 교육방송 활용 및 학습꾸러미 가정 배부

     ※ 한국어 학급 지원 내용(다문화언어강사 협조)

     ․ 원격수업 학년별, 학급별 안내자료 번역 및 배부

     ․ 학습꾸러미 자료 번역 및 배부

     ․ 온라인 학부모 상담 통역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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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학년 한국어 학급 학생(9명)

     ※ 한국어 수준별 학생 분반 및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운영

교강사 김OO / 중 그룹 이OO / 하 그룹 장O / 긴급돌봄 그룹

학  생 최OO, 율OO 나O, 알OO, 아O, 김OO 딜OO, 아OOO, 폴OO

장  소 키움반(온라인) KSL교실(온라인) 스마트교실(오프라인)

     ․ 중 그룹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운영(구글문서도구 등 에듀테크 활용)

     ․ 하 그룹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운영(다문화언어강사 러시아어 병행)

     ․ 긴급돌봄 그룹 : 가정 내 보육 및 지원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 대상 오프라인 운영

(한국어 및 원적학급 원격수업 참여 지원)

     ※ 한국어 학급 전체 학생 대상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 태블릿PC, 이어폰(마이크 기능 포함), 와이파이 에그 등 세트화

     ※ 매일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준별) 원격수업 운영 : 구글 Meet & 클래스룸

<구글 Meet과 클래스룸을 활용한 원격수업 지원>

  ￭ 한국어 학급 원격수업 운영사례 공유 및 일반화

<일반학교 대상 원격수업 사례 공유 / 실시간 공개수업 & 유튜브 등>

운 영 결 과

  ￭ 다문화언어강사의 통·번역을 통한 신입생들의 조기적응 지원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통한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결손 최소화

  ￭ 한국어 학급 원격수업 사례 공유(일반 학교 & 학급)를 통한 다문화 특별학급의 교육적 가치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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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초등학교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지원 사례

김응서(시화초등학교)

사례유형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학교급(학년) 초등학교(1~6학년)

주요대상 시화초등학교 재학 다문화학생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지원 내용

◆ 본교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

수준 교육 내용
교육 
시간

(주당)

교육 
기간

(개월)

수업 프로그램

특별
학급

예비
학교

디딤
돌

한글
놀이

방과후
한국어

방학 
캠프

텃밭
활동

징검
다리

국악
수업

0수준
1수준

기초 어휘로 이루어진 구, 절, 
짧은 문장 단위의 일상적 표현

23시간 3 ○ ○ ○ ○ ○ ○ ○

2수준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기초적인 단어와 관습화된 
어구로 이루어진 간단한 대화

21시간 3 ○ ○ ○ ○ ○ ○ ○

3수준
학업에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사고 도구 어휘
17시간 6 ○ ○ ○ ○ ○ ○

4수준
여러 교과에서 기초 지식 어휘로 

사용하는 범용 지식 어휘
10시간 6 ○ ○ ○ ○

5수준 교과별 핵심 주제와 내용 이해하기 8시간 3 ○ ○ ○

6수준 교과별 핵심 주제와 내용 쓰기 2시간 3 ○ ○

코로나로 인한 수업 계획 변경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축소 변형 폐지

  ￭ 본교는 학년별로 주 1회 등교를 실시하며, 모든 다문화 학생들을 1:1 수업을 원칙으로 

개별화 교육과정을 실천한다. 개별 학생에 대한 한국어 수준,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 유무 

및 조력자, 한국 생활 기간, 학령 및 학습 능력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수업 내용을

구성한 후 다양한 강사님의 지도에도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 온라인 개학 전 과제(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제시형 수업

날짜 시간 장소 수령자

매주 화요일 15:00~15:30
중앙 현관
(건물 밖)

학부모 또는 학생

교사가 배부할 자료 학생이 제출할 자료

- 코로나 관련 안전 생활 자료
- 원격수업 관련 안내 자료
* 언어권별 번역된 자료 제공

- 이번 주 학습 자
- 2주 전 학습 자료(피드백을 한 자료)
* 맞춤형 수준별 자료 제공

- 지난 주 학습 자료
(피드백을 해야 할 자료)

  ￭ 온라인 개학 전에 다양한 수준의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 능력에 

따라 맞춤형 학습지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3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

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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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수업

주요 활동 학생 건강 지도 / 한국어 지도 및 과제 제시와 피드백

  ￭ 먼저, 출석 수업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생활 지도 및 건강 상태 확인을 한다. 

주 1회 수업으로 인하여 소속 학급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학급의 수업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적절한 시간에 한국어학급에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이를 위하여 개별화된 학습 설계를 바탕으로 한국어강사와 충분한 사전 수업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학생의 한국어 수업에 앞서 지난주 과제를 미리 점검하고 피드백 하여 준비한다. 

학생이 한국어 교실에 오면 한국어 수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피드백 된 지난 주 과제와 함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학생이 오지 않는 수업 시간에는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쌍

방향 수업을 진행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김00 조00 오00 조00 김00 조00 오00 박00 김00 오00 박00

1교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과제 5 1 이00 텃밭 5 1 이00 6 1 고00 6 1 지00 6 3 김00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5 2 신00 5 1 손00 6 1 김00 6 3 김00 6 3남궁00

쌍방향 쌍방향 쌍방향 쌍방향 쌍방향 5 2 조00 6 3 조00 6 3 정00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6 3 류00

2교시

쌍방향 2 1 이00 2 2 김00 3 1 김00 3 1 김00 5 1 이0 텃밭 6 1 고00 6 1 지00

수업 2 2 김00 2 2 김00 3 1 티00 3 1 박00 5 3 김00 6 1 김00 6 3 김00

2 2 마00 6 3 조00

2 3 정00 6 3 류00

2 3 화00

3교시

1 1 류00 2 2 김00 2 3 화00 3 1 김00 3 1 김00 5 2 정00

1 1 최00 2 2 김00 3 1 티00 3 1 박00 과제 과제 과제 과제

1 1 아00 2 2 김00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쌍방향 쌍방향 쌍방향 쌍방향

수업 수업 수업 수업

4교시

쌍방향 쌍방향 쌍방향 오전 쌍방향 쌍방향 오전 쌍방향 쌍방향

수업 수업 수업 4 1 신00 수업 수업 5 1 후00 수업 수업

쌍방향 5 2 박00

수업 5 2 이00

◆ 쌍방향 수업

주요 활동 출석 수업 시 제시한 과제 해결 도움

  ￭ 주 1회 등교 수업으로 인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기회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을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고, 가정에서 학생의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출석 수업 시에 제시한 과제 해결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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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준 활용 자료 학습 내용 자료 가공 활용 매체 인원

0수준
표준 한국어 

/ 익힘책
자주 사용하는 문형 대화 연습

/ 문법 / 쓰기
기존 자료 및

제작 자료(보충 자료)
줌(ZOOM) 그룹(4명)

0수준 도서
일상 생활 대화 연습 / 듣기 

/ 말하기
기존 자료 줌(ZOOM) 그룹(4명)

0수준 유튜브
안전교육 /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화 연습
기존 자료 줌(ZOOM) 그룹(4명)

1수준
재구성된 
도서(ppt)

독해 / 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

제작 자료 줌(ZOOM) 그룹(3명)

1,2수준 보충 학습지 어휘 / 맞춤법 / 문장 구조 등
기존 자료 및 제작 

자료
줌(ZOOM) / 
전화(영상통화)

그룹(3명) / 
개별

2,3수준 교과서 교과 보충 기존 자료
줌(ZOOM) / 
전화(영상통화)

그룹(3명) / 
개별

  ￭ 위의 수업이 실제 실행되는 모습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0수준의 학생들은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어휘를 익히는 단계로 이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서 활용하는 대화를 많이 듣고

말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교재를 선정하여 책을 읽어주면서 내용을 설명해

준다. 교사의 말을 듣고 정확한 한국어 발음과 억양, 어휘, 문장 구조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

할 것이다. 이어서 교사의 말을 따라서 말하기, 간단한 교사의 질문에 답하기 등의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의 마무리의 단계로 책의 주요 문장을 몇 개 추출하여 학생들이 쓰고 외울 수 

있도록 한다.

◆ 텃밭 수업

주요 활동 일상 생활 대화 연습 /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텃밭 수업을 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어 사용 기회 

제공, 친밀한 교우 관계 형성을 통한 심신의 안정, 건전한 취미 생활 계발 등에 있다. 

  ￭ 총 13차시로 진행되며, 텃밭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장면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여 수업이 끝난 후 텔레비전으로 활동 장면을 제시한다. 이러한 장면을 복습하고 자신이 한

활동을 보며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마무리 활동으로 학생들은 텃밭 일기를

작성하고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회차 시기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준비물

1 4/ 4 도시텃밭 가드너
작물별 위치 정하기
농기구 사용법 알기

씨감자, 재, 퇴비, 칼, 
농기구

2 4/25 잎채소와 만나는 날
잎채소이름 알아보기

상추류 모종심기
씨앗, 상추류 모종 등 

3 5/ 9 주렁주렁 열매채소
열매채소 알아보기

과채류심기
토마토, 고추, 가지 

모종 등

4 5/30 향기로운 허브이야기 삽목 이론, 허브 삽목하기 허브, 상토, 화분 등

5 6/13
환경지킴이 지렁이와 텃밭 

작물 관리하기
지렁이 관찰 및 지렁이의 역할, 

지지대 설치
신문지, 지렁이, 상토, 

지지대, 끈,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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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결 과

  ￭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다문화 학생들의 개인 건강관리

  ￭ 협력학급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 효과적인 한국어 강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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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급 원격 수업의 실제

송승화(신창초등학교)

사례유형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다문화교육(공통)] 교과연계

학교급(학년) 초등학교(1~6학년)

주요대상

한국어학급 5개 학급(7개국 79명)

한국어학급에서 환급한 학생(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7개국 27명)
※ 본교에 있는 다문화위탁형대안학교 학생 20명은 대안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운 영 내 용

◆ 콘텐츠 제작

  ￭ (원격 수업 안내 동영상) 원격 수업 계획에 따라 매일 해당 차시 수업 안내 동영상(5~7분)을 

제작하여 e학습터에 탑재

  ￭ (『처음 한글』앱 제작)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하여 배포

  ￭ (한국어 교재 체크리스트)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단원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 파악

◆ 원격 수업 지원

  ￭ (원격 수업 준비)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의사소통 교재 및 익힘책 외 『온라인 학습 꾸러미』

자료(활동지 형식)를 개발하여 가정으로 방문 배포

한국어학급 온라인 학습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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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 수업 사전 교육) e학습터 가입 후 접속 방법 안내,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법 안내(5월말)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독려

  ￭ (원격 수업 지원)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스마트기기 대여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가정 방문 학습 지원

  ￭ (학부모와의 소통) 밴드를 활용한 공지사항 등록, 방역 수칙 안내 등 학부모 상담 및 소통

  ￭ (원격 수업 출석) 매일 e학습터 출결 및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확인 후 유선 연락

학생(학부모)과의 소통 온라인 수업 학생 출결

◆ 학생 생활 지도

  ￭ (상담 활동) 가정에서 혼자 있는 학생이 다수 존재하므로 다문화언어강사를 통한 주 1회 이상 

전화 상담 및 원격 수업의 어려움 해소, 위험군 학생을 위한 가정 방문 실시  

  ￭ (돌봄 지원) 격주 등교로 인해 가정에서 혼자 지내는 다문화 가정 학생(30명)을 위한 돌봄 

서비스 실시, 한국어 학습 피드백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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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결 과

◆ 주요 성과

  ￭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한국어 교육과정의 연속성 유지, 콘텐츠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 (교사)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및 다양한 지식, 경험을 융합한 창의적 사고 함양

  ￭ (학부모) 가정에서의 기본위생습관 형성

◆ 개선 사항

  ￭ (콘텐츠) 한국어 교육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

  ￭ (교육 여건 개선) 쌍방향 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확보 및 원격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교육 자료 접근) 초등학생들이 한국어 교육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쉽게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회원가입 및 로그인)

제  언

◆ 한국어 교육

  ￭ 언어교육은 Teaching 과 Learning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원격

수업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원격 상담 활동

  ￭ 한국 사회의 적응 위한 대면 상담 외에 원격 상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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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 기반을 통한 

‘다. 더. 나눔’ 한국어학급 원격수업 지원

심재영(흥무초등학교)

사례유형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학교급(학년) 초등학교(1~6학년)

주요대상 다문화학생(외국인가정 자녀 - 러시아어계)

운 영 내 용

◆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교육 지원

  본교에는 러시아계 외국인이 160여명이 있어 외국인 자료를 위한 한국어 학급을 10학급 운영

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수업으로 전환 되면서 개학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교재와 익힘책을 활용하여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교육에

몰입하도록 하였다. 콘텐츠를 제작하여 진행하면 다문화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반복해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 사용 플랫폼 : 네이버 밴드 를 기반으로 운영

나. 수준별 원격수업 학급구성 :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3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초급

129명, 중급76명, 고급75명), 학생의 수준별로 교차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나눠주면서 같이 배부하였다.

다. 회원가입 : 처음 외국학생들에게는 ‘네이버 밴드’ 어플이 생소하게 받아 들여 졌으며, 네이버 

아이디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인학부모에게 러시아 번역문을 안내하고 

1:1로 학교에 불러 가입을 유도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급 경로를

학교홈페이지 및 학부모 SNS에 공유하였다.

수준별 반편성(온라인 3개 학급) QR초대장 주소 공유

'흥무초 한국어 1(초급)'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d

a23em1x9j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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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 운영 방식

1교시(09:00~09:40)
2교시(09:50~10:30) 3교시(10:40~11:20) 4교시(11:30~12:10)

쌍방향 수업 과제제시 콘텐츠제공

/

출석체크

/ 라이브방송

익힘책 과제제출/댓글
일반수업 지원(번역)

예) <영어>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 1교시는 온라인으로 출석체크를 한다. 학생들이 원적학급 수업에 먼저 출석체크를 하여야

하기에 시간적으로 넉넉히 배정하여 원격수업에 출석체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교시는 한국어 수업은 ‘라이브방송’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작과 동시에 실시한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이다. 글쓰기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 수업을 진행한다. 라이브

방송은 리더와 공동리더만 가능하며, 리더가 권한(공동

리더)을 부여하면 가능하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콘텐츠를 미리 제작하는 것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당일 시간이 안 될 때에는 미리 수업자료를 제작해 놓은

뒤 당일 시간에 맞추어 올리기도 한다. 학생들이 실시간

으로 인사를 하고, 질문도 할 수 있다.

￭ 3교시는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은 과제를 제출

하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댓글을 통해 과제를 제출한다.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리기 가능하다. 동영상으로 올린 학생이

있어 다음 수업을 진행하면서 칭찬하고, 과제를 올릴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였다.

￭ 4교시는 교과수업을 안내하였다. 하루에 한 가지씩 교과 중에서 소일거리를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 학생이 많아 번역도 같이 올려 이해를 도왔다. 공유사이트가 많아 주소를 링크하면 

자료는 무궁무진하다. 러시아어계 아이들은 특히 영어와 미술을 좋아하며 대체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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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방(카톡)

※ 밴드에서 중요기능 중 하나가 번역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글 하단에 보면 ‘번역

보기’를 클릭하여 설정한 언어로 번역

해준다. 학생들에게 번역을 해서 올려도

되지만, 여의치가 않다면 기능만 잘 이

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마. 한글 콘텐츠 제공

  ￭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유튜브 연계 한글 콘텐츠를 공유하였다.

한글자음노래 찬찬한글 유아 한글동요 유아 한글공부 바른한국어 한글이 야호

https://youtu.be/YT

_WS4MK8io

https://youtu.be

/lNpModOM_iE
https://youtu.be

/sI8bk7vqys0

https://youtu.be

/K8wkMDuPRY4
https://youtu.be

/zQE1OU0oVeo

https://youtu.be

/PBWJv0AcobQ

◆ 더.불어 함께하는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통신문 번역 

및 안내를 하였으며, 실시간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외국인 학부모 SNS방(카카오톡) 운영,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을 연결하기위하여 1:1 알림장 번역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 가정통신문 번역

  학교에서 나가는 모든 가정통신문은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으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

하여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 e-학습터 안내, 자가진단서비스안내, 등교수업 안내 등 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나. 학부모 SNS방 운영(카카오톡 연계)

  학부모와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위하여 

‘카톡’방을 운영하였다. 현재 200명이 넘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가입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전달해야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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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알림장 번역서비스 제공

  학급에서 매일 매일 알려주는 알림장을 학부모의 모국어 유형에 따라 번역서비스를 개별로 

제공하며, 실시간 상담을 실시하였다. 현재 4개 언어(러시아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를

제공하며, 교육문화콘텐츠사회적기업 ㈜ODS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 나눔.활동을 통한 한국문화 체험 지원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적응을 돕기 위하여 계기교육, 전통시장 체험,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였다.

가. 계기교육

  어린이날, 스승의 날, 명절 등 계기교육을 통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하였다.

나. 전통시장 체험교육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다보니 단체로 하는 체험이 어려워 활동을 안내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도록

하였다.

다. 농산물 꾸러미 제공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였다.

<전통시장 체험>

  

<농산물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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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결 과

◆ 홍보 및 언론보도

가. 보도자료 제작 및 배부

  흥무초등학교(교장 엄명자)가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제공

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흥무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476명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183명(38.45%), 그 중 우즈

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각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160명(33.61%)으로 매우 높아 외국인 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학급은 한국어 전담 교사, 이중언어(러시아어) 강사, 한

국어 교육 강사로 구성되어있다.

  흥무초등학교 한국어 학급에서는 온라인 개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원적 학급에서 운영하는 경북 e학습터 학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중점으로 하는 온라인 학급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의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밴드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초·중·고급 3개의 온라인 학급을 개설하였다.

  한국어 학급에서는 온라인 학급을 통해 학생들의 출석 체크, 한국어 교육 강사의 설명과 이중언어 강사의 통역

으로 제작되는 강의 영상, 과제 제시와 확인, 영어·수학·미술 등 교과의 정리 내용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학급 운영 계획과 수업 방법을 지난 4월 9일(수) 네이버 밴드의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

여 외국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하였다. 한국어 학급에서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예절에 대한 교육과 질병 예

방 교육도 잊지 않았고, 학생들도 러시아어로 실시간 방송에 대한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4월 10일(금) 첫 번째 강의 영상을 촬영한 한국어 교육 강사 이○○는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

라 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끝에 책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제작해서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해

하기 위해 쉬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실에서 혼자 한국어로 수업할 때는 제가 러

시아어로 학생과 소통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통역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합니다.”라며 덧붙였다.

나. 언론보도(신문) 

<환경일보 보도>

   

<국제뉴스 보도>

   

<경주신문 보도>

․ 환경일보, 2020.4.13. 흥무초,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개학 준비

(http://m.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166)

․ 국제뉴스, 2020.4.13. 다문화학생 최다 경주 흥무초, ‘한국어 수업’ 온라인으로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2996)

․ 경주신문, 2020.4.17. 외국인 아이들도 온라인 개학 문제 없어요.

(http://m.gjnews.com/view.php?idx=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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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 뉴스자료 캡쳐화면>

다. 언론보도(뉴스) 

포항MBC, 2020.4.16. 다문화가정 38%, 흥무초도 온라인 개학

포항MBC 뉴스 자료(https://youtu.be/Fz_bl7DghBc)

“도내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가장 많은 경주 흥무초등학교도 

오늘 4-6학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흥무초등학교는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교사와

이중 언어 강사, 촬영자 등 3명을 한 조로, 모두 3개 조를 구성해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했고, 수학과 미술 등 교과 수업 내용은

러시아어로 번역해 제공했습니다. 경주 흥무초등학교는 전교생 

476명 가운데 러시아계 고려인 3-4세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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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배움을 지원하는 흥룡 다문화교육

이미진(대전흥룡초등학교)

사례유형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 원격수업 지원

[다문화교육(공통)] 교과연계

학교급(학년) 초등학교(1~6학년)

주요대상 한국어학급 및 원적학급 다문화학생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지원 내용

◆ 다문화학생 원격교육 지원

� 교내 다문화학생 원격수업을 위한 한국어학급 학습지원계획 수립

  ￭ 원격수업기간 활용 가능한 온라인 한국어학습 사이트 안내

  ￭ 원격수업 관련 안내문 4개 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원격수업 운영 관련 1:1 관리 및 수시 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e메일, 대면상담, 메신저 활용 상담, 전화상담 등 다방면 채널 활용)

� ‘스스로 이(이끔)해(해냄)하는 꿈나무’ 개발·제공

1) 대전광역시 동부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클러스터(대전흥룡초, 산내초, 대전대화초) 연합 

‘다문화학생 사전학습자료’개발 및 활용

2) 자료의 특징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년별 2개 교과 전 차시에 걸쳐 핵심 학습어휘

및 핵심개념을 추출하고 진도계획에 따라 개발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모국어와 한국어를 병기하여 제시

3) 자료 개발 현황(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총 4개 국어)

  ￭ 1~2학년 : 국어, 통합 1, 2학기

  ￭ 3~6학년 : 사회, 과학 1, 2학기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통합 78 68 · · · ·

국어 99 120 · · · ·

사회 · · 65 42 136 41

과학 · · 86 94 70 73

<교과학습자료 개발량(영어 번역본 기준 쪽수)>

  ￭ 1~2학년 수학, 3~6학년 국어, 수학은 2020학년도 2학기 개발하여 2021학년도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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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구성

  ￭ 목차 : 대단원과 소단원을 구분하여 학습주제별로 학습낱말 및 핵심개념을 추출하여 학습장 

쪽수와 교과서 쪽수를 표시

  ￭ 학습 어휘 익히기 : 단위 차시 학습에 필수적인 어휘 및 개념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모국어를 병기하여 그림과 함께 제시

  ￭ 확인문제 해결하기 : 학습어휘 및 핵심개념을 학습한 후 다양한 유형으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제시

<교과학습자료 구성>

◆ 다문화학생 한국어학습 지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제공 표준한국어 콘텐츠 목록 제공

  ￭ 원격 및 대면 수업 진도와 연계한 예·복습 운영

� 수준별 가정학습용 한국어자료 제공

  ￭ 입문기 학생: 기초 한글교육자료 제공

  ￭ 초급 및 중급: 읽기·쓰기 교육자료 제공

  ￭ EBS두리안 등 기타 참고사이트 안내 및 활용 독려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례

� 다(多)사랑 학습보조요원을 활용한 다문화학생 교과학습 지원

  ￭ 언어별 통역 보조요원이 원적학급 교과수업 참여 지원

  ￭ 방과 후 보충 지도를 통한 학습력 신장 및 학습결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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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초기 적응과정(징검다리 과정) 운영

  ￭ 다문화 신입생 및 입학 초기 저학년 외국인학생 대상 징검다리과정 운영

  ￭ 학교생활 안내 및 기초 한글지도 실시

  ￭ 원적학급 적응을 위한 학급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운 영 결 과

한국어 원격수업콘텐츠 안내문 온라인 학급(아이엠스쿨) 활용 안내문

<다문화가정을 위한 안내문 번역 제공>

1:1 학부모 상담(e메일, 메신저) 학습지원 시스템 안내 영문 제공

<원격학습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안내>

다(多)사랑 학습보조요원 운영 모습 징검다리과정 운영 모습

<학습지원 및 입학 초기 적응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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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tact(혼합-접촉) 환경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

이태윤(대구북동초등학교)

사례유형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 기초학습 지원

학교급(학년) 초등학교(1~6학년)

주 요 대 상

◆ 외국인 학생

  ￭ 한국에 처음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외국인 학생

  ￭ 한국어학급에서 학습 중인 외국인 학생

  ￭ 한국사회 및 학교에 이미 적응을 마쳤으나 온라인 교육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

     ※ 본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중 50% 이상(64명)이 외국인 학생이며, Covid-19 유행

전 까지 온라인 학습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음.

◆ (국내출생)다문화가정 학생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학생

  ￭ 학습부진이 심각한 학생 혹은 온라인 교육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

     ※ 본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중 약 45%(56명)가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이었으며,

Covid-19 유행 전 까지 온라인 학습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음.

운 영 내 용

◆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 Un-tact(비접촉)이 원칙이었으나 학생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접촉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비접촉으로 지원하고 반드시 접촉 상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방역에 만전을 기한 상황에서 

Contact(접촉) 지원을 실시함

  ￭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 대상으로 태블릿 PC 보급(Un-tact)

  ￭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관련 기술지원(Un-tact)

  ￭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수업을 위한 통합 플랫폼 배급(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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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단계별 학습 콘텐츠 운영

  ￭ 학생 한국어 수준을 5단계로 나누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

  1) 한국어 학급 학생 수준별 분류(44명의 학생 5그룹으로 편성)

  2) 수준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교재 및 학습자료 선정

     ※ 한국어 영역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및 본교 자체제작 자료를 온라인 수업기간

중 표준교재로 선정하였고 교과지원 영역에서 수학 기초연산 학습 자료를 선정

  3) 교재 제작 및 보급

     ※ 선정된 교재를 재구성하여 수준별 학습 분량을 책 한권으로 제시, 각 교재는 2주 분량의 

학습 내용을 포함하여 출간되었음.

  4) 일일 학습 분량에 맞춘 일별 동영상강의 제작

  5) 매일 지정된 플랫폼(카카오톡)에 탑재

◆ Hybrid형 온라인 수업 실행

  ￭ 온라인 기반 수업(3학년 이상, 한국어 수준 중급 이상)

     ※ 학습의 전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는 1:1로 소통함(카카오톡 영상통화, 전화, 메시지 등)

  ￭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1∼2학년, 한국어 수준 초급)

  1) 저학년 학생 및 한국어 활용능력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피드백 제공

  2) 주 1회 학생 집 앞으로 찾아가 학습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학습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학생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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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결 과

◆ 운영의 성과

  ￭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급 및 한국어학급에서 온라인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음

  ￭ 1:1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학습을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었음

  ￭ 접촉-비접촉식 학습지원을 병행하여 학습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음

◆ 운영 결과물

수준별 학습자료 제작 영상자료 제작

학습 현황 및 피드백

◆ 보완사항 및 제언

  ￭ 교사들이 학생의 수준에 맞춘 학습 자료를 제작·보급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자료

모음을 제시해 주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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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을 위한 온라인 수업플랫폼(초롱이)구축

주성래(인천함박초등학교)

사례유형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다문화교육(공통)] 교과연계

학교급(학년) 초등학교(1~6학년)

주요대상 한국어학급 학생을 포함한 다문화학생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지원 내용

◆ 온라인 수업 운영에 따른 다문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가정통신문 및 온라인 수업을 

위한 번역 지원체계 구축

  ￭ 가정통신문 및 알림장에 대한 자동번역뿐만 아니라 자체번역 및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모바일

웹 플랫폼 구축(구글 번역 시스템 기반 100여개 이상 언어 번역 가능)

  ￭ 학생들의 댓글 및 교사의 feedback 실시간 번역

  ￭ 온라인 학습방 자동출석관리 가능

초롱이 알림이 대화방 기능을 활용한 안내 활동 학습 콘텐츠 개별 안내 학부모 개별 상담 및 교육 활동 안내

수업활동 후 알게 된 점 댓글 나누기(러시아어) 수업활동 후 알게 된 점 댓글 나누기(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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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학급 온라인 수업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활용

  ￭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영어교과서(3~4학년) 동영상 클립자료를 활용하여, 3개 국어

(러시아어/영어/한국어)로 동영상 더빙 및 자막포함 콘텐츠 제작

  ￭ EBS 두리안/찬찬한글(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다문화교육센터 콘텐츠 활용

  ￭ 추후 전교생과 함께 아침활동 자료로 활용 예정

다문화학생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3개 국어(러시아어/영어/한국어) 더빙 및 자막 제공)

◆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협력을 통한 다문화학생의 학습권 보장 노력

  ￭ 정보화기기 미보유학생에 대한 정보화기기 지원

  ￭ 한국어학급 대상자에 대한 수준별/단계별 맞춤 지도

  ￭ 가정에서 활용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개인별 대면 안내(컴퓨터실 활용)

  ￭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수준별 학습 꾸러미 제작

초롱이 App 가입 및 활용 안내장(번역) 원격수업 활용 학습용 꾸러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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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 및 제언

◆ 한국어 학급 온라인 수업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필요

  ￭ 수준별 한국어 어휘 학습 및 의사소통을 위한 다국어 기반 수업 콘텐츠

  ￭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자막서비스 및 음성번역서비스 제공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다문화 학생과의 분리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통합교육체계 마련)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 밀집지역에 대한 마을 공동체간 지원체계 마련

  ￭ 다문화가정 및 학생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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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등교 수업 병행으로 한국어 학습 공백 최소화

공희경(선일중학교)

사례유형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학교급(학년) 중학교(1~3학년)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학생 중 44.9%가 다문화가정 자녀로 대부분이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 중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40여 명 학생은 낮은 의사소통 수준으로 교과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함

  ￭ 신학기 휴업 및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한국어 학습 공백으로 한국어 소통 능력이 하락하면서

원격수업 준비를 위한 사이트 회원 가입, 자가진단, 출석 체크 등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담임

교사와의 소통 문제 발생. 학생의 공백 없는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됨

주 요 대 상

◆ 다문화가정자녀 특별학급 및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학교 안) 학생 34명

  ￭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 32명, 국제결혼가정자녀(중도입국) 2명

◆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학교 밖) 학령기 청소년 9명

  ￭ 외국인근로자가정자녀 7명, 국제결혼가정자녀(중도입국) 1명,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1명

운 영 목 적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신학기 휴업 기간 및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한국어학급(다문화

가정자녀 특별학급,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포함) 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습권 보장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교사

-학생 간 관리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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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내 용

◆ 원격 한국어 학습 운영을 위한 주요 내용

월별 주요 내용

2~3월

- 강사 계약 및 운영계획 수립

- 학생 건강 상태 파악

-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위원회 구성

4~5월

- 원격수업 운영계획 수립

- 오프라인 일대일 멘토링 학습 운영

- 한국어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기초자료 입력

- 원격수업에 따른 학교 적응 모니터링 전화상담

-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한국어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으로 학생의 한국어 학습 능력

진단평가 

-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정보화기기 확보

6~8월

- 강사별 원격수업 전면 실시를 위한 플랫폼 선정, 학생과 강사 대상 플랫폼 활용 연수

- 한국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과제수행형 원격수업 운영

- 교과학습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일대일 원격 집중 멘토링 학습 운영

  ￭ 원적학급 담임교사 및 원어민 보조교사와 협조를 통해 한국어 학급 학생의 스마트기기, 와이

파이 보유 여부 등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확인 및 지원을 위한 노력함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학생의 스마트기기 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네이버 밴드를 플랫폼으로

선정 한국어 학급 개설 원격수업 안정화를 위한 학생-한국어 강사-담당 교사 간 체계 구축함

  ￭ 한국어 강사의 교수학습계획 수립 시 새로운 콘텐츠 개발보다는 기존 콘텐츠의 000활용을 

전제로 학습 효과를 향상 목적의 원격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조성에 노력함.

  ￭ (과제수행중심 수업) 표준한국어 교재와 학습활동지 제시로 읽기, 듣기, 쓰기 영역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위하여 주1회 등교

수업으로 주간 평가를 실시하고, 차주에 대한 과제물 제시함

  ￭ (콘텐츠활용중심 수업) 온라인으로 개설된 한국어학급에 기존의 한국어 학습 관련 콘텐츠인 

EBS 두리안의 ‘중학 한국어’를 링크로 활용하여 문법, 어휘, 듣기, 말하기 영역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강사별로 안내문을 만들어 담당 학생에게 전달 매일 학습하게 한 후 전화

통화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수행 확인 및 독려와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함

운 영 결 과

  ￭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물리적 기반 조성 노력으로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학습 가능.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한국어학급 학생을 위한 학습 공백을 줄인 한국어 학습권 보장 및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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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두리안 한국어 학습 콘텐츠 활용으로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영역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됨

  ￭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한 한국어 학습 후 학력심의를 통해 학적을 취득한 학생 4명, 일반학급

으로 완전 환급한 학생 4명이며,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급으로 환급을 위한 성취도 

평가 실시 예정

  ￭ 상반기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

     ․ 한국어 교육과정 만족도에 참여한 학생 100%가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적응에 도

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 참여를 희망함

     ․ 원격수업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의 환경이나 한국어로 제시되는 프로그램 

사용 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나타냄

  ￭ (보완 필요사항)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외국인 학생과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학생과 강사 연수 프로그램 발굴, 학생의 원격학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부모-학생-교

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환경 조성, 적극적인 학생 참여와 주도적인 학습 능력 향

상을 도와줄 콘텐츠 발굴 및 개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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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성환 다ON CLASS

곽미진(성환중학교)

사례유형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다문화교육(공통)]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학교급(학년) 중학교(1~3학년)

주 요 대 상

◆ 글로벗배움터(한국어학급) 1:1 원격수업

  ￭ 글로벗배움터 학생 현황

학생
중도입국 외국인 국내출생 기타* 계

7 명 7 명

출신국 현황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
중국(1), 몽골(1), 러시아(1), 우즈베키스탄(1), 타지키스탄(1), 카자흐스탄(2)

강사활용
전담교사유무 한국어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있음 2명 1명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다문화 교육

가. 다문화 교육 주간 운영

  ￭ 전교생 대상, EBS 온라인클래스 활용 

나. 다문화 동아리(누리다솜) 운영

  ￭ 다문화 동아리(누리다솜)원 12명

  ￭ EBS 온라인클래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수업 연계 활용

운 영 내 용

◆ 글로벗배움터(한국어학급) 1:1 쌍방향 원격수업

가. 원격수업 유형

원격수업 유형 - 실시간 1:1 쌍방향 수업 

플랫폼 - 카카오 페이스톡, EBS 온라인클래스

수업방식 - 카카오 페이스톡을 통한 실시간 1:1 쌍방향 수업 운영

선정이유

- 한국어 교육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식 

- 온라인 강의, 콘텐츠 활용 수업의 어려움 해소

- 1:1 쌍방향 수업을 통해 학습 이해도 확인과 피드백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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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 준비 및 진행 과정

  ￭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수립

  ￭ 한국어교육 대상자 선정(구두 면접 및 학부모 상담)

  ￭ 전년도 교육 자료 및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한국어 능력 진단

  ￭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한국어강사 협의회 등을 통한 수업 기반 조성

  ￭ 1:1 쌍방향 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제작, 한국어･다문화언어 강사를 활용한 학생 사전 교육

다. 원격 수업 운영의 실제

원격수업기반조성

⇒

원격 수업을 위한 

강사･학생 연수

⇒

실시간 1:1 쌍방향 

학습&평가

⇒

학습&평가 결과 환류

◾원격수업을 위한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의 수립

◾학습자료 제작 및 

원격수업 개인별 

시간표 작성

◾효율적인 수업을 위한 

한국어 강사 협의회 

실시

◾카카오 페이스톡 활용 

실시간 수업을 위한 

학생 사전 연수 실시

◾학생 개인별 시간표에 

따른 1:1 페이스톡 

수업

◾표준한국어교재, 

학습자료를 활용한 

집중 교육, 평가  

◾한국어강사 학생 

학습&평가에 대해 

카톡/문자/전화를 

통한 환류

◾담당교사 출결, 학습등 

원격수업 전반 학생 

맞춤형 상담 진행

  ￭ (시간표 작성) 원적학급 온라인 시간표와 학생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별 시간표 작성

  ￭ (수업 진행) 교실 수업과 동일하게 출석 및 건강 상태 확인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라 1:1 실시간 수업 운영(카카오 페이스톡 활용)

  ￭ (학습자료 제공)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학습자료 전송

  ￭ (수업피드백) 학생의 실시간 수업 중 활동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한국어 강사에게 전송, 강사 

확인 후 피드백 제공

  ￭ (과제제시) 카카오톡을 통해 제시한 과제를 노트에 수행 후 사진으로 찍어 전송, 강사 확인 

후 피드백 자료 제공. 다음 차시 수업에 전시 학습 과제 재점검

  ￭ (평가) 학생 개인별 한국어 수준에 맞는 받아쓰기, 문법 활용 쓰기, 대화문을 활용한 말하기 

평가 등 실시간 수업 과정에서의 짧은 평가를 통해 학습 성취도 확인

  ￭ (출결)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 교육 대상자에게 원적학급 온라인 클래스 수업, 한국어 쌍방향

수업 안내(개인별 카톡/문자/페이스톡 등). 출결 사항 원적 학급 담임 교사와 공유

  ￭ (학생 상담 등) 다문화언어 강사, 한국어 강사를 활용하여 학교 공통 전달사항, 온라인 수업 

독려, 학생 건강관리 등 1일 1회 실시(문자/페이스톡/zoom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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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체험 연계 다문화 교육

가. 다문화 교육 주간 운영

  ￭ (수업 유형) EBS온라인 클래스를 통한 콘텐츠 제공 및 네이버 폼 활용 수업

  ￭ (수업 준비) 다누리 배움터, 중앙다문화교육포털 등 다문화 인식개선 콘텐츠 수집.  네이버 폼

등을 활용한 학습 활동지 제작 

  ￭ (수업 진행) 요일별 콘텐츠를 EBS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 후 담임교사의 학급 단톡 등을 

활용하여 참여 독려

  ￭ (수업 피드백) 로고&슬로건 공모 우수작 교내 게시 후 시상

1등 로고&슬로건 개인용 텀블러 제작, 캠페인 활용. 다문화 교육 주간 활동 우수 학생 대면

수업 시 선물 제공 

순 내 용 기 간 비 고

1 ▪ 교과 연계 다문화이해 수업 실시 5.18(월)~22(금)
온라인원격수업 

대면수업 병행

2

▪ 성환 다ON CLASS(다온클래스)

1) 다문화인식개선, 세계시민의식 함양 컨텐츠 활용 

  - 다누리 배움터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교육’ 활용

  - 다문화 인식개선 뮤직비디오(‘다르지 않아’) 함께 감상

2) 세계인의 날 가로세로 낱말 퍼즐(2,3학년)

3) 글로벗 다(多)락(樂)방: 다문화 삼행시 짓기(1학년)

    ⇒ 네이버 폼 활동지 제출

5.19(화)~22(금)

창체시간 및 

아침조회 활용

온라인 원격수업

활용

3

▪ ‘모두 다 우리’ 캠페인

  - 2020 다문화/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로고&슬로건

공모전 실시 ⇒ 네이버 폼 활용 온라인 제출 

5.18(월)~22(금)
온라인 원격수업

활용

4

▪ 다우리(다함께 어울려 우리가 되는) 다문화 교육 주간 홍보

  - 학생 연수 

  - 학부모 홍보(홈페이지 게시)

  - 교사 연수

  ⇒ 학습자료 제공

5.18(월)~22(금)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원격수업 활용

5

▪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모든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폼), EBS온라인 클래스 활용

▪ 프로그램 안내/홍보 등 각 학년 담임교사, 교과교사, 교육연구부 협조 필요

▪ 다문화교육주간 행사 관련 한국어학급(곽미진)에 문의

나. 다문화 동아리(누리다솜) 운영

  ￭ (동아리 조직) 지역사회 요양 시설 어르신을 위한 다문화/비다문화 학생 12명 구성

  ￭ (동아리활동 계획 수립) EBS 온라인클래스를 통한 학생 의견 수렴 및 동아리 활동 계획 수립

  ￭ (동아리활동) 온라인 활동과 대면 활동 병행, 가정에서 요양 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 제작

(팔찌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 (동아리활동 활용) 담당교사가 요양 시설 방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결과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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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시간표 한국어 학습 자료 제작 온라인 한국어 과제 수행

카카오 페이스톡을 통한 

1:1 쌍방향 수업

1:1 원격수업 격려를 위한 교육장 

현장 방문
온라인 상담 활동

운 영 결 과

◆ 글로벗배움터(한국어학급) 1:1 쌍방향 원격수업 

  ￭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지원

  ￭ 1:1 개별화 교육을 통해 학생 수준별 개별화 집중 교육 

  ￭ 원적학급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 부분적 해소

  ￭ 코로나 19 상황 속 학생 생활과 안전 지속적 관리 가능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공백 최소화와 학습 및 생활 상담 지원

  ￭ 체계화된 매뉴얼의 부재로 인해 초기 계획 수립의 어려움

  ￭ 온라인 수업 안내, 통신문 전달 등 학생, 학부모 통･번역의 어려움

  ￭ 한국어수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다양한 학습자료 제공의 어려움 

◆ 창의적 체험 연계 다문화 교육

  ￭ 온라인 다문화 교육 주간의 효율적 운영

  ￭ 다양한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높은 학생 참여율 유도

  ￭ 온라인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적 성과 높임

◆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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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국어 학습 평가 온라인 한국어수업 교사피드백 온라인 다문화교육 주간 학습 자료

네이버 폼을 활용한 

‘다문화 로고&슬로건 대회’

네이버 폼을 활용한 

다문화 삼행시 짓기

다문화 동아리(누리다솜) 온라인 

활동 과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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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을 위한 온라인 수업플랫폼(초롱이)구축

황정옥(경덕중학교)

사례유형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원격수업 지원

학교급(학년) 중학교(1~3학년)

주요대상 경덕중학교 재학 다문화학생

원격수업 추진 개요

◆ 원격수업 유형

   1) 원격화상 프로그램 ‘ZOOM’과 스마트폰, 카카오톡 활용 수업 [학습+관리]

     ￭ 오전: 한국어 수업(월∼목요일)

     가) 학생과 교사 양방향 수업 진행

     나) 카카오톡으로 출석 및 과제 확인

     다) 이메일로 과제 제시 및 확인 

   2) 콘텐츠 활용수업 [EBS 온라인 클래스(http://oc.ebssw.kr) 학습+관리]

     ￭ 오후: 교과수업 온라인클래스 참여 

     가) 학생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 교사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

     나)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

   3) 단방향 + 과제형 수업 (EBS 온라인 클래스 + 학교(급)홈페이지)

◆ 운영 개요

   1) 운영기간: 2020.04.09.(목) ∼

   2) 운영방법

     가) 전학년 수준별 반편성 운영- 초급(디딤반), 중급(도약반), 고급반(원적학급수업)

     나)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주간 시간표 작성 및 정규 교육과정운영

     다) 카카오톡과 “ZOOM”프로그램에서 일별, 차시별 학생들의 학습 참여 확인

   3) 출석 관리 및 운영

     가) “ZOOM”을 활용한 원격수업 진행 확인

     나) 페이스톡을 통한 출결 확인– 반별 담당선생님 확인 

     다) 읽기 – 전화 통화내용 녹음

     라) 받아쓰기 –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활용 

     마) 과제 유인물 – 이메일 및 학교에서 준비하여 개인별 배부

     바) 수업시간 – 주당 14시간(수준별 반편성 운영- 초,중,고급반)



37다문화교육 원격수업 지원 사례집

원격수업 추진 현황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2020.04.06.(월)
학생전화상담 및 온라인 학습자료 준비

운영 방안 협의 및 수준별 학습계획 수립 학생생활지도 및  

가입여부 확인
2020.04.07.(화)

학생전화상담 및 원격 화상 강의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한 원격수업 준비 온라인클래스 가입 여부 확인

2020.04.08.(수)
학생전화상담 및 “ZOOM”을 활용한 원격수업 

시범test 실시
학생 참여 가능확인 

2020.04.09.(목)~ 학생전화상담 및 “ZOOM”을 활용한 원격수업실시 원격수업실시

원격수업 운영

◆ 학생 상담활동 및 원격수업 운영

원격 화상 프로그램 ‘ZOOM’ 시뮬레이션 활동자료(000톡)

원격수업 운영 문제점 

◆ 원격수업 장비 문제

  1) 학교

   가) 교실 공간 확보(오전과 오후 수업 동시에 운영할 경우 교실 확보 어려움)

   나) 휴대폰 활용에 따른 와이파이 지원을 위해 인터넷 공유기 구입 필요

  2) 학생

   가) 교육청에서 인터넷 공유기 무료지원 받음

   나)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는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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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수업 활용

   1) 카00톡을 통해 학생들에게 URL 제공

   가) 카00톡과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수업 시작되었음을 알림

   나)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 학부모에게 전화로 도움 요청

   다) 원룸 생활 가정이 많아 수업 도중 가족들의 의도치 않은 수업 방해

       - 학부모 동의하에 등교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동시 진행 

  2) 원격수업 중간에 화면 끄고 사라짐

   가) 학생이 의도적으로 화면 끄고 나갈 경우 휴대폰으로 다시 불러들임

   나) 학생이 많을 경우 수업 집중도가 떨어짐

◆ 원격수업 시 다른 사람이 화면에 들어옴

   1) 매일 단톡방에 해당 수업 듣는 학생만 들어오도록 링크 URL 제공

   2) 번거롭더라도 자동 수락이 아닌 수락하기 클릭 사용(자동일 때 누구나 입장가능)

   3) 수업시간에 해당수강학생이 아닌 경우 화면 상단의 삭제하기 클릭

◆ 원격수업 활용의 장. 단점

   1) 장점- 대면수업으로 학생 건강 일일체크 가능

   2) 단점- ZOOM무료사용시간 40분, 준비시간까지 합하면 실제 수업시간 적음

      (1:1 대화 사용시간은 무제한, 1:다수일 경우 40분 이후 재부팅 사용)

운영 보완 대책

◆ 원격수업 후 보충학습 운영

    1) 기초학력 방과후 수업 진행- 대면 수업 부족 부문 방과후학습으로 보강

    2) 운영방법

    가) 교내 교과교사 활용 학생이 원하는 수업진행(2. 3학년 대상- 영어)

    나) 교사가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수업 진행하며 눈높이 교육과정 진행

    다) 원하는 수업진행으로 의욕 고취와 성적 향상에 따른 자존감 회복 학습 참여도 향상

◆ 대학생 멘토링 활용

    1) 주당 2~4시간 활용, 멘토 6명(청주교육대) 멘티 10명 결연

    2) 주말과 방과후 시간 활용하여 수업시간 궁금한 내용 확인 및 한국어 수업진행, 스포츠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주말 생활지도 함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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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수업 운영 시 간식 제공(컵라면, 초코파이 등)

   1) 방과후 수업,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공부방 운영 시 학생에게 간식 제공

   2) 한국문화 예절 배우기를 위해 방과후 수업 시작할 때마다 공수 인사법으로 인사예절을 배우고

사제지간, 웃어른 공경심 고취

◆ 디딤공부방 운영 교실 제공(한문화반 교실)

   1) 한문화반 담당교사 상주하여 디딤공부방 운영

   2) 한문화반 교실 개방으로 수업 종료 후 해결하지 못한 수업내용 보충학습 뿐 아니라 수행평가,

과제내용 관련 개인별 공부시간 제공

기 대 효 과

  ￭ 원격수업을 통한 다문화 학생의 학습효과 극대화 및 사제지간 공경심 고취

  ￭ 원격수업 활용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으로 역량 강화 및 수시 생활지도



• •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등)

원격수업 지원 사례

김연구(서울충무초등학교)

윤재림(북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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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교실(러시아어&러시아문화) 원격수업

김연구(서울충무초등학교)

사례유형 [다문화교육(공통)] 교과연계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학교급(학년) 초등학교(2~6학년)

주요대상 서울충무초등학교 재학생(190명)

운 영 내 용

◆ 이중언어교실(러시아어 & 러시아문화) 원격수업 운영

  ￭ 학년별(수준별)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제공

  ￭ 2~6학년 전체 학생 대상, 학년별 30차시 구성(전체 150차시)

  ￭ 다음 학년도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형 교육과정(학년군별) 구성

◆ 본교의 원격수업 운영 플랫폼(구글 클래스룸)과 연계한 수업환경 구성

  ￭ 본교의 원격수업 플랫폼 운영 방향 : 전체 학급 구글 클래스룸 운영 중

  ￭ 2020 이중언어교실(러시아어) 클래스룸 구축 및 전체 교사 등록

<본교 원격수업 플랫폼(구글 클래스룸 & Meet)과의 연계성 확보>

<2020 이중언어교실(러시아어) 클래스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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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년 학년별 30차시(총 150차시) 러시아어 & 러시아문화 콘텐츠 개발>

◆ 교육 자료의 우수한 질 확보

  ￭ 이중언어교실 수업자료 개발 전 담임교사 및 강사와 협의회 운영

  ￭ 교육 자료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어 전문 강사 섭외

  ￭ 자료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화면 녹화 등) 및 기자재(펜타블렛 등) 구축

◆ 콘텐츠형 원격수업 및 과제제시형 원격수업 병행

<직접 제작한 영상자료(콘텐츠) 및 워크북(과제) 제공>

◆ 이중언어교실(러시아어&러시아문화) 골든벨 행사 원격운영 예정

  ￭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하고, 내년도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년별 골든벨 행사를

원격으로 운영 예정(2학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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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결 과

◆ 학년별(2~6학년) 연계성을 확보한 이중언어교실 교육자료(러시아어&러시아문화) 개발 및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 구축

  ￭ 추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이중언어교실 운영 시 관련 자료 활용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운영되어오던 이중언어교실 프로그램을 원격의

형태로 지속 운영함으로써 추후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확보

◆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 및 또래학생 간 교우관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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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 수업을 통한 다문화감수성 함양하기

윤재림(북평초등학교)

사례유형 [다문화교육(공통)] 교과연계

학교급(학년) 초등학교(6학년)

주 요 대 상

◆ 학교현황(2020.4.1)

학생현황 원격수업 여건

비고
1 2 3 4 5 6 계 노트북

테블릿

PC
화상캠 타블렛

9 12 8 12 10 17 68 2 80 0 0 화상캠 12대 구입

◆ 추진방향

“원격수업 진행시‘자율’, ‘참여’, ‘공유’, ‘협업’의 4가지 원칙을 마련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며 원격수업의 전 과정은 수업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협업으로 실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하였다”

  ￭ 원격수업을 위한 원격교육 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 원격수업 운영 Know-How 공유 및 수업방법 협의를 통해 수업유형 선택 

  ￭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습 여건을 고려하여 <표>와 같이 수업유형을 구분하여 운영

구분 수업유형 활용플랫폼 비고

1~2학년 콘텐츠활용+과제수행
EBS 방송콘텐츠, 밴드, 
클래스팅, 카카오톡 등

3~6학년 실시간쌍방향+콘텐츠활용
ZOOM, EBS 온라인 

클래스, 밴드, 클래스팅 등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 3~6학년 

학생들에게 테블릿PC, 포켓와이파이 등 제공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지원 내용

◆ 운영시간표

  ￭ 수업의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블럭 또는 3블럭 타임제를 적용하여 학습여건 개선

구분 시간 활동내용 비고

1~2교시 09:00~10:20
∘원격수업: 실시간 쌍방향+콘텐츠 활용수업
∘출결확인: 미출석 시 미인정출석에 준하는 조치 전개

(학부모 유선통보, 3일 이상시 가정방문)

중간활동 10:20~11:00
∘놀이활동
- 유튜브 홈트레이닝 영상(박지성체조, 새천년건강체조) 제공
- 1인 1개인도전 과제 수행

3~4교시 11:00~12:20
∘원격수업
- 학급별 콘텐츠 활용 수업

점심시간 12:20~13:30 점심시간

5~6교시 13:30~14:50
∘원격수업
- 실시간 쌍방향+콘텐츠 활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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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시 운영내용 비고

1 2020.3.13.
∘ 원격수업 1차 학습지원(가정 앞 방문)

-학년별 교과서 배부 및 학생상담활동

2 2020.3.25. ∘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신청

3 2020.3.30.

∘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조직 및 회의

-출결, 수업방법, 평가 등에 관한 회의 전개

-학부모대상 원격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전개

* 원격교육을 위한 태블릿 PC와 통신망 지원 필요성 공유, 

교단환경개선비에서 원격교육 지원하기로 협의함

4 ~2020.3.30.

∘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 교과교육과정 중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진행가능한 성취기준 분석

- 다문화이해교육요소(문화이해, 반편견, 다양성, 평등성, 정체성, 협

력)와 접목

-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교수학습자료 개발

5 2020.3.30.~4.10.

∘ 원격교육 시범학급 운영(6학년, 과학, 도덕)

- ZOOM활용 쌍뱡항 수업 전개, 기록 기능을 통해 수업영상 저장

- 교내 교사 대상 원격수업 시연 및 수업협의회 활동 전개

쌍방향수업 시연(2020.3.31.1-)

-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전개(6회 전개)

   * 화상교육(ZOOM,Skype,카카오페이스 등) 및 플랫폼 활용 연수

전학공연

계

6 2020.4.10.

∘ 지역신문 운영사례 촬영

해남우리신문 해남신문

7 2020.4.2.
∘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의견 수렴

-시스템, 무선망 등에 대한 건의 제출

◆ 운영내용

  ￭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분석

각 교과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분석
다문화이해요소 매칭 교수학습과정안 제작

  ￭ 원격수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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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시 운영내용 비고

8 2020.4.10.

∘ 원격수업 2차 학습지원(드라이브 스루 및 가정 앞 방문)

- 1~2학년 : 국어, 수학 등 학습지 배부

- 3~6학년 : 개인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태블릿PC, 포켓와이파이 제공)

*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꾸러미 자료 배부(다문화교육 프로젝트 학습

자료, 세계 여러 나라 놀이 등 교부) 

원격수업을 위한 2차 학습지원(2020.4.10.)

원격교육

→

원격수업

으로 

용어통일

9
2020.4.13.(1차)

2020.4.14.(2차)

∘ 원격수업 파일럿데이 운영

- 3~6학년, 화상교육시스템 ZOOM 활용 만남 활동

10 2020.4.16.~현재

∘ 1차 온라인 개학(4~6학년) 및 원격 수업 전개

- 유튜브 영상 활용 온라인 개학식 전개

- 4~6학년 쌍방향 수업 전개,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전개

4~6학년 원격수업 전개

11 2020.4.20.~현재

∘ 2차 온라인 개학(1~3학년) 및 원격 수업 전개

- 1~2학년 EBS 방송 및 콘텐츠 활용 수업 전개

- 3~6학년 쌍방향 수업 전개

유튜브 개학식 3학년 수업 교장 깜짝방문(ZOOM)

12 2020.4.28.

∘ 원격수업 3차 학습지원(드라이브 스루 및 가정 앞 방문)

- 1~2학년: 국어, 수학 등 교과 학습지 제공

- 3~6학년: 교과교육 운영을 위한 교구 제공

  * 과학의 날 행사(에어로켓, 표고버섯 기르기, 바스붐 만들기 등), 

1인 1개인도전과제 물품 지원

13 현재

∘ 블렌디드수업 진행중

- 천재지변(태풍, 홍수 등) 및 코로나19 재확산의 경우 원격수업 전

환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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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사례

   ․ 과학수업사례

일시 2020.4.23., 2020.4.27. 대상 6학년

단원 2. 지구와 달의 운동 주제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져 보이는 까닭

(다문화: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이 안보이는 까닭)

∘ 도입 : [동기유발]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국기를 보며 학습문제 탐색

호주 뉴질랜드 마셜제도 투발루 사모아

  * 질문 : ∘ 다음 국가들의 국기에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남십자가성

∘ 우리나라에서는 남십자가성이 보일까?

- [학습문제]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왜 달라질까?

∘ 전개

- [대표실험] 지구의 공전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실험

- [학습영상] 학습영상 제공

영상1.별자리의 유래와 종류: http://www.ssemtube.com/front/goods/GDS0000013078/detailInfo.do

영상2.우리나라의 사계절 별자리 http://www.ssemtube.com/front/goods/GDS0000013073/detailInfo.do

- [학습과제] 

1) 북반구의 북극성, 남반구의 남십자가성과 관련된 세계여러나라 이야기 찾아보기

2) 같은 별자리라도 부르는 이름이 다른 까닭 알아보기(동양&서양)

* 문화이해, 다양성 :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삶의 방식이 다르며 이러

한 삶의 방식을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

- [실험]밤하늘의 별 관찰하기, 가정에서 원격으로 실시

[4.27.(월), 20:00, zoom을 활용 영상수업 실시]

나침반, 별지도(Sky Map) 어플리케이션(APP)을 활용해 20:00시의 남쪽 하늘에 떠 있는 

봄의 대표적인 별자리 관찰실험 전개 

∘ 정리 : [정리]달의 모양 탐구 안내

*다문화 : 북반구와 남반구 달의 모양이 다른 이유 알아보기

<대표실험모습>

<APP활용>

<학생실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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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수업사례

일시 2020.4.27. 대상 5학년

단원 우리가 만드는 도덕수업 주제
우리 마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기

(다문화 : 여러 사람들과 코로나19 함께 극복하기)

∘ 도입

- [동기유발]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 공감하기

- [학습문제] 우리마을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전개

- [공감하기]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례 제시하기

코로나19와 관련된 댓글 보며 문제점 찾기(감정적, 부정적인 댓글)

보도자료 댓글 댓글 순화하기

  * 질문 : ∘ 코로나19는 중국만의 문제일까?

∘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 [계획하기]

- [토론하기] 팀별 화상채팅을 통해 우리마을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소외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1모둠: 손소독제 만들기, 마을 청소하기

2모둠: 복주머니 만들기(손소독제)

3모둠: 응원메세지 작성하기(현수막, 응원카드 등)

4모둠: 외국인,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 예방법 알려주기

*포스터, 번역된 코로나19 예방법 배부하기

- [발표하기] 각 모둠에서 나온 과제중 손소독제, 착한마스크 만들기, 코로나19 예방법 알려주기는 

실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3차 학습꾸러미 지원 시 물품을 배부하였음

* 협력: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실천의 과정을 통해 협력공존을 

학습하기 위함

∘정리

<팀별토론>

<전체토론>

<의견정리>

<지역사회기부>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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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 및 제언

  ￭ 다문화교육 원격수업을 위해서는 원격수업여건 마련해야 됨

     ※ 캠, 테블릿PC, 학생 통신여건 등의 개선과 원격수업에 필요한 다문화꾸러미제작(학습준

비물) 및 배부 필요, 특히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

  ￭ 각 교과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가능 여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함

  ￭ 온&오프라인 교육과정과 다문화이해교육 매칭활동이 중요하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차원

에서 개발 필요함 →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전개(단위차시형, 프로젝트학습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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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 록(공유자료)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1 

단어(러시아어)

자료제공 : 심재영(흥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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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표준한국어 1

기간

주제

초 등 학 생 을  위 한

표 준 한 국 어  1 단 어

러 시 아 어  р у с с к и й я з ы к

편집 및 엮음 : 교사 심재영

교육부 요청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

흥 무 초 등 학 교

※ 본 자료의 사진 출처는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저학년 의사소통1, 익힘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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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한국어 1

1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

    1) 아, 어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아 가지 баклажан 바클라잔 

어 모자 кепка 켑카

나 я 야 너구리 енот 예노뜨

너 ты 뜨 거미 паук 파우크

나비 бабочка 바바치카 버스 автобус 압또부스 

    2) 오, 우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오 오이 огурец 아구레쯔

우 우유 молоко 말라코 

소 корова 카로바 모자 кепка 켑카

수 число 치슬로 코 нос 노스 

구두 туфли 뚜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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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으, 이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으 이

비 дождь 도쉬치 버스 автобус 압또부스

    4) 애, 에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으 이

개 собака 사바카 게 краб 크라프

    5) 야, 여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야 여

야호 звук зова 즈부크 조바 여우 лиса 리사

    6) 요, 유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요 요가 ёга 요가

유 유리 стекло 스떼클로

요리 еда 예다 두유
соевое

молоко

소예보예 

말라코

우유 молоко 말라코 요구르트 йогурт 이오구르뜨 

요요 йо-йо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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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낱말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오이 огурец 아구레쯔 이 зуб 주프

아이 ребенок 레벼노크 요요 йо-йо 요요

여우 лиса 리사 우유 молоко 말라코

오 пять 퍄띠

    8) ㄱ,ㅋ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ㄱ ㅋ

거미 паук 파우크 코 нос 노스 

커피 кофе 코페 구두 туфли 뚜플리

키 рост 로스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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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ㄴ,ㄷ,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ㄴ ㄷ

ㅌ 나비 бабочка 바바치카

포도 виноград 비나그라트 토끼 зайчик 자이치크

토마토 помидор 파미도르 나무 дерево 데레바

  10) ㅁ,ㅂ,ㅍ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ㅁ ㅂ

ㅍ 나비 бабочка 바바치카

포도 виноград 비나그라트 버스 автобус 압또부스

무 редька 레디카 파 зеленый лук
젤레니 

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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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ㅅ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ㅅ 소 корова 카로바

시소 качели 카첼리 버스 автобус 압또부스

사 четыре 체띠레 

  12) ㅈ,ㅊ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ㅈ ㅊ

모자 кепка 켑카 바지 брюки 브류키

치마 юбка 윱카

  13) ㄹ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ㄹ 오리 утка 웃카

다리 мост 모스트 도로 дорога 도로가

머리 волосы 볼로스 개나리 Форзиция 포르지지야

개구리 лягушка 랴구시카 유리 стекло 스떼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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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ㅎ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ㅎ 해 солнце 솔은쩨

하마 бегемот 베게모뜨 호수 озеро 오제라

혀 язык 야지크

  15) ㄲ, ㄸ, ㅃ, ㅆ, ㅉ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ㄲ ㄸ

ㅃ ㅆ

ㅉ 아빠 папа 파파

딸 дочка 도치카 까치 сорока 사로카

묵 камень 카멘 찌 ножницы 노즈니찌

빠 бумага 부마가 머리띠 ободок 아바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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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받침 ㅁ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곰 медведь 메드베디 엄마 мама 마마

감 хурма 후르마 봄 весна 베스나

삼 три 뜨리 사 четыре 체띠레

  

  17) 받침 o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차 машина 마시나 코 нос 노스

창 окно 아크노 콩 горох 가로흐

벼 рис 리스 강 река 레카

병 бутылка 부띨카 공 мячь 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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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받침 ㄴ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달 месяц 메샤쯔 별 звезда 즈베즈다

손 рука 루카 발 ступня 스뚜프냐

눈 глаз 글라스 볼 щека 셰카

논
рисовое

поле

리사보예 

폴레
돌 камень 카멘

산 гора 가라

  19) 받침 ㅂ, ㅍ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컵 кружка 크루시카 잎 лист 리스뜨

숲 лес 레스 입 рот 로뜨

밥 рис 리스 집 дом 똠

삽 лопата 라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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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받침 그, ㄲ, ㅋ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턱 подбородок 파드바로다크 벽 стена 스떼나

죽 каша 카샤 역 станция 스딴찌야

약 лекарство 레카르스뜨바 부엌 кухня 쿠흐냐

국 суп 수프 박 тыква 띠크바

밖 снаружи 스나루지

21) 받침 ㄷ, ㅅ, ㅆ, ㅈ, ㅊ, ㅌ, ㅎ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밭 поле 폴레 윷 игра ют
이그라 

유트

빛 свет 스베뜨 솥 котёл 카뚈

옷 одежда 아데즈다 낫 коса 카사

낮 день 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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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겹받침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닭 курица 쿠리짜 밝다 светлый 스베뜰리

앉다 сидеть 시데띠 없다 нет 네뜨

많다 много 므노가 흙 глина 글리나 

읽다 читать 치따띠 넓다 широкий 시로키

23) 얘, 예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얘 예 да 다

얘기 разговор 라즈가보르 계단 лестница 레스뜨니짜

시계 часы 차시

   

24) 와, 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와 워

소화기 огнетушитель 아그네뚜시뗄 과자 чипсы 칩스

전화기 телефон 뗄레폰 타워 башня 바시냐

유치원 детский сад
데쯔키 

사트
원숭이 обезьяна 아베지야나

동물원 зоопарк 조오파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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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 의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위 의

바퀴 колесо 칼레소 위 наверху 나베르후 

의사 врач 브라치 귀 ухо 우하

의자 стул 스뚤

26) 왜, 외, 웨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왜 외

웨 교회 церковь 쩨르카비

웨딩 свадьба 스바디바 돼지 свинья 스비니야

왜 почему 파체무 열쇠 ключ 클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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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바르게 읽기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할아버지 дедушка 데두시카 목욕 купание 쿠파니예

국어
родной

язык

라드노이 

야지크
음악 музыка 무지카

학원 академия 아카데미야 군인 военный 바옌니

28) 이름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약국 аптека 압떼카 분식집
*бунсик

чип
분식집

슈퍼마켓
суперма

ркет

슈페르마르

켓
문구점

канцеля

рский

магазин

칸쩰랴르스키 

마가진

빵집 пекарня 페카르냐 서점
книжный

магазин  

크니즈니 

마가진

우체국 почта 포치따 소아과
детская

больница

데쯔카야

발니짜 

안경원
оптически

й магазин

압띠체스키

마가진
치과

зубная

больница

주브나냐 

발니짜

*러시아어에는 분식집이라는 단어가 없어 ‘분식집’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Столовая, где продаётся кимпаб (роллы из сушёной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ттокпокки (об

жаренные рисовые колбаски с добавлением перцовой пасты и других специй), рамён

(лапша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 другие блюда, не требующие сложного приготовл

ен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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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차 ㄱ, ㄴ, ㄷ 1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기차 Поезд 포예즈트 나무 дерево 데레바

다리 мост 머스뜨 노래 песня 페스냐

마을 деревня 데레브냐 비바람
дождь

и

ветер

도쉬치

이

베떼르

숲 лес 레스

30) 기차 ㄱ, ㄴ, ㄷ 2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한글 러시아어

러시아어 

발음

언덕 холм 홀름 자동차 автомобиль 압따마빌

창문 окно 아크노 커다랗다 огромный 아그로므니

컴컴하다 темный 쬼니니 터널 тунель 뚠넬

풀밭
травянн

ое поле

드라뱌노예 

폴레
해 солнце 솔은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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