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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더믹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3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님들과
관련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2009년 이래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문화교육 현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1년 제13회 공모전의 수상작들도 다문화교육의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터 부문의 최우수상 ‘편견과 차별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은 편견과 차별을 차가운 얼음에 비유하고
따사로운 인류애와 박애주의로 편견과 차별을 녹여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UCC 부문의 최우수상 ‘한국인의 기준’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감정과 언어적 표현으로 문화적 배경을 초월한 한국인의 동질감을 표현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자료, 교육수기, 상담사례 부문의 최우수 작품들은
학교·사회·가정 등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 현장뿐
아니라 문화영역과 지역사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2년 약 4만 7천 명이던 다문화학생은 2021년에 1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다문화학생이 세 배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와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다문화교육을 통한 조화롭고 포용적인
평생학습 사회 구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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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13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담당하게 된 서울대학교 성상환입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현장의 교원들과 학생들, 일반인들의 노고와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개선에 기여하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사회의
교원과 학생들, 일반인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확산하여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여
다문화학생의 교육회복에 대한 사례발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총 437편의 응모작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총 48편을 최종 선정하였는데 주제적합성과 독창성, 활용도, 적용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우수사례 평가에서 다문화 인식개선 분야의 포스터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인식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응모자들이 한국의 다문화 심화 현상을 편견과 분노의
시각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을 품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많은 포스터 출품작들이 아름다운
이미지로 조화와 공존, 존중과 배려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다문화 인식개선 분야의 UCC 부문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앰과 동시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감수성 향상이라는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UCC 매체의 특성상 다수의 관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전달 방식을 취한 작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작품이 주제적인 탐구와 창의적인 표현 면에서는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UCC 분야의
일부 참가작의 경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경우가 발견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실천사례에서는 교육자료의 경우, 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교육수기의
경우 선정된 응모자의 진솔함과 성취의 과정이 잘 드러났으며 수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시간, 성장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 주어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응모한 여러 수기를 심사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수용성이 한 발짝 더 나아갔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웃들,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정책을 통해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습들, 또 다양한 다문화사회의 접점에서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실천사례로서 상담사례 부문에서는 상담의 단순한 성과보다는 상담이 이루어진 접근방법과 상담자의 책무성,
윤리성 등이 잘 녹아있는지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심리상담이 아니라 다문화 상담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성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주제와 내용도 성숙되고 더욱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다문화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은 많은 발전을 하였고 학생들의 인식개선은 많이 향상된 것 같지만 아직도
한국사회의 성인들에 대한 지표는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다문화교육의 사례 개발을 통하여 현장 다문화교육의 적용과 확산을 돕고 글로벌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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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ѐ
따뜻한 곳에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편견과 차별을 녹이면 평화로운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얼음 속에 여러 나라의 국기를 그려 넣었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그 얼음들이 녹으면 모두 물이 되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이며 one, 평화롭고 peace, 서로 사랑하는 love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बࢎ
Ѽ

10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목적과 당면과제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일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메시지를
주제로 접근하여, 내용과 형식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매우 재치 있게 전달하고 있다. 편견과 차별을 차가운
얼음에 비유하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를 녹여, 그 안에 갇힌 다양한 국기들이 얼음이라는 구속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모습은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장면을 구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주제
문구의 위치와 대비, 주제부의 정밀한 묘사도 훌륭하여 완성도 역시 뛰어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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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ѐ
우리가 사는 넓은 세상에는 황인, 흑인, 백인 등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여러 인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편견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무지개가 여러가지 색이 모여 더 빛이 나듯
우리 세상도 여러 색을 가진 모든 세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한다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बࢎ
Ѽ

다문화와 다인종은 색에 주로 비유된다. 이는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다. 색은 우리의
피부색과 문화의 색이기도 하며,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다문화를 색에 비유하여,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장면을 구성하였다. 색은 다양할수록 아름
답다는 메시지는 우리의 다양성이 모여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욱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마저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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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ѐ
이 작품은 같은 지구촌에서 피부색, 환경과 언어, 심지어 시차도 다르지만 차별없이 서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다양한 국기가 그려진 젠가를 지구촌 세상으로 빗대어 여러 인종을 가진
손들로 쌓는 것처럼 표현한 작품입니다.

बࢎ
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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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존, 우리나라 안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존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당면한 실질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을 모아 쌓아가는 세상은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삶 그 자체일
것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메시지를 아이들이 즐겨하는 젠가라는 게임의 형태를 취하며 매우 흡입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제부에 표현된 묘사력과 양감이 매우 뛰어나 전체적인 완성도도 높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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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ѐ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한복, 그중에서도 오방색이 어우러진 색동저고리의 조화로움과 따뜻함을 다문화의 어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색동저고리를 통해 각자 고유의 색을 잃지 않고도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바탕은
치마폭으로 전 대륙을 감싸 안은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공존과 따뜻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बࢎ
Ѽ

다문화교육이 강조하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우리의 문화를 먼저 바르게 익히고 체화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작품은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특징과 메시지를 잘 드러낸 작품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방색과 색동저고리를 화면의 중심에 보여주며, 색동저고리가 갖는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조화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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ѐࢿחܻٜ
ޙਗ]ഐݺୡ١Ү

۰࢚

ಿࣗѐ
우리들의 겉모습은 다르지 않고 각자의 개성이 풍부한 것이지 모두가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퍼즐처럼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였을 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함께일 때 우리 사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बࢎ
Ѽ

14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다문화교육은 아이들의 시각에 맞추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아이들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다른 게 아니라 개성 있는 것이라는 작품의
메시지는, 퍼즐을 이용해 다양한 피부색이 조합되어 완성된 한 명의 아이의 얼굴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지니며 우리에게 다가온다. 아이들이 이 작품을 포스터로 만난다면, 이 메시지를 아주 가깝게 느낄 것이
분명하며 일상에서 변화된 행동을 보이는 일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ब]ߔزୡ١Ү

۰࢚

ޙച ੋधѐࢶ ನझఠ

যبۄ׳חэܻ

ಿࣗѐ
어린이들 손에 있는 커다란 하트,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크고 뜨겁다를 표현하였고, 피부색이 다른 팔에 차고 있는 팔찌는
지구촌 국가를 표현했습니다. 언어, 피부색은 모두 다르지만, "사랑해"라는 표현은 모두 같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어만
다를 뿐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우리"를 그림에 담았습니다.

बࢎ
Ѽ

본 작품은 다문화를 은유하는 ‘다양한 언어’라는 주제를 구현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거주하는
지구를 배경으로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화합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러 명의 손을 모은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언어·문화적 다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집중도
높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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ର߹җಞѼחۄ࣭ܳޛಹח
ৌ࣭חઓҗನਊ
ਬળ࢚]ࣁҟҮ

۰࢚

ಿࣗѐ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을 차별과 편견이라는 자물쇠가 막고 있고, 이 자물쇠를 푸는 열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포용하는 자세임을 표현하였습니다.

बࢎ
Ѽ

16

차별과 편견은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사고이자 태도이다. 이 작품은 다문화에 대한 경직된
인식을 자물쇠라는 상징을 통해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를 존중과 포용이라는 열쇠로 풀어 갈등을 해소
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함께 담고 있다. 적극적인 메시지와 명료한 시각적인 표현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꼽힌다.



ബ࠼]নୡ١Ү

۰࢚

ޙച ੋधѐࢶ ನझఠ

নೠޙച ۽ೣԋ݅٘҅ࣁח

ಿࣗѐ
지구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지구가 하나의 퍼즐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모여야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이 각각 하나의 퍼즐 조각들이 되고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बࢎ
Ѽ

이 작품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와 문화가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강조하였으며 둥근 지구에 여러 국가와 인종이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각 나라의 국기를 퍼즐로 시각화하여 서로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국가와 문화가 위계 없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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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ѼڢۆԊਸৌחࠁݶনೠޙച
ਬജ]ҙӝୡ١Ү

۰࢚

ಿࣗѐ
세상의 모든 일들과 사람들 앞에 ‘편견’이라는 것을 앞에 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편견’이라는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맛있는 문화들도 많고, 다양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미래의 힘이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에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 편견의 힘을 벗어내는 것이 다문화의 진정한 나아갈 과정임을
표현하였습니다. 편견의 뚜껑을 계속 열어서 그 속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에게 힘이 되길 기원해보는 작품입니다.

बࢎ
Ѽ

18

이 작품은 다문화사회에서 편견 인식을 걷어낼 때 다양하고 역동적인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냄비와 뚜껑이라는 물체로 표현하여 뚜껑을 열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 미래의 힘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ࢲਬա]؋Ү

۰࢚

ޙച ੋधѐࢶ ನझఠ

ܴীࢶਸਵ ݶইܴ

ಿࣗѐ
두 금붕어는 누가 봐도 다르지만, 서로 다르기에 그들만의 장점이 도드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은 금붕어는 매력적인
검은 빛깔에 은은한 주황빛이 아름답고, 흰(주황) 금붕어는 새하얀 바탕에 깔끔한 주황의 그라데이션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약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겼더라면 아름다움이라는 미의 기준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다름다움에 선을 이으면 아름다움」 이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बࢎ
Ѽ

다문화를 ‘아름다움’이라는 용어와 접목하여 딱딱하지 않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잘 제시
하고 있다.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표어와 그림을 배치한 구도와 표현이 독창적이라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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ೠҴੋӝળ
୭࢚ࣻ

ӣաਮ ࣛ नળ ޙইੋ]ࢿزୡ١Ү

ಿࣗѐ
우리 부모님은 국적이 모두 다르지만 우린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국적 때문에
우릴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슬프지만 재밌는 영상과 웃음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बࢎ
Ѽ

22

다문화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출연한 학생들의 재미있는 표현과 잘 짜여진
구성을 통해 모두가 똑같은 한국인임을 유쾌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잘 부합하고
UCC의 특징인 깔끔한 영상과 메시지 전달을 잘 살린 것으로 보인다.



അ ߅ ળ "303"""3"713&&54/() சূ۽ઓ சࢥ܃ܻ
]যୡ١Ү

6$$

࢚ࣻ

ޙച ੋधѐࢶ

ҳঠࢎی೧

ಿࣗѐ
생김새와 언어가 다르다는 두려움과 선입견이 서로 친구가 되는 기회마저 놓치게 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 UCC에서는 5개국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스피드퀴즈를 하며 공통의 언어인 사랑을 확인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이 모든 아이들이 편견 없이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쌓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बࢎ
Ѽ

다문화 어린이들이 모두 참여하여 서로의 다름을 우리에게 친숙한 스피드퀴즈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었다. 다문화 인식개선이라는 주제에 매우 부합하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영상의 완성도를 높였다.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 영상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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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ӝ
ೞ ӣইো ߅ਗ]ࢿزୡ١Ү

࢚ࣻ

ಿࣗѐ
사람들은 다문화라고 하면 안 좋은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왠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런 마음이 내
소중한 친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는 그냥 내 소중한 친구일 뿐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더 불쌍
하지도 않고 우정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बࢎ
Ѽ

24

다문화학생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학생을 도와줘야하는 대상으로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잘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의 표현력과 영상미도 뛰어나다.



ਮળध]લҋୡ١Ү

6$$

۰࢚

ޙച ੋधѐࢶ

ܻܻࣻةחഋઁ

ಿࣗѐ
생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잘하는 것들도 다르지만 독수리 5형제처럼 서로의 장점을 북돋우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5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자신의 장점을 계발하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बࢎ
Ѽ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춰 영상을 잘 제작하였다.
각 나라의 어린이들이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가 되어 미운 오리였지만 백조가 된다는
가벼운 듯 하지만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매우 감동적인 ucc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0년 후에 다문화 국가
로서 더 발전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되는 멋진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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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ԋԢೖחܻ
۰࢚

ޗդ൞ ӣ ӣ߹ ӣਮࢲ ӣೞܽ ਗ ਭ 
ࢶ ࣻഋ ਮࣻ  ࢲ  ട ࢚ ߅ഌ ন
]زҟୡ١Ү

ಿࣗ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펼쳐나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बࢎ
Ѽ

26

다문화 친구들의 다름을 특별함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소중하게 피어난 꽃’으로 비유한 점이
참신하다. 5개국의 언어로 ‘넌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메시지가 영상 안에서
반복되며 꽃같이 예쁜 아이들의 꽃같은 마음이 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피어난다.



ࢲ ഌਗ ߅दৡ নࢲো]ୌزୡ١Ү

6$$

۰࢚

ޙച ੋधѐࢶ

ޙചۄҊ৻Ҵੋইפঠ

ಿࣗѐ
다문화 가정의 다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았다가 그 오해를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बࢎ
Ѽ

이 작품은 선의의 마음과 행위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미묘한 관계를 잘 포착해서 흥미로운 서사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의식적이지 않은 행위도 차별이 되는 상황이 다문화 가정과 친구에게 더욱 소외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주제를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쉽고 재미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 형식과 내용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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୭࢚ࣻ

 ޙചযܿܖ౯ࣻস



ೠӖޙ೧۱җޙചхࣻࢿਸೣԋః



ೞ উࢳࣻୡ١Ү
࢚ࣻ

 ޙച $6-563& णۚਵ۽ৌযоޙחചҮप
উਮ ҃࠘ӝ҅ҕসҊ١Ү



࢚ࣻ

 ইחೠҴযী%*1ࢤ ᓺ ࢤೞѱпੋೞӝ
ഘ ইթࢿୡ١Ү



࢚ࣻ

 ೣԋӒܻ~חэо



Үਭোӓ֥ં۽ޙ۽ചхࣻࢿఃӝ



ӣ ҳ֤ҕୡ١Ү
۰࢚

 ಞѼҗഇয়ܳֈযইܴޙചࣁ࢚ਵ۽
߅ࢿਮ ࣠नୡ١Ү



۰࢚

 ݽં۽
അ ߔҊ١Ү



۰࢚

 ޙചхࣻࢿਸыࣁ҅दؼܻٜå¦¡ં۽
ਬ য়ୡ١Ү



۰࢚

 ࢚࢚۞झ



ࣻসҮాܳܨೠ࢚ഐޙചં۽ ࢤ࢚۽ᓨᓺ ؊ೞӝ



ъࣻ൞ ৻Ү
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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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যܿܖ౯ࣻস
ೠӖޙ೧۱җޙചхࣻࢿਸೣԋః
ೞ]উࢳࣻୡ١Ү

୭࢚ࣻ

Үਭҗ]ହഝز
बࢎ
Ѽ

࢚Үә ֙ ]ୡ١Ү ֙

별도의 한국어 학급이 개설되지 않은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 능력이 미숙한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을 통합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일임을 고려할 때, 본 자료는 다문화 학생
밀집학급에서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문화 교육 방법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책을 활용해
읽기, 낱말학습, 하브루타, 놀이를 통한 활용이라는 수업 루틴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 학생 밀집학급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수업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সޙചࢤীѱࢿӝഥܳҊחо



tޙചҕѐࣻসਸೞחҮपীࢲޙചࢤਸߓ۰ೞঋҊu
ҮࢎٜޙചҕѐࣻসਸଵҙೞनҮࢶࢤॹ݈שܻҮޙחചഄनҮ۽ࢤ
بоߓ҃ਸоࢤীחೠҴযীࣼמೠҴ҅ࢤޙࢲۄ࠙ࠗചҮਭ߹۽
ઁबޙചযܿҮਭҗਸೞҊӒ۠ࠗبؘ֙ఠੋӔҮীࢲ۞दই҅ࢤәࣘ
ਬੑغରੌ߈әীೠҴযܳೞޅೞחࢤٜטҊࢎࣗాয۰߂ࣻসبীয
۰ਸഐࣗೞחҮࢎٜטীߑҗറೠҴযҮपਸৌযޙചইزٜೠҴযणਸਗೞ
ӒۢীࠛبҳೞҊ݆ࢤٜҮपীࢲੑਸৌঋওҊणࡺইۄפҮҙ҅١Үࢤഝ߈ীޖӝ
۱ೠݽणਸࠁޙചࢤഅടۄ׳ؘחҮࣻস߂ҕѐࣻসীӓਵ۽ೞޅೞҊ
ҮࢶࢤࡧשইੌஜޙചഄनҮਸ୨ҚೞחաীѱԙಽҊरҗઁ۽թও
r݆ҮࢎٜೠҴযౠ߹әࢤѹݽٚܳઁޙ೧Ѿ೧ӡҊೞҊ
ೠҴযౠ߹әই߈ੌצҮपীࢲೡࣻੌחহਸө s
ޙചࢤਸ৳ҊݽٚҮী߄۽ೠҴযౠ߹әࢤӡࣻחহߑҗറೠҴযҮपաೠҴ
যౠ߹ә؊ޙبۄചইزೞੌܖҗо݆दрਸࠁղ߈ੌחәೠҴযܳҊইز
ࢿೞؘחоਃೠҕрएחदрաইஜ ߑҗറदрҮࢎ৬ইب߹زदрਸղ
যঠೞ۽ҮࢎաইفݽزएޅೞҊࠗػҮࢤഝо݆दрਸରೞࣻחসदрਸബ
ਯਵ۽ഝਊ೧ঠೠ
¥ޙചযܿࣻসীޖחਸਸѪੋо

ࣻসदрীޖਸযڌѱਸࢤпܻоغঋ&؍#4௸৬ೠӖޙ೧োࣻܳా೧ޙ೧۱җೠ
Ӗणبী೧ঌࣻয٣ࢶоٛҊыҊ؍rޙചࢤٜѐਘݶӈоҊ֙ݶੑ
ౡs݄חোೠӝхࠗՍ۞ਕֱҗোҳী೧যणҗӝоߋഃਵ߈ੌݴࢤ
о੍ӝীয۰ਸѻҊҊೠೠӖ೧ٙীয۰ਸѻחࢤীѱࠁೞҊࣁ࠙ച߹҅ױػ
णܳبೞݶೠӖ೧ٙоמೞחѪܻҮޙചоࢤٜনਭੋযפݠо৻Ҵੋ

30

ੋ҃о݆ইೠҴযীೠ֢җ଼੍ӝઑ۱݆ࠗ೮ਸѪਵ۽ػ



ࠄࣻসب֙חীହҮҗҮࢎ ۽֙ޙചҮਭਸೞҊোрࣻসਸ҅ദೞࢲݶ
֙ইزযߊ׳ਸୢೞࢲݶনೠࢎഥޙച҃ਸрਵઁ۽ҕೞחӒ଼ܿਸഝਊೞӝ۽ೞ
Ӓ଼ܿࣁ҅दীѱਃೠনೠधਸҊҊ ࣁ҅दਵޙࢲ۽ചхࣻࢿਸੌӵਕ߈ࢿ
ࢎҊܳా೧оઉঠೡо৬కܳبѨೡࣻةറഝزਵ۽पୌഝزਸೠݶইزٜ൜৬
णҳܳӓೡࣻਸѪ
ೠӖޙ೧۱

ޙച पୌࢎ۹ Үਭܐ

Ӓ଼ܿਸبҳ۽ೠӖޙ೧۱җޙചхࣻࢿਸ

ޙചхࣻࢿ

ࣗੋध

੍ӝਬହࢿ

ࢿ

ޙചনࢿ

যൃ

੍ӝ೧

߈ಞѼ↟ಣ١

ഈ۱

¥ޙചযܿࣻসਸযڌѱਸѪੋо

ࣻসܖ౯ۆҮࢎоࣻসীࢲੌࣻসܴਸࣘh߈ࠂਵ۽ഝਊೞחಁఢਸࠁ ݴӒܴࣘীࢲ
ഝਊೞࣻחসߑߨਸ݈ೠࣻ সܖ౯ਸੜҳࢿೠࣻݶসળ࠺ࠗਸ؏Ҋࣻসਸഛࠁೡࣻ
ਵܲࢲݶҮࢎٜبऔѱਊоמೡѪ
ܻҮޙחചࢤ࠺ਯ݅ੋੌ߈әਸ࢚ਵ۽ೞࣻחসܖ౯ਃೞীࠄࣻসח
ޙചࢤҗੌ߈ࢤೣԋӒ଼ܿਸా೧ޙ೧۱җޙചхࣻࢿਸनदఆࣻޙחചযܿܖ౯ࣻ
সਸࢸ҅ೞ

ޙചযܿࣻসܖ౯ਸఐҳೞ


ޙചযܿࣻসܖ౯ਸࣁӝਤೠର



ࣻস୍ࣁӝ

tૌѢӒ଼ܿࣻসਸా೧ࢤীѱझझࢿ۽ೞח
൨ਸఃਕחਬೠࣻসਸٜ݅u



ࠄੋҗࢤࢿೱ

↟ҮࢎӒ଼ܿਸपхաѱੜ੍ࣻࢲةחস݆҃

ঈೞӝ

↟ࢤणਸয۰ਕೞݴ۱ডೞࣿഝزਸજইೠ

णਃࣗ৬ࣻসਗਸ

↟ޙചхࣻࢿҗҙ۲ػӒ଼ܿࢶೞӝ

ݒடೞӝ

↟Үਭҗࢿஂӝળ ध ӝ מоhక بীࢲणਃࣗ୶ೞӝ

द೯য়ࣻ۽সܖ౯ਸ

↟ࣻসରद߹ࣻসࣻ ҅ױস࠙࠙ߓೞӝ

ӝചೞӝ

↟5*1࠙ೠযൃणҗӒ଼ܿ೧ܳਤ೧बܻࠗঋӝ





 ਬध  ࣻসੜೞחҮࢎܖח౯ప࠽Ү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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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যܿܖ౯ࣻসਸࣁ
차시 수업단계

수업활동

교사의 주요 발문

É날짜 묻고 답하기
배움시작 É동기유발

학습도구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그림책표지

여러분 술래잡기 놀이를 해본 적 있나요?

한글어휘 PPT

É어휘학습

다음 그림을 보고 선생님의 말을 따라해보세요.

한글자모음표

É<지우개지우기>하며

선생님이 이야기를 읽어주는 동안 낱말이

1
배움탐구
블록
수업

그림책 읽기

낱말카드

나올 때마다 낱말에 ○표 하세요.

É낱말빙고게임

○표 한 낱말을 9칸 빙고칸에 쓰고 빙고놀이를 합시다.

É그림책 하브루타

이야기 속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요?

배움표현 É글쓰기, 미술활동 등
독후활동 하기

학습지
감정카드

뭉툭한 손모양 때문에 주먹밖에 내지못하는

가치보석카드

사슴의 마음을 역할놀이로 위로해봅시다.

문장카드

2
배움활용

팔을 다친 친구를 위해 가위, 바위, 보 놀이를 발로

É체험활동하기

PPT

하여봅시다. 일어나서 다함께 놀이해보아요.

É성장 평가하기

오늘 새로 알게된 점이나 느낀점을 말해봅시다.

문장카드

ޙചযܿࣻসਸਤೠ5*1
 ߓഅ ߓഝਊח҅ױনೠةറഝزਵ۽оמೞ
ݽٚणܐӖॿחҊ٤ܳॳҊӖॿӝܳ1࢚ਵ۽оࢿةਸ֫ੋ
যൃण҅ױীࢲ٘߈חदೠӖհ݈ਸӒܿҗೣԋઁदೞҊ۞दইয߽ܳ೯ӝೠ
Ӓ଼ܿ೧ܳذӝਤ೧زӝਬߊ҅ױীࢲইزٜߓ҃धਸഛੋೞݴӒ଼੍ܿחрр
 ೧ޙߊܳبਵࣘ҅۽ഛੋೠ
ޙചхࣻࢿઁഝزਸా೧ࣻসૌѢਸוՙҊणҳܳӓೠ

¥ೠӖޙ೧۱ೱ࢚ਸਤೠࣻসܖ౯

수업활동

활동방법

활동 사진

É그림책 내용 이해를 위한 필수 어휘를
어휘학습

PPT 자료로 그림과 함께 학습한다.

지우기

먼저 어휘학습을 하여
수업의 흥미와

É학습지에 낱말쓰기 연습을 한다.

이해도를 높인다.

낱말 4개를 추측하여 아동이 X표를 한다.
É이야기를 듣는 동안 언급된 단어는 ○표하며 자신의
추측이 맞았는지 확인한다.
É위에서 ○표한 낱말들을 빙고 칸에 써 넣으며

빙고놀이

★ 본 수업활동 전에

É교사를 따라서 낱말을 읽는다.

É학습지의 주어진 낱말 표에서 이야기와 관련없는
지우개

활동효과

빙고 칸을 채운다.
É아동들이 번갈아 가면서 낱말을 부르고 귀 기울여
들으며 빙고놀이를 한다.

★ 낱말을 체크하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집중력을
높인다.
★ 빙고놀이를 하며
낱말을 듣고, 읽고,
쓰는 반복학습을 통해
어휘가 익숙해진다.

ೠӖযൃ۱ਸनदఃӝਤ೧যൃܳ_ߣ࢚߈ࠂೞৈ֥৬ѱഋधਵ۽൜܂ѱ߈ࠂणਸ

ೞ۾بೠӒ଼ܿ࠙ীࣻۄٮসഝزਸࢶఖਵ۽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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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ױਗݺܻחҳୣೠо
↽ױਗѐҙ
ࢤܲӣ࢜৬ޙചܳоࢎ݅ۈլਸٸযੌੌڃযզө ࢲܲ۽ਸ࠺դೠߑ࢚ݶ
ੋӂਸஜ೧ೞࢲݶт١ࢤӝҊ ࢲܲ۽ਸઓೞҊߓ۰ೠݶܻחনೠޙചܳݽݴܻ־ٚ
ࢎۈ೯ࠂೡࣻਸѪࣗઁₖ ₗীࢲחӒ଼ܿࣘੋҕҗߓٜ҃ਸా೧ୡ١֙ࢤ
ٜಞѼҗࢿ ޙചনࢿਸੋਵ۽ӵײҊৢ߄ܲо৬కܳبӝؘܰחਸࣗفઁ

ޙച पୌࢎ۹ Үਭܐ

¥ޙചযܿܖ౯ࣻসਵ۽Ӓ଼ܿৈ೯ਸځա

ₘীࢲחনೠࢎഥҳࢿਗਸߓ۰ೞחҳੋߑߨਸ֥߸ഋਸా೧೧ࠁ۾بपୌߓ
ਵ҅۽ദೞ
차시

소주제

그림책

학습주제

문해력
역량

다문화
역량

É주요어휘 : 울타리, 창고, 진흙, 이웃, 차, 사진,
1~2
(80분)

편견을 버리면
마음이 보여요
인지적 · 정의적

울타리 너머
아프리카

풀, 사진, 삽
데지레 아주머니의 마음을 공감하고

음소
인식

반편견
정체성

외국에서 온 이웃을 대하는 마음 알아보기
É주요어휘 : 붓글씨, 대학, 할아버지, 사촌, 결혼,
3~4

이웃 나라의 문화

(80분)

인지적 · 정의적

빨간 봉투, 가정교사
루비의 소원
한국과 중국 문화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기

읽기

문화
다양성

이해
평등

É주요어휘 : 사슴, 다람쥐, 너구리,숨바꼭질,
5~6

달라도 함께해요

(80분)

실천적

가위, 바위, 보, 울음, 술래
나 안할래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읽기

정체성

유창성

협력

놀이규칙을 바꾸어 친구를 배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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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যܿࣻসࣘਵ۽

_ରद

ಞѼਸߡܻࠁ݃ݶৈਃ
편견을 버리면 마음이 보여요

수업주제
성취기준

배움목표
상시평가

관련교과

창체

반편견 정체성
문해력 역량

데지레 아주머니의 마음을 공감하고
외국에서 온 이웃을 대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음소인식

편견의 뜻을 알고 문화가 다른 이웃을 대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지식이해)
교수·학습활동
◎ 오늘의 날씨 묻고 답하기

동기
유발
(10‘)

지우개
지우기&
그림책
읽기
(20‘)

□ PPT, 영상

- 이글루, 게르, 수상가옥, 진흙집, 한옥, 통나무집 등
◎ <울타리 너머 아프리카> 그림책 삽화보고 추측하기
- 울타리 너머 아프리카란 무슨 뜻일까?

♣ 읽기 전 · 중 활동 ♣
◎ 지우개 지우기 활동을 하며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기
- 외래어 (카메룬, 데지레, 프랑스) 읽기연습
* 한글파닉스 활동으로 한글 자모 음소인식하며 읽기

♣ 읽기 후 활동 ♣
그림책
하브루타
(10‘)

자료 및 활동사진

◎ 세계 여러나라의 집 모습 알아보기

♣ 읽기 후 활동 ♣
배움
◎ 이야기 빙고놀이
탐구 빙고놀이
- 낱말 빙고 놀이를 하며 낱말과 친숙해지기
(5’)
◎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내용 파악하기
- 이웃 사람들과 데지레 아줌마의 생활모습 비교하기
내용이해
- 데지레 아줌마가 창고를 허물고 진흙집을 지은 까닭은?
(5‘)
- 이웃들과 달리 주인공이 아줌마와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배움
표현

다문화 역량

[2슬05-01]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단계 수업루틴

배움
시작

울타리 너머 아프리카

그림책

[2국03-02]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 지우개 지우기 활동지

□ 빙고놀이

□ 학습지

◎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마음 짐작해보기
- 엄마와 아빠, 나, 이웃 사람들, 데지레 아주머니
-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말과 행동 찾기
- 인물의 마음을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짐작하기
- 인물의 가치보석을 가치보석카드를 활용하여 찾기

□ 편지쓰기

◎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편지쓰기
- 편견에 가득한 이웃사람들에게 제안하는 편지쓰기
(10’)
- 주인공 칭찬하는 편지쓰기
ÉTIP : 다문화학생 배려를 위해 낱말, 문장카드를 제시

배움
활용

미술놀이 ◎ 데지레 아줌마에게 진흙집을 지어 선물하기
- 찰흙으로 진흙집 만들기
(19‘)
- 주인공에게 선물하기 활동을 통해 배려와 존중을 내면화하기
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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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하기
- 오늘 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발표하기

□ 찰흙


ਓաޙۄച
이웃 나라의 문화

수업주제
성취기준

배움목표
상시평가

그림책

루비의 소원
다문화 역량
문화다양성 평등

한국과 중국 문화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문해력 역량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다.

읽기 이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가치태도)

날짜
연습

배움
탐구

창체

[2즐07-04]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단계 수업루틴

배움
시작

관련교과

[2바07–02]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ޙച पୌࢎ۹ Үਭܐ

_ରद

(1’)
동기
유발
(9‘)

지우개
지우기&
그림책
읽기
(20‘)

교수·학습활동
◎ 오늘의 날짜 묻고 답하기

자료 및 활동사진
□ 추측하기 게임

◎ 사진의 일부를 보고 추측하기 게임
- 중국제기, 치파오, 월병, 등불축제, 홍빠오, 팔각건
-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 <루비의 소원> 그림책 표지 읽기
-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책 표지를 통해 추측한다.

♣ 읽기 전 · 중 활동 ♣

□ 지우개 지우기 활동지

◎ 지우개 지우기 활동을 하며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기
- 낱말표에서 모르는 낱말은 교사에게 질문하여 알기
- 이야기를 들으며 낱말을 ○표 하기
♣ 읽기 후 활동 ♣

◎ 빙고놀이
- 낱말 빙고 놀이를 하며 낱말과 친숙해지기
◎ <루비의 소원>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내용 파악하기
내용이해
- 루비가 남자들만을 위한 집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
- 루비의 소원은 무엇이나요?
빙고놀이
(5’)

□ 빙고놀이

□ 팔각건
♣ 읽기 후 활동 ♣
그림책
◎ 한국과 중국 문화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이야기하기
하브루타
- 설날 문화 - 제기차기
(10‘)
배움
- 연등축제 - 전통 춤
표현
◎ 중국 문화 체험하기
문화체험
- 수건 돌리기 춤
(15’)
- 중국 제기차기

◎ 홍빠오 (붉은 봉투) 체험
문화체험 - 붓펜으로 부모님께 행운의 편지쓰기
- 행운의 편지를 홍빠오에 담아 부모님께 선물하기
(10‘)
배움
ÉTIP : 다문화학생 배려를 위해 낱말, 문장카드를 제시
활용
정리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하기
(5’)
- 오늘 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발표하기

□ 중국 제기

□ 홍빠오

- 차시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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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ରद

بۄ׳ೣԋ೧ਃ
달라도 함께해요

수업주제
성취기준

배움목표
상시평가

창체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림책

나 안할래
다문화 역량
정체성, 다양성, 협력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문해력 역량

놀이규칙을 바꾸어 친구를 배려할 수 있다.

읽기 유창성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고 규칙을 바꾸어 배려할 수 있는가? (기능)

단계 수업루틴

배움
시작

관련교과

[2슬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교수 · 학습활동

날짜

◎ 오늘의 날짜 묻고 답하기

연습
(1’)

◎ 다양한 음식 변형의 사례를 알아보기

동기
유발
(9‘)

자료 및 활동사진
□ PPT, 영상

- 다양한 떡볶이의 종류 (간장, 짜장, 카레, 로제, 크림 등)
- 다양한 요리방법의 좋은 점 이야기 나누기
- 놀이규칙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 <나 안할래> 그림책 표지 읽기
- 등장인물과 상황, 등장인물의 감정 추측하기
□ 낱말학습 PPT

♣ 읽기 전 활동 ♣
어휘학습 ◎ <나 안할래> 그림책 핵심 어휘 알아보기
(15‘)
- 핵심 어휘 10가지를 그림을 통해 알아본다.
- 학습지에 쓰기연습을 한다.
< 한글쓰기 단계별 활동 >
1단계 – 낱말쓰기 연습을 한다.
2단계 – 그림을 보고 문장쓰기 연습을 한다.

배움
탐구

□ 학습지

소리내어 ♣ 읽기 중 활동 ♣
◎ <나 안할래> 그림책 함께 소리내어 읽기
읽기
-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가며 읽는다.
(15’)
-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가며 읽는다.

그림책 ♣ 읽기 후 활동 ♣
하브루타 ◎ 등장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 사슴이 고집을 부린 이유 추측하기
(13‘)
배움
- 사슴도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표현

□ 역할놀이

역할
◎ 등장인물을 칭찬하기
놀이(12’)
- 등장인물 역할을 하는 친구에게 가치덕목 칭찬해주기

◎ 상황별로 놀이규칙을 변형하여 가위, 바위, 보 놀이하기
-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가위, 바위, 보 놀이하기
놀이하기
- 팔을 깁스한 친구가 있을 때 가위, 바위, 보 놀이하기
(10‘)
배움
변형

활용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하기
정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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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발표하기
- 차시예고

□ 상황별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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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যܿܖ౯ࣻসಣо৬ӝ۾

↽оࢿबಣо҅ദ
성취 기준

활동명

영역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다문화
이해하고 규칙을 바꾸어
자율활동
이해교육
배려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평가방법

평가시기

상황카드를 보고 놀이규칙을 변형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기

관찰평가
실기평가

5월

↽աҮࢎ߹ಣоبҳ ࣻ೯ഋ ࣁࠗӝળ
성취기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고
규칙을 바꾸어
배려할 수 있다.

영역

자율

평가요 소

평가방법

상황카드를 보고
놀이규칙을
변형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기

관찰
평가
실기
평가

세부기준
매우
우수

상황카드를 보고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놀이규칙을 변형하여 배려할 수 있다.

우수

상황카드를 보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놀이규칙을 변형할 수 있다.

보통

상황카드를 보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나 배려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

노력
요함

상황카드를 보고 상대방의 상황에 반응이
없고 배려할 수 없다.

평가시기

5월

↽Үࢤഝӝࠗ۾ହഝزӝࢎ۾೦द ֙ӝޙച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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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աউೡېӒ଼ܿਸ੍Ҋ ରܳоҳܳߓ۰ೞৈоਤ ߄ਤ ࠁ֥ܳ߸ഋ೧ࠆ
ÉաউೡېӒ଼ܿਸ੍Ҋ ࢚ടী߸֥ۄٮഋਸాೞৈҳܳߓ۰ೞߨߑחਸೣ
ÉաউೡېӒ଼ܿਸ੍Ҋ ֥ӏਸ߄Բযҳܳߓ۰ೞחకܳبӝܴ
¥ޙ೧۱җޙചхࣻࢿೣԋࢿೞࣻחসਸܖ

ࣻসदрীি٘۰ܻۨߊ؍ঠ ઝܳೖݴҳܳۄٮೞݴѹѹणীଵৈೞৃפ؍ә݃
חೠҴযоࢲొޙചࢤٜҗೠӖॳӝоࣼೠੌ߈ࢤٜ֙غӝীযࢲೠӖਸڍযঠ೮Ҋߓ
ૌѢਸוՙѱ೧Ҋर
ࢤࣻળীחݏण٣٨جਸחѪmѪೠزӝਬߊۄҊࢤп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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ଵৈೞחਗز۱ࣻغসաݶࢤٜࢲبҙਵށ۽۰оࣻসೠӒ଼ܿਸ࠽۰ࠁࢲبۄוҙ࠙
೧Ҋೠইٜࣻস݅ب৬ૌѢਸӒۧѱࠁৈҷইաҊ ࣻসীଵৈೞҊ 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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ഥhޙചߓ҃धਸऺҊࣁ҅दхࢿҗకܳبӝܻܳࣻҮ৬эয۰ਸѻ݆חࢶࢤ
שٜԋࢲޙചযܿܖ౯ࣻসਸഝਊ೧ࠁदݶજѷ؊নೞҊബਯੋࣻসܖ౯ٜѐߊغযޙ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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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ױհ݈ॳӝোणЭЮНШаЦШНЫНЭЦЯНЫЦнЯЩЬП
ãӒܿਸࠁҊհ݈ਸ߄ܰѱॄࠁ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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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 ढ
ޙ҅ױॳӝোणЭЮНШаЦШНЫНЭЦЯНЫЦнЭЮТСЩЬФТЫЦЧ
ãӒܿਸࠁҊࠁӝীࢲযܻחղਊਸҎ࠼ۄীॳࣁਃ
ЌЬЯЪЬаЮЦаТЫНШНЮаЦЫШб ПйОТЮЦаТЯЬЬаПТаЯаПбмзЦЧШЬЫаТЫаЦХ7JFXЦХНЭЦжЦаТТРЬПЭЬЩТ
ࠁӝЌЮЦЪТЮ
оਤ ߄ਤ ࠁ֥ܳೠҊ߄ऀԙ֥ਸೠ

ҳٜ

¥ѐӝഝز

ঠӝ੍ܳӝীհ݈ٜীঠӝী١ೞঋਸѪэհ݈ਸоҎۄ9೧ࠁࣁਃ
Ӓ଼ܿঠӝٜܳਵݴաয়חհ݈ೞࣁਃ

ই٘ހ

ടӘ

ܻನפই

झद

ҕ

ࡈр࢝

ࣚ

ࣚ֗

উੌ

оҮࢎ

ਘ߽

۔

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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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6-563& णۚਵ۽
ৌযоޙחചҮप
উਮ]҃࠘ӝ҅ҕসҊ١Ү

࢚ࣻ

Үਭҗ]Үҗো҅<ҮҗݺҴয>
बࢎ
Ѽ



࢚Үә ֙ ]Ҋ١Ү ֙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다문화 요소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이다. 작품 속 등장인물의
상황에 공감하고 몰입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동기유발을 통해 학생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뿐 아니라 실천 방안까지 도출해 본다는 면에서 수업의 의의가 매우 높다.

ࣻসߓ҃߂ݾ
ޙചחౠҮҗ݅

ޙച৬ޙചۆ

ޙചࣻসౠҮҗী݅ೞੋחध
ݽٚҗࣻݾসਵ۽ഛחغѪਸઁডೞ
ݶח

ޙച৬ޙചܳઁ۽ইחѪࠗఠ
ޙചࣻসदػҊࢤпೣ

т١ਸযڌѱ೧Ѿೞחоޙചࣻস
ߊ೧Ѿपܻ݃ۄҊࢤпೣ

т١೧Ѿযڌѱ

ޙച
$6-563&
णۚਵ۽
ৌযоח
ޙചҮप

ޙചࢎഥҗױਸ߄ܰѱঌҊױ
ਸযڌѱਵ߄۽Լঠೞחࢤп೧ࠁח
Ѫਃೣ

ױਸযڌѱਵ۽



ޙചࣻসౠҮҗী݅ೠѪਵࢤ۽пೞ҃חೱ۞ ؘחೠੋधޙചࣻসҮਭഅী
ࢲݽٚҗࣻݾসਵ۽Ӓ৻োഛחغѪਸઁডೞݶחࣻসউޙചࣻসਸౠҮҗী
ೠѪਵࢤ۽пೞۈࢎחੑীࢲࠁࣗࢤࣗݶೠѪਵੌࠁ۽ܰݽ݅ ࣻসউਸా೧ޙചࣻ
সݽٚҮҗݾਵ۽ഛغযഝਊغযঠೣਸӓਵࠁ۽ৈࣻਸѪ

فݽо
ࢿೞח
աߓ׃ఠ

т١

т١ਸযڌѱ೧Ѿೡоޙചࣻসߊ

ޙച

न݅য ٸؼ۽ೠਸपୌೡࣻ

ѐࢶ

ޙചױਸਵ۽ѐࢶೡࣻ

 ݫ٣ߑಕੋܳഝਊೞৈࠄোҳоӒܽਢొ

40



ࣻসѐب
↽т١ਸ೧ѾೞҊ
݅թਸӝড

↽ޙചোѾೞӝ
ޙച৬ޙചݏ

4FF:PV-BUFS

↽ױਸਸ
ܻ݂؛ݽ

5VOJOH

3FNPEFM

োҳઁ
ޙച $6-563& णۚਵ۽ৌযоޙחചҮप

$6೨ब

प೯ߑೱ

56

प೯

प೯ۚ

3&

࠺౸ ହࢎҊ۱

ࢎࣗా

ҕز

ࠁܐഝਊמ۱

 زמण

ডਸъਵ۽

दաܻয়т١೧Ѿೞӝ

ޙചোѾೞӝ

ױѐࢶೞӝ

ࢤпदпച

ೣԋߓ

ߓա׃

ۄഝز
١ੋޛীѱࢶޛೞӝ

ޙചোѾೞӝ
ա݅ޙച ޙച

ޙചױਸਵ۽
ѐࢶೞӝ

যࢲ৬ۄ۽
т١೧Ѿೞӝח

ޙച
ೞ݃ఠݶঐӝೡ࡞

যݧѤԙ
ѐࢶ೧ঠ೧

Üࢤп٘ܳഝਊೞৈ
ա݅ޙചղܻӝ

Ü ޙചҗױਸ
ನझীҊਬݾച
ೞӝ

Üद աܻয় ١ੋޛী
ѱࢶޛೞҊरѪਸ
଼ա नޙীࢲ য়۰
ࠢҊт١೧ࣗରਗ
ীࢲӒਬӝ

ޙച पୌࢎ۹ Үਭܐ



ÜੋޛীѱࢶޛೠѪ ޙച ਸ
োѾೞৈޙച৬ޙച
ӝ

Üޙചױਸਵ
۽ѐࢶೞӝ

ޙചҮਭѐੋٜनաۄ৬ࣁ҅ীઓೞחনࢿਸೞ۾بೞחҮਭҗ ੋࠁܨಞޙച
оܳ୶ҳೞҊࣁ҅о৬ޙചਗࢿਸъઑೞחҮਭ ݴӓࣁޙ۽ചܳࣻਊೞҊ؊ࠛয
ইоࢲݶೠਸೡࣻ҅ࣁחदਸӡ۞חҮਭ

ޙചҮਭਸ೯ೡޙٸഴܯೠݒѐоػনೠޙചܳࣗޙחܖ۽ਸߓਵॄ۽ো
झۣѱޙചҮਭਸप೯ೡࣻӝޙٸणٜޙਸా೧नࣘೠޙചী೧աѱ
ѢաગইࢎҊܳߡܻҊ ఋޙച৬ఋੋনೞѱઓೞҊחѪਸ೧ೡࣻ߄ܳఔਵ
۽ೞৈёҙਵ۽नਸ߄ࣻࠅۄѱػ

 ೞࢿ৻ޙ~  ݺചࣗ֙೧ ۿনࢲਗ QQ_
 ୭ഐ  |ޙചઁޙಿਸഝਊೠޙࣻসোҳࣗࢸ~৮ٙܳबਵ҃۽ӝҮҮਭਗࢳࢎਤ֤ ޙ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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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য

ₖޙച $6-563& णۚ$6- т١೧Ѿ  56OJOH ޙചোѾ  3&NPEFM ױѐࢶ
$6т١೧Ѿۚ

56OJOH
ޙചোѾۚ

3&NPEFM
ױѐࢶۚ

$6-TFFZPVMBUFS4/4ড۽١ੋޛт١ਸ೧Ѿೞӝਤೠण
ۚт١ਸੜ೧Ѿ೧ࢲ݅թਸӝডೞޙחചࣻস୶ױ

56ח5VOJOHਵ۽ࢤٜ൜৬ҴযणࣻળਸױೞҊܳ߄ఔ
ਵݏ۽ഋ೧ഝ زഅഝزਸਊೞৈ ޙചܳোѾೞחणۚਸ
ೠ

3&ח3FNPEFMޙ۽ചҗױਸਬݾചೞৈױਸਵ۽ѐ
ࢶೞחणۚਸೠ

т١೧Ѿ ݏण ױѐࢶਸࣗীਊೞৈ
ࢤٜޙചীೠੋधѐࢶ



ҳपୌ

ₖҙ۲ࢿஂӝળ
ࢿஂӝળ
т١೯җ೧Ѿҗীਬೞݴಿਸх࢚ೠ

т١೧Ѿ

ࢎഥ
࢚ഐਊ

ࢿ

<Ҵ>т١೯җ೧Ѿҗীਬೞݴಿਸх࢚ೠ
<Ҵ>ੋрࢿਸܘಿਸ੍ਵݴਸࢿೞחకܳبצ

ₗࢤпߓ ҅ױ҅ױ
생각 3단계

배움 3단계
배움 준비

함께 배움

배움 나눔

생각 기초

생각기초 단계 – 생각 표현, 생각 시각화

생각 심화

생각 심화 단계 – 토의하기

생각 적용

생각 적용 단계 – 생각 정리, 자신의 언어로 창작, 현실에 적용하기

rחܻ׳ରsҴоੋӂਤਗഥоઁೠࣗ֙ੋӂചrदࢶsীӟಞ১ߡפझചೠಞਵ
ࢎ۽ӝࣗ֙־ݶҳաѻਸߨೠࢿాਸܻীࢲৡ࢜ষ݃৬т١ਸా೧؊ӓചद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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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সبউ
ղਊ߂җ

١ੋޛীѱࢶޛೞӝ ۄഝز
↟Ӗীաఋաחਃт١ੋޖӒܻҊӒ۞ೠ
т١৵ੌযլחਗੋਸಝࠁҊӒ೧Ѿप

ࢶޛоইۄפ৵т١ੌযլחਗੋਸঈ
ೞחѪ؊ਃೞਗੋਸঌইঠ೧Ѿपܻ݃ܳ
ਸࣻӝޙٸ

ޙച पୌࢎ۹ Үਭܐ



ܻ݃ܳӝਤೠߣ૩ഝزदաܻয়ী١
ೞחਃੋޛীѱਃೠѪੌޖࢤпೞ
ৈࢶޛೞҊरѪਸ଼աनޙীࢲয়۰ࠢ
ҊӒਬܳޛࢶחਬܳחѪݒ
ਃೞ
↟ࢶޛਸয়۰ࠢੌ ٸӒࢶޛ৵ਃೠܳੜࢤ
п೧ঠೠӒࢶޛਸ߉ਵॄ۽т١೧ࣗؼ
ࣻযঠೣਸ࠙ࢸݺೠ ଼ীࢲࢎਸ
য়ܻѢա ݆ࠢ ؘח दрਸ ೡগೞ ঋ۾ب
بೠ

١ੋޛীѱ
ࢶޛೞӝ

ࢶޛਸળҊ

ࢶޛ

ଲীѱҊনܳఃߓࢲݶ۰बਸ
ӝܰѱೞҊरҊ ޙചҕࠗܳೞۄ
Ҋஹೊఠ৬ҳࠄਸࢶޛೞҊर

т١ਸ೧Ѿೞӝਤೠ
पܻ݃ੋࢶޛ

ରষ݃оೠҴীೠѪਸ؊ঌইо
ӝਤ೧ਃೠѪэইࢲ֢࠘ ଼ਸ
ࢶޛೞҊژೠҴࢎۈٜҗ࠺तೠࢤഝ
ਸೞӝਤ೧ࢲೠҴষٜ݆݃ॳח
ചಿਸࢶޛೞҊर

ࢶޛೡ١ੋޛрт١೧ࣗ ࢲ۽ীೠ೧ ࢶޛਸदпചೞৈ೧֫ܳب

ܻоࢤпೞߣח૩ޙച
↟ࢤп٘ܳഝਊೞৈղоࢤпೞޙחച৬࠺तೠܳоҊח٘ܳҊܰҊӒѪਸҊܲਬ
ܳನझীࢤ חп٘ܳਊೞݶইٜऔѱотࣻযޙചחۄఃਕ٘ী೧য۵
ঋѱӔೡࣻ
↟ನझীਬܳمݽਗҗҕਬೠоҕхоمݽחਗਸࡳইਵ۽ҕਬ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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ࢤٜࢤпೞޙחച
ղоࢤпೞޙחചࠛۆಣ١
ࢲޙܲ۽ചо݅աۈࢎݶٜযו

ࢤٜޙചܳࢤпೡࠛ ٸಣ١ਸ
ৢځ۷فѐೞաܳࢶఖೡࣻ߆

ೠଃਸࢶఖೞѱغҊ Ӓ۞ܲݶೠ
ଃಣ١ೠܳ߉ޅӝޙٸ

ীহਸٸೠଃܳח߉ޅҊ
ࢤпೞҊ

ղоࢤпೞޙחചޙ৻ࣗח
ചࢎۈٜഒࣗ৻߉Ѣաର߹ೞ

ࢤٜ ޙചܳ ࢤпೡ ܳ৻ࣗ  ٸ
ৢځ۷न҃ࣁ҅ࣘীࢲ

ӝޙٸ

ޙചࢎۈٜࣗ৻߉Ҋ؍Ѫ

ղоࢤпೞޙחച۽৻ח
नٜҗખܰѱࢤ҂ҊࢎۈٜӒ
ࢎۈਸܻجٮӝޙٸ

ࢤٜޙചܳࢤпೡ۽৻ ٸਸ
ৢځ۷नٜҗܰѱࢤѹࢲجٮ
ܿೞחҳ҃ਸыҊ؍
Ѫ

ࠛಣ١
ࠛಣ١ࢎ۹ܳইࠁҊ৵
۠ࠛಣ١ࢤӡࣻ߆ী
হחࢤпೞחӝഥ۽ӝ

ࣗ৻

৻۽

ࣗ৻߉ۈࢎ חٜ ࢎ۹ܳ
ইࠁҊӒٜਤ೧
ܻоޖਸೡࣻח
ࢤпӝഥ۽ӝ

Ӓٜѻ۽৻חযڃ
ѪੋইࠁҊ৻۽ਸ
ૌѢਵ߄۽Եউࢤп
ӝഥ۽ӝ

ₘޙചোѾೞӝ
STEP1

가운데 세계 지도가 있는 전지를 모둠에 배부한다.

STEP2

등장인물에게 선물하기 활동에서 붙인 사진들을 모두 잘라 전지에 붙인다.

STEP3

각 선물(사진)들의 원산국을 찾아 선으로 연결한다.

STEP4

선물들이 모두 거미줄처럼 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ޙചোѾೞӝҗ

ࣁ҅ب
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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ࢶޛٜਸ
ੜࠢۄӝ

ࣁ҅ب৬
ࢶࢶޛਵ۽োѾ

ޙച



ޙച पୌࢎ۹ Үਭܐ

ղਊ߂җ

ޙചোѾೞӝ
↟مݽݺਗп١ੋޛীѱࢶޛೠѪٜਸ
ীੋࠢفݽ
↟оؘীࣁ҅ࠢܳبҊпࢶޛٜ
ਗҴਸইࢶਵ۽োѾ೧ࠄ ਗܳܳݽ
݆҃ࢤחغҔਵ۽োѾ
↟ࣁ҅пҴীࢲٜ݅যࢶޛٜۧѱܻաۄ
ীࢲ݅فݽզࣻ חӒܻҊࢶޛٜݽ
ࢶفਵ۽োѾೡࣻחਸ߄ఔਵޙ۽ചۆ
ޙചחৈ۞ޙചоೣԋઓೞחѪਵ۽ೞա
ࢎഥউীࢲࢲ۽নࢿҗରܳઓೞࢲݶҕઓೞ
חѪਸӵײѱೞחѪನੋ

ੋޖ ޙചޖۆࢤп೧ࠁѱೠ
оؘನझীॄࢲࠢੋ

ޙചۆӣߏ
৵ջೞݶӣߏܐ
ೞաೞաо пп ݍ
ਸղ۽ࢲݴযܻח
Ѫۢޙചبпա
ޙۄചоয۰
ӝޙٸ

ޙചۆѢ
Ѣ൦Ѫۢ
пաޙۄചоࢴৈ
ೞաࣁٜ҅ܳ݅ӝ
ޙٸ

ₙޙച ױӝ
↟مݽਗՙܻޙചҗױী೧࠳ۨੋझష߁
ೞৈನझী୭ೠ݆ݏ חҊౣܿਸन҃
ॳঋҊޖઑѤ୭ೠ݆חѪਸݾ۽ೠ
↟ನझਸਬݾചೠ ՙܻױ
ױՙܻѐࢶߑউա೧Ѿߑউߑউՙܻ ӒܻҊ
ઁীࢲߩযաחѪفݽبਬݾചೠ

ਬݾച



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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ₚޙചױਸਵ۽ѐࢶೞӝ
షೞӝ
ޙചױਸݽفݽইযڌѱೞױݶਸ
ਵ۽ѐࢶೡࣻחࢲ۽షೠ

ӓച
ӓചೞߑחೱਵ۽షೠ

ױҗਸোѾೞӝ
ױҗਸোѾೡࣻחࢲ۽ঠӝܳա׀

पୌоࢿמష
ӒѐࢶߑউܻоӘ೧ѾೡࣻחѪੋইפ
بݶਸ߉ইঠೡࣻחѪੋషೠ

ҳ҅ച
ܻоӘೡࣻחѐࢶߑউਸݽইખ؊ҳਵ
҅۽ചೠ

ࢤٜӘೡࣻחѪীݾೞӝ
ѐࢶ

ҕীೠҕ
ࠗоਃ ࠁܳঌܻ
חѪоמ

т١ࢤ҂ਸ֤ ٸ
࢚о غয חѪ
оמ

ޙച ҳ ೠҴয
بоמ

֤࢚ٜ݅যӝ

दࢎ

46

ҕߓ۰

֢زٜѐ
ࢶӘࢤٜ
ೡࣻহ

ೠҴযҮਭ



Әपୌೡࣻߑחউੋޖо

ೲҕীبחפځ؋Үҗࢲэߑউ/0

بਸ߉ইঠपୌೡࣻחѪੋޖо

بਸ߉ਸࣻחӝҙঌইࠁӝ:&4

ࢤٜपୌೡࣻחಕੋੋޖо

ੌഥࢿਵ۽աחಕੋ/0

ࢤٜޖਸ؊ҕࠗ೧ঠೞחо

ޙചীೠࣘੋҙबਸਤೠҕࠗ:&4

ޙചҳীѱೠҴযبযڌѱࣻա

ޙചҳܳزೞח೯ਤח/0


ޙച पୌࢎ۹ Үਭܐ

ղਊ߂җ

ₛܻоࢤпೞߣفח૩ޙച

ޙചۆೠٍبݺঋҊೣԋࢲ۽աইоחѪ

ޙച۽ۆ৵ջೞݶৈ۞աۄҴҗޙചо
ࢴৈೣԋ೧ೞҊઓೞৈইоחѪӝޙٸ

ޙചېۆېэ݃җ೯زਸݽইࢲ
ೞחഝژزೠޙചܰ۽ࢲ۽݅೧ೞݴೣԋ
೧ঠೞӝޙٸ

ޙചۆৈ۞ѐۈࢎٜܲݽৈғѱٞযৈೞա
оחغѪ

tӒܿ٘ޙחചۆఃਕ٘ীऔҊ
ѱӔೞӝਤೠu

ޙചোѾೞӝഝزറࢤٜޙചীೠࢤ
пӛਵ߄۽Շਸঌࣻীࠗח
ਵաഝزറrೣԋsױחۄযо݆ࠁੋ

ₜࢎী١ؼա݅rޙചs
ղоࢤпೞޙחചѐ֛

ܻٜࢎ

↟݅ডղоޙചীೠѐ֛ਸࢎী١ೠݶযڌ
ѱޙਸٜ݅যঠೡࢤпೠ
↟ܲҳѼبҕਬೞࢲݶनࢤпਸੜഅೞ
۾بೠ
↟ࢎীחѐ֛ਸଵҊೞغन݅য۽അ
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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١ੋޛীѱߡஉ؋ݾইӝ
١ੋࢿޛѺঈ
١ੋࢿޛѺਸঈೞҊ
Ӓٜীѱਃೠߡஉ؋ݾ
ੋޖӝ

ߡஉ؋ݾইӝഝز

ߡஉ؋ݾইӝ

т١೧Ѿ

т١ࢤӝחਗੋਸ
ঈೞҊ١ੋޛীѱ

ইળߡஉ؋ݾਸఃݶ
т١ࢤӝঋҊ࠺۾

যڃ؋ݾਃೠ
ইҊਬӝ

т١ࢤӝ؊بۄੜ೧Ѿ

ߡஉ٘ഝਊೞৈࢿ

ଲীѱਃೠߡஉ؋ݾ
ѿࣚҙਊ
ରষ݃о߬թੋחۄѪਸҳٜীѱঌ
۰ରо֥ܿѢܻоۈࢎܲ ؘחغਸन
ۢࣗৈӝҊಞѼਵࠗ۽ఠߩযաחҙਊਸ
оӝܳ߄ۈ

ࣗхա־ӝ

ࣗхӝ
©
ҕਬೞӝ
©
ղݶചೞ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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ղਊ߂җ

ࣗхӝ
©
ҕਬೞӝ
©
ղݶചೞӝ

ࣗхӝ
©
ҕਬೞӝ
©
ղݶചೞӝ

ࣗхӝ
©
ҕਬೞӝ
©
ղݶചೞӝ

ࣻসਸ݃__ݴ
ޙചীೠੋधਸ࢜܂ѱೞӝਤ೧दաܻয়١ੋޛীѱࢶޛೞӝഝزਸҊউೞաनޙী
ࢲࢎաӒܿਸয়۰ࠢҊࢶޛೞ۰חਬܳࢤп೧ࠁחѪӒܻҊ١ੋޛীѱਃೠߡஉ؋ݾ
ੋޖইࠁѱೣਵࢿੋॄ۽Үਭبোझۣѱݾೠഝزౠ١ੋޛੑীࢲࢤп೧
ࠁחदࢎ൨ਸఃחബҗоӒ۞ҊաࢲࢶޛٜਸمݽਗՙܻীࠢفݽҊӒѪٜਸޙച
ରਗীࢲোѾ೧ࠁѱೠੌةزରܻܳաۄীࢲఎࣻҊ ఎܻইधਸೠҴীࢲࣻࠅݍ
ਸࠁҊࣁ҅ޙചٜفݽোѾغযਸӵײѱೞחѪޙചחনೠѪҊ ۞ೠনೠ
ޙചܳযڌѱࣻਊ೧ঠೞחܳझझࢤ۽п೧ࠁѱೞחѪޙചী೧ࢲदࢤп೧ࠁѱೞחѪ
ഝੌزରݾҊनয۽ղ۰ࠁחѪରݾ 





ޙചܳन݅য۽द೮ߣݶীޙחചࢎഥݽېणী೧ࢤп೧ࠁѱೞח
ഝزਸਵ۽ೞѱޙػചҗױਸ࠳ۨੋझష߁ೞৈನझীҊਬݾചೠী
ӓചೞҊױਸਵ۽ѐࢶೞ۰ݶযڌѱ೧ঠೞחী೧షೞחഝزਸೞחѪഝزਸ
ా೧ࢤٜোझۣѱनٜपୌೡࣻחѐࢶߑউীӔೞѱغҊә߸ೞࢎחഥীࢲೖࠗ࢝ա
ࠗݽݽҴী࢚ҙহ݃ԈܳېԷԲݴ೯ࠂೞѱইтࣻਸ ٸܻبېࣘоמೞחѪਸ
ঌѱ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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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חೠҴযী%*1
ࢤ 㵸 ࢤೞѱпੋೞӝ
ഘ]ইթࢿୡ١Ү

࢚ࣻ

Үਭҗ]%*1ࢤࢤೞѱпੋೞӝ
बࢎ
Ѽ



࢚Үә ֙ ]بੑҴ֙ղୡ١ࢤ

본 교육 자료는 중도입국한지 2년 이내의 한국어 학급 소속 고려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통합 교육을 위해 개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교육 대상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한국어 체득
뿐 아니라 한국의 생활과 문화적응에도 매우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 성과와 학습동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어, 본 교육 자료의 현장 적용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

ރҗܻݠӒܻҊ݃ਵ۽ӝরೡࣻחೠҴযܳਤೞৈ

അӔޖೞҊחҮӔীחҟ߂উҗэࣻҊ۰ੋоٜೞৈҊӒܻҊࠗשݽਸ
بۄٮੑҴೠইٜrоաsبޅೠҮীੑೞ҃חоࣻկࢶয৬ޙചী
য۰ਸѻӝبೞ߈ݴਵ۽ೠҴযणীೠࠗೞ
ೞ݅ӒѪਸয়܃ইٜఒਵחܾࣻج۽হױੌೠҴী৬ঠೞחਬשݽࠗܲݽبਸۄٮ
৬կࢶয৬ޙചܳ݃೧ঠ೮Ҋ ೠҴযীೠनхࠗইٜੑਸҶѱײѱٜ݅оীࢲ
ࢎ۽ਊೞחয۞חदইযࢤ۽ഝࣘযܳ؊ӔೞҊࢎਊೞѱחغѪোೠੌҊ۰ੋ
ইٜѱৈӝ ۈࢎחࣗ ୶র ध۞فݽदইয۽пੋغযҮীࢲߓೠҴযח݈
աߑաҊয়ࢎݶਊೞঋইযߡܻҊয়݆ੌח
যоࣘীࢲয়ېইթӝਤೠઑѤੌޖө աীѱযয়ېইթחয݅ࡺܻݠחইރۄפҗ
݃ਵ۽пੋػযفݽ݃ ރ ܻݠযঠࢎۈਸrইsҊ݈ೡࣻ٠য݃ ރ ܻݠب
ਵفݽ۽ӝরೡࣻযঠইթחѱইקө ࣗࢸযߡܽदрਸইࢲীࢲٜ۪݃ীೠӝর  ݍх
ӒѪীೠҗѢӝরਸغ۷٠݈ೠҴযәਵࢲ۽աחইٜইחೠҴযܳߓӝܳ
൞ݎೞҊӒ۞ೠࣗݎਸઑӘա݃पഅ೧ࠁҊೠҴযҮਭҗਸҳࢿೞѱغ
대상

중도 입국한지 2년 이내의 한국어 학급 소속 고려인 초등학생

기간

2021. 3. ~ 현재

운영목적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해, 해석, 적용,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한국의 생활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다.

↟D.I.P : 언어-문화 통합교육을 근거로 한 한국어 수업 단계를 의미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1)기술/이해하기(Description) 2)비교/재해석하기 (Interpretation) 3)문화에
용어의 정의
참여하기(Participation)를 통해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생생(生生)하게 각인하기: 수업의 마지막 단계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낌, 감정 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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ߓӝਤೠ ޙചמ۱ਸೱ࢚दఃӝਤೠrޙചҮਭsীযࢲࠁݾ೧ঠೡѪޙചणҗীࢲܖয
חযഝزয৬ޙച ੌ࢚ੋ߈ਸޙചۄҊೠా ݶҮਭਸా೧য৬ޙചفоܳ
ࠁੜߓࣻחѪয়ഌ߂.PSBO݈ೠযޙചాҮਭীࢲܞঠೡоযӝמ
җэ
영역

인지적 요소

비판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위적 요소

능력

문화 이해력

문화 비판력

문화 적응력

문화 적용력

내용

기술의 언어

해석의 언어

반응의 언어

참여의 언어

활동

↟목록화하기, 확인하기

↟가정하기, 제안하기

↟판단하기

↟실행하기

↟분류하기, 인용하기

↟예측하기, 일반화하기

↟가치화하기

- 언어적

↟요약하기, 바꿔쓰기

↟분석하기, 비교하기

↟반응/표현하기

- 준언어적

↟서술하기

↟범주화, 구분하기 등

(감정 h느낌 h의견)

- 비언어적

যޙചాҮਭীࢲ֎оযӝ מ.PSBO  

ޙച଼Үо٘ੋۄ

ӝࣿয ೧
%FTDSJQUJPO

೧ࢳয ࠺౸
*OUFSQSFUBUJPO

ইחೠҴযী%*1
ࢤ ᓺ ࢤೞѱпੋೞӝ
ଵৈয ਊ
1BSUJDJQBUJPO

߈য 
ࢤ ᓺ ࢤೠ

ୡ١ࢤਸਤೠળೠҴযҮ

߉۽ܻݠইٜੋधੋӝࣿয धਸ೧ࢳೞח೧ࢳয पઁੋীଵৈܳాೠଵৈয 
݄݃ਵ۽नࢤпҗו՝ਸഅೞחযӐഋਸࢤп೧ࣻসਸҳࢿೠݶইחೠҴয
ࣻসоמೞঋਸө оߺѱߊਸӒ ח%*1 ࣻળীաঋ݅۞ೠदبٜৈ۞ߣ߈ࠂࢤࢤݶػೠ
ೠҴযࣻসоמೡ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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যޙചాೠҴযҮਭ ,4- җҳࢿળೠҴযҮ ୡ

순서

학습목표

관련단원

표준한국어 1-0
1

↟자음자와 모음자의 소리를 읽고 쓸 수 있다.
↟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1

활동내용

•자음과 모음 익히기
•이름의 의미 알기
•나만의 명함 만들기
•인사 예절 익히기
•자기 소개 하기

•동화책 읽기
•마음에 드는 단어를 찾아 적기
•단어의 뜻을 찾아보기
•마음에 드는 단어로 에코백 꾸미기

2

•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
• 짧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표준한국어 1-0

3

• 색깔의 이름 알기
• 색칠하기

•색깔의 이름 익히기
표준한국어 1-4-4 •지시를 듣고 알맞은 색으로 칠하기
•좋아하는 색으로 손수건 염색하기

4

• 위치를 묻고 대답할 수 있다.
•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

5

• 학교 주변을 소개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동작을 말할 수 있다.

6

• 학교 주변을 소개할 수 있다.
• 방향을 묻고 대답할 수 있다.
• 물건 가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 가게에서 물건 사는 표현을 말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3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앞, 뒤, 옆,위, 아래, 안, 밖) 익히기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걸어요, 열어요, 있/없어요) 익히기
• 지시를 듣고 보물찾기

표준한국어 1-4

•가게 이름 익히기
•교통표지와 신호 익히기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읽다, 사다, 먹다, 주다) 익히기
•학교 주변 지도 그리기

표준한국어 1-4
표준한국어 1-5
표준한국어 2-7
표준한국어 1-6

7

• 요일, 시간, 날짜를 말할 수 있다.
• 지난 일을 표현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7
표준한국어 2-7

8

• 요일, 시간, 날짜를 말할 수 있다.
• 부정표현을 말할 수 있다.
• 계절의 날씨와 그 계절에 하는 놀이를 말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6
표준한국어 2-4
표준한국어 1-2

9

• 물건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요일, 시간을 말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6

•한국의 돈 알아보기
•물건 가격을 묻고 답하기
•심부름 보드게임 하기
•공공장소 예절 익히기
•물건 사기 미션 수행하기
•날짜와 요일을 나타내는 표현 익히기
•기념일 묻고 답하기
•어버이날에 하는 일 알아보기
•가정 예절 익히기
•효도 쿠폰과 카네이션 만들기
•한국의 사계 익히기
•계절별 날씨 표현 익히기
•더위를 이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 알아보기
•수제 레몬청 만들기
•우리 반 시간표 살펴보기
•음악 시간에 하는 일 알기
•한국의 전통악기 알아보기
•전통악기 골든벨

표준한국어 1-1

10

•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 (물건을/횟수를) 셀 수 있다.
• 학교에서 경험한 일을 말할 수 있다.
• 학교 행사를 말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2
표준한국어 2-3

•난타 연주 감상하기
•좋아하는 한국 음악 말하기
•난타 연주 연습하기
•공연 예절 익히기

표준한국어 2-7

11

52

• 날씨를 말할 수 있다.
• 계절의 날씨와 그 계절에 하는 놀이를 말할 수 있다.
• 방학 경험을 말할 수 있다.
• 방학 규칙을 계획하고 읽을 수 있다.

표준한국어 2-4
표준한국어 2-5

•방학에 하는 일 살펴보기
•나의 방학 경험 이야기하기
•방학 계획표 세우기
•수박화채 만들어 가져가기



ইחೠҴযী%*1ࢤࢤ SFBDU ೞѱוՙӝ
이름은 소중해요

활동명

활동시기

활동목표

•이름에 있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읽고 쓸 수 있다.
•자신 있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활동자료

자모음 카드, 명함, 색연필, 사인펜 등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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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자와 모음자의 소리를 익힌다.
기술

D

해석

I
내용
참여

P

반응

生

•나, 너, 선생님, 친구 등 호칭어를 익힌다.
•자기소개 시 사용하는 표현을 익힌다.
•나, 너, 선생님, 이름, 친구, 나라 등
•한국식 이름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식 이름을 비교해본다.
•나와 친구들의 이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 성명의 구성을 알아보고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을 익힌다.
•나의 성은 ~입니다. 나의 이름은 ~입니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사용하여 명함 만들기
•친구와 명함을 교환하며 자기 소개하기
-‘저의 이름은 ~입니다’, ‘나는 ~에서 왔어요’,‘ 친하게 지내요’ 등을 사용하여 이름을 소개한다.
•나(저)의 이름은 ~입니다. 나는 ~에서 왔어요.
•이것은 나(저)의 명함이에요.
•잘 부탁해요. 친하게 지내요.
•내가 좋아하는 이름,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 이름 이야기하기
•이름에 담긴 의미와 소중함을 마음으로 느끼기
•나는 ~라는 이름이 좋아요.
•나의 이름은 소중해요. 나의 이름이 좋아요.

활동사진

자모음으로 이름 만들기

나만의 명함 만들기

친구와 교환한 명함

한국어 학급 수업이 시작되고 서로의 이름을 정답게 부르며 사이좋게 어울리는 학급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에 관한
아이들의 변화

수업을 준비하였다. 인터넷에서 찾은 러시아식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 언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 또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도 명함을
열심히 꾸미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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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곳, 우리 마을 탐색하기

활동명

활동시기

활동목표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마을의 장소를 소개할 수 있다.
•우리 마을 탐색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동자료

단어 카드(위치, 장소, 교통신호), 활동지, 색연필, 사인펜 등

21. 4.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익힌다.
기술

•상점 및 관공서 등 주요 장소의 명칭을 익힌다.
•교통표지와 신호를 나타내는 단어를 익힌다.
•옆, 앞, 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D

해석

I
내용

참여

P

반응

生

•학교, 문구점, 빵집, 약국, 마트, 편의점, 아파트
•신호등, 횡단보도, 빨간불, 파란불 등
•상점과 관공서에서 하는 일을 알아본다.
•있어요/없어요 활동하기
- 한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상점과 교통표지를 비교하며 있어요/없어요로 대답을 해본다.
•~에서는 무엇을 해요/사요?
•~에서는 ~을 해요.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에 ~가/~도 있어요/없어요.
•우리 마을을 탐색한다.
- 교통질서를 지켜 안전하게 마을 탐색하기에 참여한다.
- 상점의 이름을 적고 위치를 확인한다.
•우리 마을 지도를 그려본다.
•약국은 마트 뒤에 있어요.
•문구점은 학교 옆에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마을의 장소를 말한다.
-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우리 마을의 장소를 소개한다.
•나는 빵집이 좋아요. 빵이 있어서 좋아요.
•나는 문구점이 좋아요. 장난감을 살 수 있어요.

활동사진

우리 마을 지도 제작 1

우리 마을 지도 제작 2

마을 탐색 활동지

무심코 지나치곤 했던 마을의 장소를 살펴보고 그 곳이 어떤 곳인지, 나는 그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아이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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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그 장소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는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사는
장소(우리 마을)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1. 4.

활동시기

•물건 가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활동목표

•가게에서 물건 사는 표현을 사용해 물건을 살 수 있다.
단어 카드(물건, 화폐), 미션지, 장바구니와 지갑 등

활동자료

기술

•한국의 화폐 단위를 익힌다.
•각 상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이름을 익힌다.
•물건 사는 표현(이거 얼마예요?, 이거/거스름돈 주세요 등)을 익힌다.

D

ޙച पୌࢎ۹ Үਭܐ

심부름, 나도 할 수 있어요!

활동명

•십원, 백원, 오백원, 천원, 만원, 오만원
•연필, 색종이, 지우개, 빵, 약, 휴지, 사과, 공책 등
•이거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 등
•각 상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과 살 수 없는 물건을 분류한다.

해석

I
내용

참여

P

반응

生

•한국(원)과 러시아(루블)의 화폐단위 비교하기
- 한국과 러시아의 동전과 지폐를 살펴보고 비교해본다.
- 스마트폰 환산기를 사용하여 가격환산을 해본다.
•빵집에서 휴지를 살 수 없어요.
•한국의 돈은 원이에요. 러시아의 돈은 루블이에요.
•~원과 ~루블은 똑같아요.
•보드게임으로 물건 구매 연습하기
- 물건의 가격에 맞게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각각의 상점에서 물건 구매하기
- 공공장소 예절(존대, 질서지키기 등)을 지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다.
- 미션지에 적힌 물건과 수량을 지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심부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한다.
•안녕하세요. ~ 있어요?
•얼마예요? 거스름돈 주세요. 봉지 주세요.
•내가 사 온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 물건의 이름과 가격을 소개하고 친구들과 내용을 공유한다.
•나는 ~을 샀어요. 나는 ~가 좋아요.
•~은 ~원이에요. ~도 사고 싶어요.

활동사진

심부름 보드 게임하기

아이들의 변화

미션지와 지갑

심부름 미션 성공!

한국과 러시아의 돈을 비교해보면서 똑같이 동전과 종이로 된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라별 상징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미션을 통해 아이들은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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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에요

활동명



활동시기

활동목표

•요일, 시간, 날짜를 말할 수 있다.
•높임말을 사용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활동자료

단어 카드(가족, 높임말 등), 효도 쿠폰, 카네이션 재료 등

기술

D

21. 5.

•요일, 날짜를 나타내는 말을 익힌다.
•가족 내 호칭어를 익힌다.
•5월에 있는 가족 관련 기념일(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익힌다.
•월~일요일, 1~31일
•아빠(아버지), 엄마(어머니), 언니, 누나, 형, 오빠, 동생, 강아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카네이션, 편지, 감사
•우리나라에는 이런 날이 있어요! 기념일 비교하기
- 달력에 기념일을 표시한다.

해석

I

내용

- 가족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한다.
•어버이날의 의미 생각해보기
-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에요.

•한국에는 어버이날이 있어요. 어버이날은 5월 8일이에요.
•러시아에는 어머니의 날이 있어요. 어머니의 날은 11월이에요.

참여

•효도 쿠폰 만들기
- 단어 카드를 참고해서 부모님께 드릴 효도 쿠폰 만들기
- 높임말을 사용해(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 마음 전하기
•감사함을 담은 카네이션 만들기

P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건강하세요
•~께서 부탁하시는 청소/공부/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응

生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방법 나누기
-‘나는 ~할 거예요’ 표현을 사용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청소를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활동사진

가족 호칭 익히기

아이들의 변화

심부름 이용권

카네이션 만들기

몇몇 아이들은 학급에서도 카네이션 만들기를 했으나, 어버이날의 의미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수업을 통해 러시아의 아버지, 어머니의 날과 한국의 어버이날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네이션과 쿠폰 완성 후 ‘엄마, 아빠한테 (줘요)줄 꺼에요’라며 뿌듯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56



활동목표

•물건 이름(전통악기)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학교에서) 경험한 일을 말할 수 있다.

활동자료

시간표, 전통악기, 화이트보드, 난타북과 난타채 등

활동시기

21. 6.

•시간표 익는 법과 각 시간에 하는 일을 익힌다.
기술

•전통악기의 이름을 익힌다.
•음악과 관련된 단어(듣다, 치다, 두드리다, 불다 등)를 익힌다.
- 전통악기 골든벨 활동

ޙച पୌࢎ۹ Үਭܐ

즐거운 음악 시간, 난타로 BTS

활동명

•1~6교시, 국어, 수학, 음악, 미술, 창체 등
D

•북, 징, 장구, 꽹과리, 가야금, 소고 등
•북을 치다. 가야금을 뜯다 등

해석

•한국의 전통악기와 비슷한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악기 말해보기
- 정확한 명칭을 모르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주로 이야기한다.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생각해보기
•좋아하는 한국/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음악 말하기

I

•나는 ~곡을 좋아해요. 러시아 노래예요.
•나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알아요. 들은 적 있어요. ~를 제일 좋아해요.

내용

참여

P

반응

生

•시간표를 보고 음악 시간에 음악실로 찾아오기
•난타 공연 예절을 익히고 BTS ‘Butter’난타 연습하기
•연습 후 친구들 앞에서 난타 공연하기
- 질서와 예절을 지켜 친구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는 ‘난타’가 있어요. 난타북을 쳐요.
•바르게 서세요. 채를 쥐어요. 4번 치세요.
•집중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않아요. 박수를 쳐요.
•난타 연주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을 말한다.
•난타로 연주해보고 싶은 곡을 이야기한다.
•힘들었어요. 손이 아파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해본 적 없어요. 처음이에요.

활동사진

전통악기 체험

어떻게 연주할까?

악기 이름 골든벨

난타로 BTS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알고 있는 K-pop이 제법 있었고, 우즈베키스탄의 노래를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변화

들려주기도 하며 각 나라의 음악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또 난타 공연을 하고 친구들의 공연을
감상하면서 공연 예절을 몸에 익히고, 한국의 음악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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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보내는 방법

활동명

활동시기

활동목표

•여름 날씨와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일을 말할 수 있다.
•‘~했어요’를 사용하여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다.

활동자료

여름방학 계획표, 단어 카드, 수박화채 재료 등

21. 7.

•날씨 및 계절 관련 단어를 익힌다.
기술

•여름에 할 수 있는 활동과 놀이 관련 단어를 익힌다.
•방학 숙제 관련 단어를 익힌다.
•봄~겨울, 덥다, 춥다, 따뜻하다, 쌀쌀하다 등

D

해석

I

내용

참여

P

반응

生

•수영하기, 여행 가기, 아이스크림 먹기 등
•일기 쓰기, 책 읽기, 그림그리기, 영화 보기 등
•여름/여름방학에 하는 일 이야기하기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서는 여름/여름방학에 무엇을 해요?
•해봤던 일과 아닌 것을 분류해보기
- 단어 카드를 사용하여 해봤던 일과 아닌 것을 분류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일기를 안 썼어요.
•더울 때 ~을 먹어요 등
•여름방학 계획표 작성하기
•더위를 이겨보자, 수박화채 만들기
•방학에 바다에 가고 싶어요.
•나는 어제 친구와 놀았어요. 과자도 먹었어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했어요. 내가 더 잘했어요.
•방학 때 하고 싶은 일을 함께 나눈다.
•제일 재미있을 것 같은 일 뽑기.
•나는 여름방학에 팥빙수를 먹고 싶어요.
•나는 MMA하는 것이 좋아요.

활동사진

아이스크림/수박이 먹고 싶어요

바다에 가고 싶어요

수박화채 완성

한국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여 아이들과 여름방학을 주제로 수업을
하였다. 서툴지만 방학 숙제와 안전 수칙에 관한 내용도 함께 읽어보고 방학 계획표도 작성해
아이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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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1학기 동안 배운 단어와 ‘ ~하고 싶어요’ 표현을 사용해 제법 그럴듯한 계획표를 완성했다.
한 학기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표현만큼이나 하고 싶은 일이 늘어난 것 같아 흐뭇했다.
아이들의 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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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ә ֙
ୡ١Ү ֙

교육연극놀이라는 흥미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주고 있다. 매 수업마다
학생들이 상황에 몰입하면서 몸짓, 손짓, 발짓 등의 온 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잊지 못할 즐거운 학습
경험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 수업마다 교육연극을 하기 위한 수업 단계들이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어, 교육연극놀이를 수업에 접목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दೞࢲݶ

֙۽աੋ۽೧ࢤрࣗాߑߨ݆ਤ୷غҊ࠙ࠗҮਭഝزѐੋীୡਸ୶ݏয೯ೞࢲݶ
ޙചࢤٜҮपాীয۰ਸѻחઁ۽ա࢚ടաӝ݅ਸӝܻӝࠁӝചغҊ
࢚חടਸোझۣѱ߉ইٜҊ֙рद೯য়ܳ߃߄ఔਵޙ۽ചҮਭ࢚ചܳਤ೧؊ӓҊਬ
ೠҮਭഝزਸ҅ദ೧ঠѷҊ೮ޙചࢤٜҗ࠺ޙചࢤٜҙ҅ݛӝೠ҅ܳযࣗా
য۰ۄޙٸҊࢤпೞݴ֙ੌࣻޙ۾ചࢤٜೠҴযܳणٙೞؘ࠙ࠗחणदрਸो݅
যൃоޙ࠺۾ࣻטചҳٜҗোझۣѱࢴҊࣗాೡѢחۄ࢚җܻࣻ׳সदрաएחदрীৈ
ࢲ۽ооযܻӝܳয۰ਕ೮ҊэݽҴযܳॳחইٜՙܻށ۰חפഅ࢚҅ࣘغ
ীޙചࢤٜযҮਭ݅ఀਃೠѪ࠺যਃࣗ ރয ֥য оইקөࢤпਸೞҊҮ
җࣘীࢲߓࣻޙחചҮਭਃࣗܳ୶೧~эоҮਭোӓં۽ܳ҅ദ೧ࠁҊਊ पୌೞѱ
غtޙചࢤҗ࠺ޙചࢤٜೣԋਓࣽחрਸನೞۄu࠙ݺযൃܳ೧ೞޅೞҊ݆
ചоয়Ҋоঋ࢚ടীࢲفݽبоਓҊ߅ࣻݴtࢶࢤࣻשসযਃuೞ࢚חടী೧ࠁפই
ٜ࢚ടށੑࣘীࢲࣚ ߊਸ೧оࣻݴসݾীށੑ೧оҊҊোझۣѱযܳߓҊ

ӒܿۢӒ۰חҮਭোӓ֥җ
ա݃ਸৈחmয়0QFOJOH



ߓҎѺਸٜ݅Ҋ೧ೞחm٘۽%SBXJOH



ହਵߓ۽ਸ࢝சೞחmஸ۞݂$PMPSJOH



पୌ೧ࠁҊ݃ਸחmܻ٬3FDPSEJOH



ݻदрରदܳҳࢿೞৈৈ۞աޙۄചܳೞҊաоޙחചҮਭইݽۄפٚҮਭҗࣘীࢲޙ
ചҮਭਃࣗܳನೞৈޙചхࣻࢿਸ֫חҮਭਸೞҊೞחҊࣘীࢲҮਭҗো҅ޙചં۽
ܳࢸ҅ೞѱغҊোझۣѱॳҊחইٜރযܳҮਭোӓਵ۽؊Үചदெഝزਸ೯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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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ա࢚ടীחݏં۽णਸాೠࣘҊݾೱੋҮਭ֥ܳҳউೞৈҮਭഝ߈زী
Ѧޙചхࣻࢿਸӝܲ















- ֥ೞח೯ਤীਸחفѪইޙۄפചхࣻࢿਸೣনೞؘחਃೠࢤٜݽٚҮਭഝزী
زמଵৈ৬ૌѢਸױࣻחਵ۽ഝਊೠ
•֙ࢤٜߊ҅ױ׳ীחݏં۽ઁܳҮਭ֥ܳా೧അೞݴҕઓೞݽחणਸా೧࢚ഐઓ

ޙച पୌࢎ۹ Үਭܐ



ݴઑച۽ਃࢿਸוՙѱೠ



ਊয

•교육연극놀이 : 놀이와 연극적 요소(즉흥성, 역할, 리액션, 긴장, 상상과 표현, 창조, 변형, 존재감, 감정의 교류 등)
가 합해진 것이다.
•다문화 감수성 :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태도,
가치, 행동 역량을 의미한다.
ޙചਃࣗ

ղਊ

ಣ١ࢿ

Ҵо  ੋઙ ࢿ नמ۱ ࢎഥ҅கܰ݅ ੋрفݽಣ١ೞחӛੋకب৬о

߈ಞѼ

ࢶੑѼ ಞѼ Ҋҙ֛߂ର߹ীೠ࠺౸ੋࢎҊܳഋࢿೞҊ ઁޙীݶ೮ਸٸೡࣻ
מח۱ੜػޅ೯ਤաࢤпਸ߄۽ইחೡ

ࢿ

ӛੋইѐ֛җইх ױхഋࢿ

নࢿ

ਬࢎࢿҗରਸоҊחনೠѐੋҗױઓೞחѪਸঌҊ ઓೞ݃ח

ޙച೧
ഈ۱

ޙചрਬࢎҗରਸঌҊпޙചীೠ೧৬ઓबਸӝܰ ݴনೠޙചীೠӛੋ
కܳبӝܰחѪ
নೠࢎۈٜҗ࢚ഐਊמ۱җഈמز۱

↟O pening : 수업 주제를 알고 마음열기
↟D rawing : 배울 주제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하기
↟C oloring : 활동에 우리들의 색깔 입히며 적용하기
↟R ecording : 수업 목표와 다문화 교육요소를 융합하여 실천의지 다지기



ޙചҮਭীҮਭোӓ֥ܳࢶఖೠਬ

◆ 교육연극은 다문화 교육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교육연극을 활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❶ 낯선 친구, 새 학교, 새 교실이 주는 불안과 긴장을 풀어주고 같이 놀이하는 자연스런 상황을 만들어 그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한다.
❷ 언어소통이 서툰 다문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놀이 언어를 익히며 한국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준다.
❸ 놀이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아이들의 언어, 표현력, 관계, 생활 태도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❹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으로 자발적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61

ઁ
ഥ ޙചҮਭ ࣻࢎ۹ ҕ࢚ࣻ ݽಿ





ҙ۲ױਗ߂ҳࢿࢸ҅

다문화 교육을 위해 시수를 따로 확보하여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별한 시간에 하는 행사처럼 이루
어지는 교육이 아닌 교과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교육놀이 아이디어를 넣
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1학년 발달단계에 맞는 눈높이를 고려하여 주제중심 접근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성하여 다문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ޙചхࣻࢿਸఃӝਤೠ֙Үਭҗࣘ~ޙചਃࣗӝ
영역

성취기준

다문화 교육요소

[2바01-01]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학교

[2슬01-01] 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정체성
협력

[2슬01-02] [2즐01-01]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바02-02] [2슬02-04] 봄에 볼 수 있는 식물을 길러 관찰하며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봄

[2슬02-03] [2즐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찾고 이를 다양하게 표현하며 놀이한다.

정체성
다양성, 협력
문화이해

[2즐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봄나들이를 즐긴다.
[2바03-01] 가족 및 친척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한다.
가족

[2슬03-01] [2슬03-02] 우리 가족의 특징을 조사하고 가족에 대한 고마운 다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소개한다.

정체성
다양성, 협력
문화이해

[2즐03-02]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한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여름

[2슬04-01] [2즐04-01] 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문화이해

[2바04-01] 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관화한다.

마을

[2슬05-01] [2즐05-01]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해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슬06-02] [2즐06-02] 가을의 특징을 알고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가을

[2슬06-03] [2즐06-03]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풍속과 비교하며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2슬07-01] [2즐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나라

[2바07-01] [2슬07-02] 남북한의 생활모습과 문화, 놀이를 통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협력

정체성,
다양성, 협력

평등성
반편견
다양성

[2바08-01]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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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즐08-01] [2즐08-02]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어 겨울 놀이를 한다.

문화이해
협력





֥݃۽ਸৌ(0_

оࣻসѐਃ
통합교과

관련교과
성취기준

1-2/12

프로젝트 차시

[2즐01-01]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슬01-02]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학습목표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친구와 협력하며 지낸다.

ޙച पୌࢎ۹ Үਭܐ

ҮҗాޙചҮਭোӓં۽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플라스틱 컵, 신문지 등)를 가지고 놀이를 창의적으로 구안하여 다문화
수업방향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몸으로 리듬을 표현하는 컵타는 구음과 동작을 연결시켜
협동하며 소리를 맞춰나가야만 완성되는 음악이므로 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가치·태도 다문화 친구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구안하여 공동체 문화의 중요함을 깨우치도록 한다.
배려, 협동

창의·인성
평가

다문화 교육요소

다양성, 정체성

h 다문화 친구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놀이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h 다문화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가?

աࣻসपઁ
학습단계

오프닝
O ing

주요 활동 내용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동기유발
- 『다른 나라 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할까?』 그림동화 듣기
- 몸짓 표현으로 놀이에 필요한 단어 맞추기
•학습주제 안내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친구와 협력하며 지낸다.

< 컵으로 만드는 음악놀이 >
•생활 속 물건들이 놀이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 컵과 바닥의 재질에 따른 소리 탐색하기
드로잉
D ing

•다양한 나라에서 두드리는 음악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기
- 글라스하프, 몸타, 넌버멀 퍼포먼스(난타, 점프, 비밥)영상보기
•전통 장단을 ‘컵타’로 배우기
- 과일가사로 전통 장단을 만들어 기본 장단 쉽게 익히기
•‘컵타’로 ‘아리랑’노래에 맞춰 함께 연주하는 경험 해보기

컬러링
C ing

<신문으로 만드는 연극놀이>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탐구하기
- 학용품, 종이, 신문, 박스 등
•신문지로 친구와 할 수 있는 창의적 놀이 구안하기
- 신문지 이부자리 만들기, 가족 소풍놀이, 신문지 집
비오는 날 친구와 같이 쓰는 우산 발명품 등
통합놀이 안에서 만나는 다문화교육
다양한 재료로 창의적인 놀이를

리코딩
R ing

여러 친구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해지려는

함께 만듦으로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놀이의 방법이 달라 다문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갖는다.

편견이었음을 알게 되어 다문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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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ޛزחٜ(P_

оࣻসѐਃ
통합교과, 국어

관련교과

프로젝트 차시

3-4/12

[2슬02-03]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아본다.
성취기준 [2즐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국05-03]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학습목표

봄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알아보고 소리와 몸짓 활동으로 표현 해보자.

단편적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동물들을 소리언어와 몸짓언어로 표현하며 동물들이 되어보는 역할놀이를 통해
수업방향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자 한다.
가치·태도 세계 동식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배려, 존중

창의·인성
평가

다문화 교육요소

문화다양성, 자아정체성

h 봄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탐구하고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
h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물 연극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աࣻসपઁ
학습단계

오프닝
O ing

주요 활동 내용
•동기유발
- 동물 소리를 듣고 예상되는 동물 인사로 친구와 인사하기
•학습주제 안내
봄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알아보고 소리와 몸짓 활동으로 표현해보자.

드로잉
D ing

•봄에 활동하는 동물 알아보기
- 제시되는 동물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기
- 『세계동물지도 그림책』 을 보고 알게 된 내용 발표해보기
•동물의 고유한 소리를 몸타(몸으로 치는 난타)로 표현하기
- 비 다문화 친구들(한국)이 표현하는 동물소리와 베트남, 중국, 러시아,
(다문화친구들)에서 표현하는 동물소리 비교 해보기
- 동물소리를 표현하는 나만의 그림박자 만들기

•그림박자를 사용하여 우리들의 몸타 만들어보기
- 그림박자를 사용하여 동물소리 박자를 만들고 내가 만든 박자에 맞게
컬러링
C ing

친구들과 함께 몸타로 표현하기
•봄에 활동하는 동물을 연극놀이로 표현하기 (정지장면)
- 나비, 벌, 청개구리, 장수하늘소, 뱀, 곰 등 봄에 활동하는 동물을 모둠별
상의하여 정지장면으로 만들기

동물놀이로 만나는 다문화교육

리코딩
R ing

모든 동물들에게는 종마다 고유의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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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에게는 태어난 곳의

특성과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환경(인문환경, 자연환경)에 따라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자연환경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안에서 서로 돕고 적응하며 질서 있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간다.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חઁޙೣԋ೧Ѿೞ(P_

оࣻসѐਃ
통합교과

관련교과
성취기준
학습목표

5-6/12

프로젝트 차시

[2바04-01] 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관화한다.
[2바02-02]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자연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문제 상황을 친구들과 협력하여 해결해보자.
여름에 전기나 물 소비량이 많은 이유를 알고 에너지 절약수칙을 지키는 습관을 통해서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업방향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발생하는 상황을 조사하여 알아보고
세계 속 민주시민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ޙച पୌࢎ۹ Үਭܐ



가치·태도 지구촌 환경문제는 우리의 문제임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협동, 도전

창의·인성
평가

다문화 교육요소

반편견, 정체성

h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는가?
h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제시하고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աࣻসपઁ
학습단계

오프닝
O ing

주요 활동 내용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동기유발
- ‘너는 어떤 씨앗이니?’ 동화책 읽고 ‘씨앗’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자리 이동
놀이하며 마음 열기 (새싹, 비, 초록, 햇님 등 –4가지 단어 선택)
•학습주제 안내
자연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를 알고 문제 상황을 친구들과 협력하여
해결해보자.

•생명을 가진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 『생명을 꿈꾸는 씨앗』에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조건 알기
드로잉
D ing

•지구상에 일어난 환경 문제들을 탐구하기
- 세계에서 일어난 환경문제를 나라별로 보여주기
- 환경문제 중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문제 상황을 선택하여 연결
동작으로 표현하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방법을 토의해보고 모둠별

컬러링
C ing

움직임 연극으로 표현하기
- 제시된 움직임 연극을 보고 청중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인지 맞히고 느낀 점 발표하기
•생명의 소중함 알기
-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기
환경교육 놀이에서 만나는 다문화교육

리코딩
R ing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해보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문제가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같이
수 있는 방법을 실연해 보면서 지구촌 고민해야 하는 다 국가적 문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것을 알고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다문화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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নೠоਵ׀࢚ࣁ۽ਸ(ڰP_

оࣻসѐਃ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교과
성취기준

7-8/12

프로젝트 차시

[2슬03-01] [2슬03-02] 우리 가족의 특징을 조사하고 가족에 대한 고마운 다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즐긴다.

학습목표

생태연극놀이를 통해 가족의 모습과 역할을 알고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수업방향

우리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연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만들어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배려, 협동

창의·인성

다문화 교육요소

반편견, 다양성

h 가족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말할 수 있는가?
평가

h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 존재하는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աࣻসपઁ
학습단계

주요 활동 내용
•동기유발

오프닝
O ing

‘흙에다 새기는 너의 이름은?’ 놀이하기
- 모든 생명에는 이름이 있음을 알고 친구이름 연결 짓기 놀이
•학습주제 안내
생태연극놀이를 통해 가족의 모습과 역할을 알고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드로잉
D ing

•학교 운동장과 주변 숲에서 볼 수 있는 새의 모습 관찰하기
•새의 결혼식 놀이하기
- 주소도 없는 새들이 어떻게 자기 짝을 만날 수 있는지 놀이를
통해 이해하고 새가 가족을 이루는 방법 알기
•한 가족이 다른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살아가는 모습 놀이로 표현하기
- 모습과 문화가 달라도 모두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하는 까닭 알기
- 따뜻한 가족이 되는 나만의 방법 찾고 가족 역할놀이하기
•새 가족이 살 수 있는 둥지를 모둠별로 만들기

컬러링
C ing

- 자연물을 이용하여 새 둥지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이유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기
•밧줄놀이를 통해 아기 새가 되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 비행을 통해 아기 새가 성장하여 다시 가족을 만드는 놀이하며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기
생태교육놀이에서 만나는 다문화교육

리코딩
R ing

다양한 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각자 문화도 다르고 생긴 모습과
언어도 다른 다문화 친구들이

자연생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모습은 다르지만 가족이 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학교에서,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고
지내면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서로 돕고 살아가는
가족공동체임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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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ࢎܻ҅ࣗ۽ೞ݅פݽٜ(P_

оࣻসѐਃ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교과
성취기준

프로젝트차시

9-10/12

[2슬04-01][2즐04-01]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고 계절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학습목표 계절마다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을 이해하고 악기와 도구를 사용하여 난타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의 사계절을 이해하고 계절마다 특징적인 소리를 찾아 표현해보면서 자연환경에 따라 생활문화도
수업방향 달라짐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자연환경도 함께 알아보고 나라마다 다른 환경에 따라 문화와
습관도 달라지는 것임을 느끼도록 한다.
존중, 협동

창의·인성

평가

다문화 교육요소

ޙച पୌࢎ۹ Үਭܐ



다양성, 문화이해

h 각 계절마다의 날씨를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h 악기를 사용하여 친구들과의 합동 연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աࣻসपઁ
학습단계

주요 활동 내용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동기유발
오프닝
O ing

‘계절의 소리를 찾아주세요’ 놀이하기
•학습주제 안내
계절마다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을 이해하고 악기와 도구를 사용하여
난타로 표현해보자.

•『우리는 날씨 연구소』 동화를 보고 내용 이해하기

드로잉
D ing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을까?
-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계절은 없는 것일까?
- 여러 나라의 영상(우간다, 캐나다 등)을 보며 우리나라처럼 온도 차가
심하지는 않지만 변하는 계절이 있음을 이해하기
•‘날씨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활동 놀이하기
- 날씨에 따른 생활 모습 이해하기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고 표현할 수 있는 박자와 소리로 나타내기
- 해, 비, 바람, 천둥, 번개, 소나기 박자 만들기

컬러링
C ing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 탐구하여 각 계절마다 특징적인 소리를
모둠별로 표현하기
- 천둥 : 썬더튜브, 비 : 우드블럭, 번개 : 심벌즈, 바람 : 마이벨블루
•모둠별로 합동 연주하며 하모니 만들기
난타놀이에서 만나는 다문화교육

리코딩
R ing

한국의 사계절을 이해하고 계절마다
특징적인 소리를 찾아 표현해보면서
자연환경에 따라 생활문화도
달라짐을 이해한다.

나라마다 계절적 특징이 달라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이해하고 다문화
친구들과 난타로 계절을 표현해
봄으로서 긍정적인 집단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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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झэܻחҳ(P_

оࣻসѐਃ
통합교과, 수학,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교과
성취기준

11-12/12

프로젝트 차시

[2수02-01]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관찰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학습목표 다양한 잎들을 관찰하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징을 탐구하여 놀이를 만들 수 있다.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주변의 잎들을 모아서 기준에 따라 모양대로 분류해 보고 모양이 다른 잎에도
수업방향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도록 한다. 공통점이 있는 식물의 특징을 탐구하고 그 잎을 활용하여 모둠별 협력하는
교육놀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과 비 다문화학생이 어우러지는 경험을 한다.
도전, 협동

창의·인성
평가

다문화 교육요소

다양성, 정체성, 협력

h 다양한 잎들을 관찰하여 비슷한 모양끼리 분류할 수 있는가?
h 식물의 특징을 탐구하여 친구와 협력하는 놀이를 구안할 수 있는가?

աࣻসपઁ
학습단계

오프닝
O ing

주요 활동 내용
•동기유발
- 교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 찾아 눈치 발표 게임
•학습주제 안내
다양한 잎들을 관찰하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징을 탐구하여 놀이를
만들 수 있다.

•색종이 분류하기
- 색깔별, 모양별, 크기별 자신의 기준으로 분류해보기
드로잉
D ing

•식물들도 우리처럼 생김새가 달라요.
- 같은 나뭇잎 두 장을 서로의 등에 붙이고 난 뒤 친구들에게 등을 보이며
나뭇잎 모양에 대한 설명 듣기
•친구들과 모아온 잎들을 다양한 분류기준으로 분류하기
•분류된 잎들의 공통점 찾아서 의견 나누기
•넓은 잎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만들기 <물 전달하기 놀이>
- 모둠별로 나뭇잎을 활용해 목표 지점까지 물 나르기 놀이 해보며
모둠별로 협동하기

컬러링
C ing

•잎에서 발견한 구멍의 정체는? < 매미물총놀이 >
- 맛있는 나뭇잎을 좋아하는 매미의 역할알기
-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나무에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사는 것을 이해하고 물총 놀이하기
•오색 색종이로 하나 된 우리
- 주변의 소중한 생명들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오색 색종이로
함께 만드는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모양 분류로 찾는 다문화교육
모양이 다른 잎들에도 공통점이

리코딩
R ing

있음을 발견하고 그 공통점을 구하여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협동 놀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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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어와 모습을 가진 친구들
속에서 우리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놀이로
만들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놀이로 통합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Ѿۿ

우리 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약 30%이고 1학년 다문화 학생 비율은 그보다 높은 35%인 교육환
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학기 초보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냄에 주저함이 없어졌고 생
각을 표현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언어소통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던 다문화 학생들도 놀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
해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친구들과의 어울림도 증가하고 있다.

ޙച पୌࢎ۹ Үਭܐ



마음이 열려야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다문화 교육은 소재나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활과 교육과정 속에 이미 다문화 교육 요소가 스며들어 있고 그것을 어떤 교육활동으로 재
구성하여 적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1, 2학년 단계에서는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한 교육연극이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게 되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연극 프로젝트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싶다.

69

ઁ
ഥ ޙചҮਭ ࣻࢎ۹ ҕ࢚ࣻ ݽಿ



ಞѼҗഇয়ܳֈযইܴޙചࣁ࢚ਵ۽
߅ࢿਮ]࣠नୡ١Ү

۰࢚

교육과정]교과 연계 [교과명: 도덕 ]
बࢎ
Ѽ



대상학교급(학년) ]초등학교(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교과서의 수업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접목하여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통해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다문화교육의 목표에는 부합한 내용이나 수업의 내용이나 교수방법이 평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첨부된 ppt는 바로 수업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

ٜযоݴ
ܻࢎഥ߽ٜܳѱೞחഒੋ݃ ഇয়അ
ࢿࣼೠदधҾӓ೧Ѿৌ࣭

୭Ӕܻࢎഥ߹ࢿחաো۸߹ഇয় ৻Ҵੋҗхਵੋ۽ೠର߹ੋഅٜੋఠ֔ҕрਸब
ਵ݅۽োೠѪࢎप೧݃ޙചੋҳਬੑীޙܲٮചࢤૐоೞҊਵ ݴपઁ۽ৡ য়ۄ
ੋ࢚ীࢲחٜਸ࢚ਵ۽ೠഇয়അטযաҊౠ୭Ӕܻա܃࠺ܳۄೠࣁ҅ৈ۞աۄী
ࢲनઙ۽ա߄۞झഛജо҅ࣘߊࢤೞחоؘౠҴоաੋઙীೠഇয়ܳઑೞҊࠗӝח
ӖԲળৢۄয়Ҋ
۞ೠഇয়ޙചੋחఠ֔ߊ׳ೞࢲݶৡੋۄਸबਵ۽ର݃ੑীӝب൨ٚഇয়അٜՐহ
ࢤغҊਵ ݴबযযܽࢤٜীѱө߹࠙ޖೞѱ֢חغӘ ࢎഥਃೞܻࣗݾח
оழҊҴоੋӂਤਗഥrഇয়അীೠҴੋधઑࢎ  sѾҗীੋ࢚ݺݺ ݶܰٮ
оഇয়അਸೞҊਵݴౠ ࣗ֙о4/4աழޭפ౭ ਬౚ࠳ ѱ١ৡੋۄীࢲഇয়
അਸೞחѪਵ۽աఋլ
ܳ߄ఔਵޙ۽ചੋҳਬੑҗೣԋੋఠ֔ 4/4ࢎਊੌ࢚ചؽীੋܲ߄ৢۄٮఠ֔ਊਸਤೠੋध
ઁҊಕੋ߂ޙചхࣻࢿҮਭ୶غযঠೞ ݴഇয়അহחѤೠࢎഥٜܳ݅ӝਤ೧ౠযܾ
ࠗٸఠৢ߄ܲदࢿਸೣনೡࣻחҮਭࣘਵܖ۽যઉঠೠҊࢤпೠ
ীࠄࣻসޙחചхࣻࢿҮਭਸా೧ޙചࢤীೠҮ۱ਸߑೞҊ ޙചदীѦݏѱ
নೠޙചߓ҃ਸоҳٜ؊ࠛযࢤഝೡࣻࣻחਊࢿҗನਊ۱ਸӝܳࣻب۾ب৬۰Ҋೠ
ই۞୭Ӕఖदݏܳೞৈࢎߡ࢚ীࢲदрਸࠁղחࢤٜטযաҊחоؘ۽ա
ੋ۽ೠੋઙର߹ ৻࠺ݽೞ١ࢎߡഇয়അૐоೣীੋۄٮఠ֔ਮܻҮਭా೧Ѥೠੋఠ֔ਮܻ
धҗࢿࣼೠ٣ణदࢿਸೣনೞب۾ب৬Ҋ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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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সߑೱ
비전
নೠޙചܳоࢎۈٜҗಞѼҗഇয়হ؊ࠛযইоݴইܴޙചࣁ࢚ਸٜ݅ࣻ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수업
수업1

수업2

ಞѼহ؊ࠛযࢎޙחചࣁ࢚ٜ݅ӝ

ഇয়അহחইܴޙചࣁ࢚ٜ݅ӝ
ੋఠ֔ਮܻҮਭ
<ࣻসݾ>ഇ디지털시민역량
য়അઁޙਸঌইѤೠ
ੋఠ֔ޙചٜܳ݅ӝਤ೧֢۱ೡ
ࣻ

ޙചхࣻࢿҮਭ
<ࣻসݾ>নೠޙചܳоࢎۈٜҗ
؊ࠛযইоߨחਸߓࣻ
ޙചࣻਊࢿ

ನਊ۱

ੋఠ֔ਮܻध

ޙച पୌࢎ۹ Үਭܐ



٣ణद

수업방향
Ü୭Ӕޙചࢤૐоীۄٮࢤрର߹җޖदߡࢎ۽۱ૐо୶ࣁ۽ࢲ ݴ೧ೞҊ

ߓ۰ೞחకܳبӝܳࣻޙחചхࣻࢿҮਭਃೣ
Üࢎߡഇয়അੋఠ֔ߊ׳ೞࢲݶৡੋۄਸबਵ۽ૐоೞࣁ୶חীਵ ݴ

ౠযܽࢤٜীѱө߹࠙ޖೞѱ֢غযߑҮਭपਃೣ
Ü۽ա۽খѹ٣ణੌ࢚ࢿ ఖ

6OUBDU दݏܳೞৈਗѺࣻসࠁಞചؽীۄٮ

ࢤৡ࢚ੋۄীࢲࠁղחदрטযաࢎߡ۱ૐо۰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다문화 감수성 교육
ޙചࢤীೠಞѼҗ

ޙചхࣻࢿҮਭਃ
۽ա۽ഇয়അૐо
ఖदߡࢎ۱۰

ର߹ੋ۽೧ޙചࢤ
࢚Ү۱ૐо୶ࣁ

혐오표현 예방교육
୭ӔੌࠄҗҴഇೠदਤ 
۽աੋ۽ೠ
ইदইੋীೠഇয়അૐо

언택트(Untact) 시대
۽ա۽খѹ
٣ణੌ࢚ࢿ 
ҮਗѺࣻসੌ࢚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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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ରद
[프로젝트명] :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1/2)
<주제1> √

<주제2>

<ରद>
ಞѼহ؊ࠛযࢎޙחചࣁ࢚ٜ݅ӝ

<ରद>
ഇয়അহחইܴޙചࣁ࢚ٜ݅ӝ

관련교과

5-2 도덕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4/4차시, 도덕 p126~131)

학습주제

편견 없는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학습 목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차시

1/2차시(40분)

교수·학습자료 PPT, 활동지, 평가지 등
성취기준

단계

[6도03-01]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방법을 익힌다.

교수 · 학습활동

학습
내용

교 사

학 생

학습자료(자)
및 유의점(유)

소요
시간

문제인식 / 동기유발
T: 다음 영상(PPT)을 보고, 얼굴로
범죄자를 찾아봅시다.

도입

S: 영상(PPT)을 보고, 얼굴로 범죄자를
찾아본다.

T: 몇 개를 맞추었는지 확인하고, 얼굴로 S: 자신이 맞춘 개수를 확인하고, 얼굴로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범죄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동기
(자) 영상(PPT) 3분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유발
T: 다음 영상(PPT)을 보고, 세계 각국의 S: 자료를 살펴보며, 세계 각국의 미의
기준을 살펴본다.
미의 기준을 알아봅시다.
T: 영상(PPT) 보고, 느낌을 발표해
봅시다.

S: 흑인보다는 백인을 더 아름다운 미남,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S: 외모만을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제시

1분

학습 Ü활동1 :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활동 Ü활동2 : 편견을 극복한 모델 위니할로우
안내 Ü활동3 :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1분

활동1 :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T: ‘아름답다’라는 뜻의 어원을

S: ‘아름’에서 비롯되어 풍족, 만족하는

(자)영상(PPT)
(유)‘ٻ아름답다’의

어원은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T: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S: ‘나를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르므로
그 뜻을 논하는
S:
‘美’는
羊과
大가
합쳐진
말로
양이
많아
전개 활동1
10분
것보다는
풍족하여 보기 좋다라는 뜻입니다.
수업 목적에
S: ‘Beautiful’은 pretty나 cute와는 다른
맞게 내면의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학생
T: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S: 나는 외모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스스로 찾도록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한다.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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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다음 영상(PPT) 자료를 보고, 생각해

S: 자료를 보고 생각한다.

봅시다.
S: 콤플렉스를 개성으로 이겨낸 모델 '

T: 어떤 내용입니까?

위니할로우'의 이야기입니다.
T: 콤플렉스를 개성으로 이겨낸 모델 ‘

S: 자신의 약점, 콤플렉스를 당당하게

위니할로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활동2

무엇입니까?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자)영상(PPT)
(자)활동지
(유)
'위니할로우’를
통해 자신의

약점은
S: ‘위니할로우’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작성해 당당함으로
본다.
맞서고, 타인의

T: 위니할로우'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작성해 봅시다.
T: 자신이 작성한 편지를 읽어봅시다.

S: 자신이 작성한 편지를 읽어본다.

T: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있을

S: 자신의 약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함을 가져야합니다.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분

ޙച पୌࢎ۹ Үਭܐ

활동2 : 편견 없애기

약점은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S: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놀리지

전개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활동3 :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T: 다음 영상(PPT) 자료를 보고, 생각해

S: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봅시다.

살고 있습니다.

T: 또 다른 자료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S: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36위 였습니다.

활동3

S: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입니다.

T: 영상을 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겪은 인종차별 사례를 살펴봅시다.

S: 외국인에 대한 차별, 욕설, 비방, 따돌림이
심해서입니다.
S: 외국인을 편견 없이 대하고 차별하지

T: 세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

말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영상(PPT)
(유)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10분
버리도록하여
외국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도록 한다.

S: 이해, 배려, 사랑,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리하기

T: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S: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닌

(자)영상(PPT)
내면의 아름다움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유)평소에

외국인을 만날
때 편견을
3분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S: 주어진 나의 약속(서약서)를 작성하고 지도한다.
(자)활동지
스스로 약속해 본다.
되었습니다.

정리
정리
하기

S: 외국인과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기

T: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약속을 해 봅시다.
T: 오늘 배운 내용을 평가해 봅시다.
T: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평가

평가
하기

S: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하는지
생각해 보고, 초성퀴즈를 풀어 봅시다.

S: 이해, 배려, 사랑, 존중입니다.

(자)평가지

2분

T: 앞으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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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내용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
정의적 측면

평가 시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평가 방법
평가지,

수업 중

관찰 평가

수업 중

관찰 평가

수업 중

관찰 평가

աରद
[프로젝트명] :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2/2)
<주제1>

<주제2> √

<ରद>

<ରद>
ഇয়അহחইܴޙചࣁ࢚ٜ݅ӝ

ಞѼহ؊ࠛযࢎޙחചࣁ࢚ٜ݅ӝ
관련교과

5-2 도덕
4. 밝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4/4차시, 도덕 p90~95)

학습주제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학습 목표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알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교수·학습자료
성취기준

단계

학습
내용

차시

2/2차시(40분)

PPT, 활동지, 평가지 등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교수 · 학습활동
교 사

학 생

학습자료(자)
및 유의점(유)

소요
시간

(자)영상(PPT)
(자)활동지

8분

문제인식 / 동기유발
T: 다음 영상(PPT)을 보고,
S: 영상(PPT)을 보고, 인종 혐오표현
인종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한
피해를 경험한 다문화학생들의
다문화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야기를 들어본다.
동기
유발

도입

T: 뉴스를 통해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S: 뉴스를 통해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

T: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청소년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살펴봅시다.

S: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청소년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살펴본다.

T: 사이버 자가진단표를 통해

S: 진단표를 통해 나의 사이버 혐오표현

나의 사이버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점검해 봅시다.

사용 실태를 점검해 본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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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제시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알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학습

Ü활동1 : 혐오표현이란?

활동
안내

Ü활동2 : 사이버 혐오표현 이젠 안녕!
Ü활동3 : 혐오표현 예방 슬로건 만들기

1분

1분



T: 영상을 통해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S: 영상을 통해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하여 알아본다.

T: 혐오표현은 무엇인가요?

S: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활동1
T: 혐오표현의 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S: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 급식충,
짱개, 흑형 등이 있습니다.

T: 혐오표현은 왜 위험할까요?

S: 혐오표현은 차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소외감과 좌절감을 주고, 자존감에

(자)영상(PPT)
(유)ٻ혐오표현의
의미와 사례를
통해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알아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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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 혐오표현이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활동2 : 사이버 혐오표현 이젠 안녕!

T: 다음 영상을 통해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S: 다음 영상을 통해 사이버 혐오표현을
(자)영상(PPT)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유) 평소
T: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S: 첫째, 내가 평소 사이버 상에서
전개
사이버 상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혐오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활동2
혐오표현을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반성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둘째, 사이버 상에서의 나의 글과
않으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마음을 갖도록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한다.

10분

셋째, 사이버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활동3 : 혐오표현 예방 슬로건 만들기

T: 다양한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 사례를 S: 영상을 보며 사이버 혐오표현을
살펴 봅시다.

활동3

T: 다양한 슬로건을 살펴보며,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음을
가져봅시다.

예방하려는 마음을 길러 본다.
S: 다양한 슬로건을 살펴보며,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음을
가져본다.

(자)영상(PPT)
(유)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기관을
살펴봄으로써
T: 사이버 혐오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S: 사이버 혐오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혐오표현을
예방하려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만의 슬로건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고, 이를 친구나 가족 등 주변
만들어 보고, 이를 친구나 가족 등 주변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본다.

10분

(자)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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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자)영상(PPT)
T: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S: 평소 자신이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사이버 상에서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혐오표현을
사이버 상에서의 나의 글과 말이
사용하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항상
않으려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을 갖도록
사이버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 주변
지도한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리

정리
하기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해 봅시다.

T: 오늘 배운 내용을 평가해 봅시다.

S: 사이버 혐오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평소 자신의 사이버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사이버 혐오표현의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써 봅시다.
평가
하기

(자)평가지

T: 앞으로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평가계획
영역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
정의적 측면

76

3분

S: 주어진 나의 약속(서약서)를 작성하고 (자)활동지
스스로 약속해 본다.

T: 서약서를 작성하며, 건전한 인터넷

평가

(유)평소

평가내용
사이버 혐오표현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있는가?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평가 시기
수업 중

평가 방법
평가지,
관찰 평가

수업 중

관찰 평가

수업 중

관찰 평가

2분



ӝബҗ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프로젝트 수업
수업1

수업2

ಞѼহ؊ࠛযࢎޙחചࣁ࢚ٜ݅ӝ

ഇয়അহחইܴޙചࣁ࢚ٜ݅ӝ
ੋఠ֔ਮܻҮਭ

ޙചхࣻࢿҮਭ
ޙചࣻਊࢿ

ੋఠ֔ਮܻध

ನਊ۱

٣ణद

기대효과 1

기대효과 2

ÜޙചхࣻࢿҮਭਸपदೞৈনೠޙചܳ

Üࢎߡഇয়അߑҮਭਸपदೞৈࢎߡ

оࢎۈٜҗ؊ࠛযইоߨחਸߓݴ

ഇয়അઁޙਸঌҊ Ѥೠੋఠ֔

ޙചࣻਊࢿҗನਊ۱ਸఃࣻਸѪ

ޙചٜܳ݅ӝਤ೧֢۱ೞחࣁܳӡ۞

ޙച पୌࢎ۹ Үਭܐ



ੋఠ֔ਮܻधҗ٣ణदਸೣনೡ
ࣻਸѪ

ޙച
хࣻࢿ

ੋఠ֔
ਮܻध

ನਊ۱

٣ణ
द

비전
নೠޙചܳоࢎۈٜҗಞѼҗഇয়হ؊ࠛযইоݴইܴޙചࣁ࢚ਸ݅٘ח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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ഝز

оରदഝز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ഝز

주제1: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다문화에 대한 편견 없애기
 ୡ١Ү  ֙  ߈ࢿ ݺ

rਤפೡ۽оࢿҕೡࣻ؍ਬܳࢤпೞৈѺ۰ೞחಞܳॄࠇद

ᮧ⨃ݫ᭓ᩳį

֙ਘੌ
  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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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작성하기

ഝز

 ୡ١Ү  ֙  ߈ࢿ ݺ

ޙച पୌࢎ۹ Үਭܐ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주제1: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নೠޙചܳоࢎۈٜҗಞѼহ؊ࠛযইоӝਤೠա৬ডࣘਸ೧ࠇद

աডࣘ
աחনೠޙചܳоࢎۈٜҗಞѼহ
؊ࠛযইоӝਤ೧җэডࣘפ
૩ ܲաۈࢎۄաޙചীೠಞѼա
ࢶੑѼਸо݈Ҋ
ࢲ۽೧ೞҊઓೞ۰חకܳبоѷणפ
ل૩ ৻חࠁݽղݶইܴ
؊ਃೞחѪਸঋѷणפ
ࣇ૩ ӝաޙۄചܳیझۣѱࢤпೞݴ
ਤ୷غঋҊೞѱইоѷणפ

֙ਘੌ
ࢿ@@@@@@@@@@@@@@@@@@@@ ࢲ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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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주제1: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평가지

ಣо

 ୡ١Ү  ֙  ߈ࢿ ݺ

ղоࢤпೞחrইܴsڷਸࢤпೞৈॄࠇद

ղоࢤпೞחೠrইܴsۆ

নೠޙചܳоࢎۈٜҗ؊ࠛযইоӝਤ೧য݃ڃਸоઉঠೞחࢤп೧
ࠁҊ ୡࢿ௰ૉܳಽযࠇ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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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주제2: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사이버 자가진단표

ഝز

 ୡ١Ү  ֙  ߈ࢿ ݺ

ޙച पୌࢎ۹ Үਭܐ

աରदഝز

ࢎߡоױܳా೧աࢎߡഇয়അࢎਊपకܳѨ೧ࠇद

ࢎߡഇয়അࢎਊपకоױ
순
1

내용

해당란에 ‘√’ 표시
예
아니오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2 온라인 혐오표현의 문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3

4

5

6

7

온라인 혐오표현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온라인 혐오표현은 특정 피해자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무심코 나누는 SNS 대화 속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있나요?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8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9

10

평등 · 다양성 존중에 대해 논의하며, 평등하고 건전한 평등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친구들과 인터넷 사용 약속을 정할 때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에서
소수자인 구성원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나의 점검결과

(

□

□

□

□

□

□

□

□

□

□

□

□

□

□

□

□

□

□

□

□

)개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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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ഝز

주제2: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혐오표현 없는 세상 만들기 슬로건
 ୡ١Ү  ֙  ߈ࢿ ݺ

ࢎߡഇয়അহחѤೠੋఠ֔ࣁ࢚ਸٜ݅ӝਤೠաठ۽Ѥਸٜ݅য߸ী
ഘࠁ೧ࠇद

աठ۽Ѥ 

슬로건

의 미

աठ۽Ѥ 

슬로건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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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ഝز

 ୡ١Ү  ֙  ߈ࢿ ݺ

ޙച पୌࢎ۹ Үਭܐ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주제2: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ഇয়അহחѤೠੋఠ֔ࣁ࢚ਸٜ݅ӝਤೠডࣘਸ೧ࠇद

աডࣘ
ա࢚ߡࢎחীࢲഇয়അহחѤೠੋఠ֔
ࣁ࢚ਸٜ݅ӝਤ೧җэডࣘפ

૩ ಣࣗࢎߡ࢚ীࢲഇয়അਸೞҊ
ঋח೦࢚झझ۽ѨೞҊ߈ࢿೞѷणפ
ل૩ ࢎߡ࢚ীࢲաӖҗ݈࢚ߑীѱ
࢚ܳࣻਸ೦࢚ࢤпೞѷणפ
ࣇ૩ ࢎߡഇয়അߑਸਤ೧߸ࢎۈٜীѱ
ӓਵ۽ঌܻѷणפ

֙ਘੌ
ࢿ@@@@@@@@@@@@@@@@@@@@ ࢲ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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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ഝز

평가지
 ୡ١Ү  ֙  ߈ࢿ ݺ

ࢎߡഇয়അઁޙҗܳߑೞӝਤೠߑߨਸॄࠇद
ઁޙ

ߑߨ

84

주제2: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115

оରद115

ޙച पୌࢎ۹ Үਭ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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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पୌࢎ۹ Үਭ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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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पୌࢎ۹ Үਭܐ

89

ઁ

ഥ ޙചҮਭ ࣻࢎ۹ ҕ࢚ࣻ ݽಿ



90



ޙച पୌࢎ۹ Үਭܐ

աରद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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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पୌࢎ۹ Үਭ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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ଵҊܐ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8135(2020.7.6.) 학교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안내

◆

교육부(2018), 연도별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수

◆

교육부(2020), 교사용 지도서 도덕 5

◆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폭력 피해 유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9), 2019년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초등 기본

◆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Vol. 03),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동향 보고서 ‘온라인 혐오표현의

참고
문헌

ޙച पୌࢎ۹ Үਭܐ



이해와 디지털시민역량 교육의 필요성’

참고

◆

사이트

아름다운인터넷세상
(http://digitalcitizen.kr/main.do)

◆

범죄자 관상이 따로 있을까 얼굴만 보고 흉악범인지(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4JCYjhmin84)

◆

범상치 않은 의사의 진단, 결국 그녀를 대스타로 만들었다(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cKRFY7rtVyI)

◆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에서 경험한 인종차별(코리안브로스)
(https://www.youtube.com/watch?v=pqUGVbMg3eM)

◆

흑인들, 흑형이란 말을 들으면(유튜브 TV쌈 라비네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CyZyI5-L2Eg)

참고

◆

영상

진지충 설명충 일상에 스며드는 혐오 표현의 문제점(SBS)
(https://www.youtube.com/watch?v=9Ca3NTtIgSY)

◆

청소년 인식조사 혐오표현(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일보)
(https://www.youtube.com/watch?v=V2QH_h7cDCU)

◆

혐오, 마음도 사회도 병들게 합니다(kbc카드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qPnPFjOPVFI)

◆

당신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사이버상 혐오표현에(법무부)
(https://www.youtube.com/watch?v=1xSPA_lXgOs)

◆

혐오, 영혼의 살인(2020 전북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 수상작)
(https://www.youtube.com/watch?v=fYNO7cVoj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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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ә ֙ ]ୡ١ࢤ_Ҋ١ࢤ

초등에서 고등까지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키우고자하는 교육적 취지에 적합하게,
고등학교에서 자율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각도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보여준다.
교과의 성격에 적합한 다문화 교육자료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다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교육과정 전체를 재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ӝദب

↟അѐҮਭҗبੑ߂ҊҮઁبੑਸਤೠળ࠺ੌജਵ۽r sਯҮਭҗਸ
ೡࣻחӔѢо݃۲غणפীӝ߈ೞৈҮחࣻসੌࣻܳഛࠁೞҊ ࣻসਸ࢚ਵ
۽ೞ݃ݶ݄ܳҮਯҮਭҗਵ۽ೡࣻणפܻߔҊ١ҮחਯҮਭҗ
दрਸഝਊೞৈޙചҮਭਸपदೞणפ
↟ӝദҗӝୡ Үਭҗ߄ࣁ۽ӝрਸഝਊೞৈҮࢎٜՙܻrࢤٜীѱооܰঠೡооޖ
ੋоsীೠ֤ܳ೮ण֤פҗীࢲࢶࢤשٜࢤٜীѱԙоܰҊरооrনࢿs
חۄীܰۥҊ নࢿਸоܰߨߑחਸഅपীࢲҳഅೞޙח פࠁചҮਭҗݏই
णפীੌੌрҮਭ۽Ӓ۔ਸӝദೞҊ प೯ೞणפ



ݾ

оҮਭҗղনࢿীҙ۲ࣻػসղਊਸਲ਼ೞৈాࢼੋࢎҊܳӝܴҗزदীনࢿীೠޙചҮ
নਸऺח
աदਵࢲ۽নࢿਸ೧ೞҊܳઓೞݴചೠ
҅ࣁदਵݽࢲ۽ٚࢎۈਸઓೞҊনࢿਸ୶ҳೞੌח৵ਃೠੌੋܳঌҊܳपୌೡࣻח
ਸы୶۾بೠ



۽Ӓ҅ࠗࣁ۔ദ

оҴযҗޙਵ݅۽աޙחചনࢿܻо؍द ܻоܳೞחకب
 Ә ঌ۽ೞ աষٜ݃ਬ݅হחইٜ
 ۄ݃ࢲةహਸഝਊೞৈࢤٜਤоಿਸ੍فݽҊ ةറഝزਸपदೠਤಿਸӝ߈ਵة۽
ࢲ௰ૉഥܳೞৈࢤٜଵৈ߂بҙबੋ֫ܳ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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חইٜਸా೧ܻоܳೞחకبী೧Ѩೠ
 ਬо݅হחইٜਸా೧ܻա৻ۄҴੋҙ଼ܻ߂դীೠੑ ࢎഥా
ਸਤೠ۽Ӓ۔١ਸઑࢎೞݴܻաۄоܻоഅपࣘীࢲٜਸযڌѱೞҊੋधೞҊ
חҊ೧ࠄ
 ۠ഝزٜਸӝ߈ਵ۽դࣻਊীೠनੑਸೠಞӖܻ۽ೞࢎݴഥഅউীೠनѼ
ਸഛ݀ೞ۾بೠ


ޙച पୌࢎ۹ Үਭܐ

 Әоঌ۽ೞաষٜ݃ਸా೧ܻо؍दਸجغযࠁҊ ਬо݅হ

աചrաܻsх࢚
 աܻܳх࢚ೞݴҮನٜୡӝীѻ؍ইীҕх೧ࠁ ݴഅܻաۄীೞҊೞۈࢎח
ٜਸযڌѱ೧ঠೡनకܳبѨ೧ࠁחदрਸыח
 ೠҴ Ҵ ੌࠄоࣁա৻ۄҮҙ҅ীযڃೱਸחী೧दࢎాܳܐ೧ঌইࠁ
Ҋܳਃডೞחदрਸыח
ࢎഥ߈ܲҴооܳೞחకب
 ࣁ҅ҔҔনࢿਸઓೞޙחച଼ী೧ઑࢎೞӝ
நա ഐ یझޙച଼ী೧ઑࢎೞҊߊೞӝ
 ܻաޙۄച଼ী೧ઑࢎೞҊ৻Ҵࢎ۹৬࠺Ү࠙ࢳೞӝ
ݺࢤۄҗܻ৬ܲաۈࢎۄٜ݈ܳө  ੋઙীܲٮਬഋର
 ӣथࢼоrܻݶۄ҅ࣁރsਸ੍Ҋࢲةഝزਸӝ߈ਵ۽নೠഝزਸѐೠ
 ࢤݺҗࣻসदрਸഝਊ ੋઙীܲٮഋରী೧ઑࢎೞҊ ਬਘࢿীೠनࢤпਸ
ߋ൦
 ਬনࢿী೧աఋաחഋনࢿਸઓ೧ঠೞחਬܳҗѐ֛ਸా೧ࢸݺೞҊ эੋઙ
ױղীࢲ৬ੋܲઙױрਬӝࢲৌରܳࣻ۽աఋղࠄ
 ਤഝزਸా೧ӝࢲৌରоੋઙрࢿҗৌࢿਸաׂ݅ఀରܳࠁחܳഛੋೞҊनו
՛ਸযࠄ
݃ঈনೠաۄҴоঌইࠁҊࠛ۞ࠁӝ
 ৻ҴೠաࢶܳۄೞҊ ӒաۄҴоܳઑࢎೠ
 пҴооࢎܳߣೞݴҴоীӟঠӝ ࢎ١ਸઑࢎೞҊߊೠ
 әҳٜҗೣԋೠҴоܳࢶೞৈӒҴооࢎܳߣೞҊ ࢎߓ҃߂൦ঠӝܳઑࢎೠറ 
ܲաۄҴоܳೣԋোणೞৈߊೠ ਯҮਭҗ݄݃զҕোഋకߊ۽
߄ࣁ҅ࢎ যmܻоର߹ਸݥঠೞחਬ
 ࢎਵ۽Ҵо߹ ੋઙрର߹ਸ୶ݥঋওਸ ٸযੌੌڃযաחઑࢎೠ
 ਬূࣁ҅ੋӂࢶী೧ঌইࠁҊ ܳযߣ۽೧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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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ә߹۽ѐઑࣁ҅ੋӂࢶпઑ೦ਸೠ׀ীঌইࠅࣻחઁ۽ೠ
 ә߹۽Үഅҙীಿਸद Үࢤࣁ҅ੋӂࢶী೧ঌࣻѱೠ
ࢎഝزઙtܻu যো҅
 ର߹ਸ୶ݥѷחܻਸӖਸࢿೞҊ ೯زਵ۽ӡ೦ݾٜਸܻ೧ࠄ
 ܻਸযߣ۽ೞҊҳٜҗೣԋߊ೧ࠄ
ই୭ઙܻtର߹ਸח୶ݥզu
 ੌрഝزীೠ୭ઙܻܳೠ
 ഝزೞ੍ݴӂ଼ী೧ࢲة௰ૉഥܳपदೠ
 ә߹۽োणೠܲաۄҴоী೧ߊೠ
 ә߹ઁ۽ೠࣁ҅ੋӂࢶܳदೠ
 ର߹ਸ୶ݥӝਤೠܻҳഐܳ৻ݴഝزਸܻ݃ޖೠ



ࣻসࢎ۹ഝࢎز

§ةറഝ߹مݽ߂زഝݽزण

§ ࣁ҅ੋӂࢶઁ߂द

§ܲաۄҴооࢎ߂ࢎࣗѐ Ҵоࠗܰӝഥݽण

§ഝز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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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সറӝ

নೠߑधਵ۽ࢤٜীѱrনࢿsਸоܰ۰Ҋ֢۱೮णפҊ١ࢤٜীѱח೦࢚दীೠࠗ
 ؘחղनदفݽդറ ࠙חਤӝীࢲоܳఐҳ೧ࠁҊ ղݶചೞࣻחসਸೡࣻয؊ബਯ
֫ওҊࢤпפইٜૌѩѱଵৈ೧ݽחणݒࠁӝજওणפৈޙചоࢤٜ࢚
ܳ߉ঋਸөೞחҊب݅नоҙযبוഋࢿחغदӝੋҊ١ࢤӝੋޙٸয়
۰؊ӓਵࣻ۽সীଵৈೞҊҕхೞݽחणਸࠁৈणߣژפӝഥܳా೧مݽഝ زәഝز

ޙച पୌࢎ۹ Үਭܐ



١ਸӓਵ۽ೞ ݴәীࢲࣗ৻חغࢤٜفݽبૌѩѱଵৈೞݽחणਸࠁৈणژפೠࣻഛ
ۄҊࢤпפౠrܲաۄҴоࠗܰӝs೯ࢎաrࣁ҅ੋӂࢶചೞӝs١ࢤٜоૌѢਕ
ೞزחदী݃Ү୷ઁীࢲҕোೞ࠙חਤӝܳו՜ࣻযࢲ݅झ۞೯ࢎणפӒܻҊࢤٜର
߹ਸ୶ݥѷחҳഐܳઁೡ ٸनࢤഝࣘীࢲೡࣻੌחਸইоݽחणਸࠁৈݽ ؘחण
ݒੋ࢚Өणפখਵب۽Үਭҗউীࢲোझۣѱ֣ইٜޙࢲݶചҮਭਸೡࣻߨߑחਸҊ೧
ࠁ۾بೞѷ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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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पୌࢎ۹ Үਭ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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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पୌࢎ۹ Үਭ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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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पୌࢎ۹ Үਭ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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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хࣻࢿਸыࣁ҅दؼܻٜ
ં۽
ਬ]য়ୡ١Ү

۰࢚

교육과정]교과 연계 [교과명: 국어, 도덕, 사회, 미술]

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역과 융합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드게임을 활용해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문화 교육에 적합한
책,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영역과 융합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뒤 이를 문화 배지의 형태로 수렴하여 문화
이해와 함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बࢎ
Ѽ



대상학교급(학년)]초등학교(6학년)

ં۽ਃࢿ

оਃࢿ
ޙചࢤҗ࠺ޙചࢤفݽоࢎഥੋҮपীࢲࠗఠࢲܳ۽೧ೞҊੋ߉҃חҗࢲ۽ীೠಞѼ
աҊҙ֛হনೠࢎۈٜҗ࢚ഐਊ೧ࠁ҃חਸऺחѪਃೞҊࢤпೠ۞ೠ҃ऺৈࢿ
ੋغযࢲبনೠࢎഥҳࢿਗٜਸੋೡࣻҊ ࢚ഐਊೡࣻҊࢤпೠࢤٜীѱ۞ೠ҃
җӝഥܳઁҕೞӝਤ೧~ޙചхࣻࢿਸыࣁ҅दؼܻٜ

ં۽ܳदೞѱغ

աݾ
૩ নೠޙചী࠺חतೠҗܲਸঌইࠁҊ ীೠ೧बਸ֫חনࢿਸы۾بೠ
ل૩ নೠޙചনࢿഝزਸా೧ޙചрਬࢎࢿҗରਸੋधೞҊ۞ೠনࢿਸઓೡইח
ޙചхࣻࢿਸы۾بೠ
ࣇ૩ ҳٜҗ࢚ഐਊೞמాࣗࢎݴ۱ਸӝܰҊ ં۽ഝزਸҳٜҗഈزೞݴ೧Ѿೞחҗীࢲ
ҕࢿزਸы۾بೠ



ં۽ҳࢿ

оં۽ѐਃ
ചхࣻࢿਸы҅दܻؼٜં۽
ৈࢲాೞܻח

җ٣য۽Ҋೞܻח

ࣁ҅ৈ۞ա֥ۄೞӝ
ҳୣಣച৬ߊҊೞӝ

rաبੋחӣॿӣࣻ۽sৡ଼੍ӝ
ݭ௸ఠܻrউ֞ য়ாझۄsх࢚ೞӝ

࢚ࣿ۽ೞܻח
ܻ߈ݧࣁ҅݅بٜӝ
ޙചߙҕݽഝزೞӝ

ޙചҮਭ
ಣ١ࢿ

߈ಞѼ

࠺तೠҗܲਸইࠊਃ
ন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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নೠޙചীೠઓबਸӡ۞ਃ
ޙചхࣻࢿ¬

ޙച೧

ഈ۱

ҕࣘزীࢲ࢚ഐਊ೧ਃ
ҕ¬ࢿز



ં۽ޙചনࢿҮਭਬࢎࢿҗରਸоҊחনೠѐੋҗױઓೞחѪਸ
ં۽חܻоইо࢚ࣁח

ঌҊ۞ೠনࢿਸઓೞ݃חਸы۾بೞݾؘח

ز ݽࣁ ݽ֎بӒۄоݽৈઑച۽ࣁ࢚ਸܖ٠ Үपনೠҳࢿਗٜҗࢲܴ۽ਸ೧ೞҊઑച
ܳחܘо

ޙചਃࣗ৬ҮҗҮਭҗো҅
ઁ

ഝز

ҙ۲ҮҗҮਭҗ

ޙചਃࣗ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하기

사회-2.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고민하기

도덕-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문화

ৈࢲాೞܻח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온 책 읽기

이해

국어-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5. 속담을 활용해요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 감상하기

국어-8. 작품으로 경험하기

우리 반의 멋진 세계지도 만들기

사회-1.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문화 뱃지 공모전 활동하기

미술-2. 아름다움의 비밀

반편견

࢚ࣿ۽ೞܻח


➊

ޙച पୌࢎ۹ Үਭܐ

աਊয

협력

ં۽प೯
ৈࢲాೞ҅ࣁ ܻחৈ۞ա֥ۄೞӝ

활동목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형성할 수 있다.
관련 교과

단원

사회

2.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활동개요

다문화 요소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활동단계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교수 학습 활동
- 세계 여러나라의 바깥 놀이 교구를 보고 어떻게 활동하는 놀이인지 예상해본다.
- 그 나라의 규칙에 맞게 놀이 활동을 해보고, 창의적으로 규칙을 변형하여 활동한다.
- 다문화 바깥 놀이 교구를 활용해 세계의 다양한 바깥 놀이를 체험한다.
1차시

2차시

3차시

남아공 – 공 이어받기

미국 - 볼링

태국 - 세팍타크로

- 우리나라의 열두 띠를 적용한 윷놀이 보드게임을 통해 12간지와 윷놀이에 대해 학습한다.
- 우리나라의 놀이와 다른 나라 놀이를 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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թইҕmҕয߉ӝ

Ҵࠅ݂

కҴࣁఋ۽

활동결과

-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를 직접 해보면 우리나라의 놀이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체험할 수 있었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에 대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습득함으로써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소

- 런던이 영국인지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➋

감

ৈࢲాೞ ܻח-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생각하기

활동목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형성할 수 있다.
관련 교과

활동개요

단원

도덕

다문화 요소

평등성

활동단계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교수 학습 활동
▶ 통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본다.
- DMZ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 학습한다.
▶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본다.
-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해 비교해보고 생각해본다.
▶ ‘꿈꾸는 DMZ’ 보드게임으로 지구촌의 평화를 생각한다.
-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모형 드론으로 제거한다.
- 지뢰가 제거된 땅에 평화의 나무를 심는다.
▶ ‘유라시안 익스프레스’ 보드게임으로 지구촌의 발전을 생각한다.
- 통일된 한반도에서 철도를 이용해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동하며 다양한 인물,
문화,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ഝࢎز

ాੌҮਭࠁ٘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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ਬۄदউझۨझࠁ٘ѱ

활동결과

- 놀이를 통해 경쟁이 아닌 협동을 배워나가며 공동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유럽까지 육지로 이어진 것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면서 지리적 파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소

- 보드게임으로 지뢰를 없애니까 기분이 좋았다. 진짜로 우리나라에 지뢰가 없어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

감



활동목표

문화다양성 동화책을 활용한 1학기 1권 읽기를 통해 문화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
관련 교과

활동개요

단원

국어

다문화 요소

평등성

독서단원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 5.속담을 활용해요
반편견

활동단계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교수 학습 활동

ޙച पୌࢎ۹ Үਭܐ

➌ җ٣য۽Ҋೞ ܻח-‘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온 책 읽기

▶ 온라인 수업 기간에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동화책과 학습지를 각 가정에 배부한다.
- 내용 확인 학습지는 등교 개학 이후에 학생들과 함께 확인한다.
▶ 온라인 수업 기간에 E-학습터를 활용하여 과제를 제시한다.
- 책 표지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달도록 한다.
-‘국어 5. 속담을 활용해요’ 단원에서 속담을 온라인으로 학습한다.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동화책에 나오는 속담 1개와 속담의 뜻을 찾아 댓글로 달도록 한다.

▶ 등교 개학 후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동화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골든벨 퀴즈를 실시한다.
- 골든벨 퀴즈를 통해 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만들어 본다.
- 친구들이 낸 문제를 함께 풀어본다.

▶ 등교 개학 후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에 나오는 속담을 함께 확인하고 그 속담들이 쓰이는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 독후 활동으로 주인공인 ‘김수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을 주제로 글쓰기 활동을 한다.

ഝࢎز

ޙചনࢿزച଼ߓࠗ

활동결과

࠘&झҗઁઁद
଼ࠁҊ؆Ӗ׳ӝ

زച଼ਸഝਊೠࣘࣻস

- 문화다양성 동화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공감할 수 있었다.
-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문화감수성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

감

- 친구들이 수로에게 인도사람 다문화라고 놀려서 수로가 화가 났을 것 같다.
- 수로가 속으로는 기분 나쁘고 슬프고 그랬을 텐데 참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게 멋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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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җ٣য۽Ҋೞ ܻח-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 감상하기
활동목표

영화 읽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활동개요
다문화 요소

관련 교과

단원

국어

8. 작품으로 경험하기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활동단계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교수 학습 활동
▶ 영화를 감상하기 전 포스터를 보고 어떤 내용의 영화일 것 같은지 예상해본다.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나 선입견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감상지를 작성하며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오케스트라’를 감상한다.
▶ 영화를 본 후 기억에 남는 장면과 다문화 학생이 누구이며, 왜 기억에 남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 영화를 본 후 등장하는 다문화 학생 중 1명이 되어 오케스트라를 가르쳐 주신 용재 오닐 선생님께
편지를 쓰며 공감 능력을 기른다.

ഝࢎز

rউ֞ য়ாझۄsੋҕغয
ಞॳӝ

ݭ௸ఠܻrউ֞ য়ாझۄsх࢚ೞӝ ݭ௸ఠܻrউ֞ য়ாझۄsх࢚

활동결과

- 다큐멘터리, 영화 자료를 활용하여 주인공에게 감정 이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 능력을
향상시켰다.
- 영상을 감상한 후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감상이 되도록 하였다.

소

감

- ‘안녕?! 오케스트라’ 에서 처음 악기를 잡아 본 애들이 하는 연주가 시끄러웠는데 마지막에 ‘반짝 반짝
작은 별’ 을 다 같이 연주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 다니엘이 흑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처음에 놀랐다.

➎ ࢚ࣿ۽ೞ ܻח- 우리 반의 멋진 세계지도 만들기
활동목표

각 대륙과 대양의 위치와 범위를 설명할 수 있으며, 각 대륙에 속한 나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관련 교과

활동개요
다문화 요소

140

단원

사회
평등성

사회-1.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교수 학습 활동
▶

2～3명씩 짝을 지어 6대륙 중 표현하고 싶은 대륙을 선택한다.

▶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대륙에 나타낼 정보를 찾는다.
- 백지도에 표시할 나라를 협의하여 정한다.
- 사회 교과서, 사회과 부도, 세계 여러 나라의 의식주 모형 등을 활용하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륙 백지도 모형에 표현한다.
- 국기, 대표적인 음식, 건축물, 유명인 등 다양한 정보를 나타낸다.

▶

각 모둠별로 만든 대륙을 수합한다.
- 6대륙을 위치에 맞게 붙여 세계 지도를 완성한다.

ޙച पୌࢎ۹ Үਭܐ

활동단계

- 6대륙의 위치를 확인한 후 5대양도 표시한다.
세계 지도에 모둠별로 국기 스티커를 붙인다.

▶

- 사회과부도를 활용하여 나라별 국기 모양을 확인한다.
- 국기에 담긴 뜻과 의미를 알아본다.
- 나라의 위치를 찾아 세계지도 백지도에 국기 스티커를 부착하며 대륙별 국가를 확인한다.

ഝࢎز

ࣁ҅ݽഋਸഝਊ೧ࠁܩӝ

활동결과

ࣁ҅ݽبਵӝ

৮ࢿ҅ࣁػب

- 짝과 협동하여 대륙을 꾸미는 활동을 함께 협의하고 구상해 완성함으로써 성취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켰다.

- 옛날에 우리가 만든 집 모형이랑 음식 모형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사회과부도에서 쓸만한 정보가
소

감

많아서 대륙을 꾸미는 데 도움이되었다.
- 학급 게시판에 우리가 합쳐서 만든 세계지도가 있으니까 멋지다.

➏ ࢚ࣿ۽ೞ ܻח- 문화 뱃지 공모전 활동하기
활동목표

문화 뱃지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관련 교과

활동개요
다문화 요소

단원

미술
평등성

2. 아름다움의 비밀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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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단계

교수 학습 활동
▶ 노트북을 활용하여 뱃지에 들어갈 디자인을 찾는다.
- ‘다문화 일러스트’, ‘존중 일러스트’, ‘다양성 일러스트’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뱃지에 들어갈
그림을 검색한다.
▶ 노트북을 활용하여 뱃지에 들어갈 문구를 찾는다.
- ‘다문화 문구’, ‘세계 문구’, ‘세계 시민 문구’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뱃지에 들어갈 문구를 검색한다.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뱃지에 들어갈 디자인을 편집한다.
- 그림 크기, 글씨체, 글씨 크기 등을 편집한다.
▶ 자신이 디자인한 뱃지 그림과 문구를 제출한다.
- 제출한 뱃지 디자인을 인쇄하여 투표를 한다.
- 투표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을 선정하고 상장을 수여한다.

▶ 역할을 나눠 협동하여 문화 뱃지를 제작한다.
- 인쇄된 뱃지 디자인 자르기, 뱃지 기계로 뱃지 만들기, 분류하기 등 역할을 나눠 뱃지를 제작한다.

ഝࢎز

ޙചߙٜ݅ӝҕݽ

활동결과

ޙചߙٜ݅ӝҕ࢚ݽ

ޙചߙ৮ࢿݽण

- 뱃지를 여럿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과 집단 정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뱃지를 실생활에 활용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소

감

- 파워포인트로 디자인을 이쁘게 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도 구글에서 다양한 그림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되었다.
- 내가 만든 뱃지를 동생들을 줬는데 멋지다고 해서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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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ೞܻח
ં۽ܳా೧ࣁ҅ܳبԲޙݴࠁݴച೧ࣻੌ֫ܳب
ӒܻҊޙചߙܳ٣ੋೞҊઁೞחഝزਸా೧नхҗࢿஂхਸೱ࢚दఆࣻ

åଵҊޙ߂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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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Үਭࠗ ୡ١Ү֙ب؋Үҗࢲ߂Үࢎਊ ࢲب
hҮਭࠗ ୡ١Ү֙ࣿҮҗࢲ߂Үࢎਊ ࢲب
hޙചоҮਭਗपୌࢎ۹োҳࠁҊࢲ |-&%ҮਭਸాೠೣԋࡄաחҮप} Ҋ 
hޙചоҮਭਗपୌࢎ۹োҳࠁҊࢲ |Үपࣘযܿ ޙചхࣻࢿ(3*5ӝܰӝ} ӂక 
hޙചоҮਭਗपୌࢎ۹োҳࠁҊࢲ |ၞԷߓਸా೧ೞաࢿ۽ೞח0/& ᡯᢇᡲ ં۽}  
hޙചоҮਭਗपୌࢎ۹োҳࠁҊࢲ |ೣԋয؊ইܴ3BJOCPX4NJMF} Ҵࢶই 
hҮਭҗࢎ ޙചҮਭਊযࢎ 
hҮਭࠗ Үਭҗো҅ޙചҮਭࣻসب 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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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झmࣻসҮాܳܨೠ࢚ഐޙച
ં۽ ࢤ࢚۽㵥㵸 ؊ೞӝ
ъࣻ൞]৻Ү

۰࢚

교육과정]교과명 영어
बࢎ
Ѽ



대상학교급(학년)]중학교(1학년)

상호문화교육과 외국어 교육에 적용된 상호문화접근법을 이론적 토대로 설정하고 한-필리핀 간 상호문화
교류와 20차시의 프로젝트 학습을 체계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영어수업에서 문화교육에서 벗어나
공동 상호문화 프로젝트로 실행방향을 잡았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려는 점과 문화교육 자료를 축적하고 일반화 할 방법을 모색
하려는 점이 돋보인다.

ં۽ਃࢿ
tӒ۞աই߹חٜоؘীײبഃחହޙٜ
݃ա݆ਸѪੋо ࡄਸযߡܽ߹ٜ ਫ਼ٜযߡܽࢎۈٜjj
ࢲ݅۽ա۰Ҋ೧ঠೠٜ౸ীڸষڸষڄযઉఋҊחӒٜࠛ
־ҵо৬ࣗాೞ۰Ҋ೧ঠೠu
ঔైউ٘ࣉఫાಕܻ ੋр

ࠄં۽ࠗ৻חਵ҅ࣁח۽ചܴ ղࠗਵޙח۽ചࢎഥ۽әѺೠੑীޙܲٮചҮਭ
ਃࢿ য৬ޙചӟೠҙ҅ ѐযҗҮਭҗݾীࠛبҳೞҊҮযࣻসࢤ
ࢎࣗాמ۱नীೠաݠ࢚ਵޙ۽ചҮਭীࣗഓ೮ઁޙחधীࢲߊೞࣻসীࢲܖ
ޙחചоҮҗࢲ੍ӝઁ۽بޙೠغযҊदࣻ ಣо١Үਭഅৈ۞оഅपয۰ਵੋ۽
೧ޙചҮਭѐҚࠁঈҗэध۽׳ܰӝएਛޙചҮਭղਊژೠਗযޙച 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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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호문화 프로젝트 실행 방향

É진도 · 평가 ·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영어 수업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율 제한적

É해외수업교류 활동의 한계 ▶

É읽기 지문 위주
É일회성 다문화 행사

É개인 일상 전달
É일방적 자문화 소개
É학생의 능동적 참여

문화에 대한 일방적

수업 개발 필요

지식 전달 한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개발
É‘소통, 협력, 존중’ 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프로젝트 활동 개발

▶

É원어민의 문화, 목표

É교과 연계

É학생 중심 활동, 다양한 문화와의 만남
É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 활용

ޙച पୌࢎ۹ Үਭܐ

기존 영어 수업에서의 문화교육

É학생의 상호문화능력 신장

ં۽ݾ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상호문화교육1)
Ф ФФФФФ ФФ Ф Ф  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개설개설 및 학생 모집
Ф Ф ФФФФ  ФФ Ф  Ф Ф


교류학교 협력 교사와 협의, 공동 프로젝트 목표 및 주제 선정
Ф ФФФ ФФ  ФФФФ

상상플러스 - 수업 교류를 통한 상호문화 프로젝트로 상생(相生) 더하기
◆ 수업교류 : Las Pinas National High School의 Pen Pal Club 학생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상호문화 : 객관적 시각으로 자문화를 탐색하고 호기심, 개방성, 열린 태도로 타문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민족 중심주의나 맹목적 이국정서에 빠지지 않고 양 문화를 비교한 후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이끈다.
◆상



생 : 다문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데 필요한 태도를 함양한다.

목적 1

다양한 영어 시청각·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4 skills 활동을
포함하여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

목적 2

프로젝트 활동이 요구하는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문화 수용(존중)의 과정을 토대로
학생이 다른 언어나 문화를 가진 사람과 소통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는 상호문화능력을 신장시킨다.

목적 3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고 다문화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킨다.

목적 4

필리핀 교류학교와의 공동 상호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문화교육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일반화 할
방법을 모색한다.

҃ߓۿ

ࠄં۽ݾҗഝزઁ߂ղਊ ߑߨਸࢸ҅ೞؘחয೨बੋ҃ߓۿਸࣗѐೞݶҗ
э࢚ഐޙചמ۱ܲۆয݈ܳೞҊޙܲചߓ҃ਸоࢎۈٜҗҙ҅ܳݛҊࢎࣗాೡࣻח
ࢎמۈ۱ਵ۽ध ӝࣿ క۽بҳࢿ ػ#ZSBN 

 ೠস   ਬۣ࢚ഐޙചҮਭҴઁѾഒറҴղীࢲࢤೠ֗ܳޙكചо࠺ਯܻ֫ࢎഥীदࢎೞܳ߄ח
ాೞҊޙചࢎഥҮਭউਵ࢚۽ഐޙചҮਭਸҴղীࣗѐ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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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 신장

목표



◆ 지식 :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소통에 필요한 서로에 대한 정보
◆ 태도 : 상호문화적 만남에서 갖추어야 할 호기심, 개방성, 자신의 문화를 타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자세
◆ 기술: 타문화를 발견·해석하고 자문화와 연결할 수 있는 능력. 문화의 다름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에 대처하는 능력,
의사소통 상황에서 지식, 태도와 기술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내용

문화, 정체성, 고정관념, 편견, 민족중심주의, 차별2)

방법

상호문화적 절차

◆ 자문화 인식 : 자신의 문화, 문화 참조기준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 타문화 발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교사가 소개한 다른 문화를 보고 자신의 느낌과 이유 말하기, 자신의 가설 세우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기
◆ 양문화 비교: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차이점<유사성)를 비교하기, 자기 문화 인식 효과
◆ 타문화 관용(수용): 타인의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 단, 인류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할 것
(장한업, 2014)



ં۽ࣻস҅ദ

교과와의 연계를 분석하고 필리핀 수업 교류 협력 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 상호문화 프로젝트의 주제 및 활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최종 선정해 창체 동아리 활동 계획을 완성하였다.
순서
(차시)

관련교과

프로젝트 주제 및
상호문화적 절차

1

도덕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1-4)

영어

[자문화 인식]

영어

내 이름을 불러줘!
[타문화 발견]
[자문화 인식]
[양문화 비교]
[타문화 수용

2
(5-8)

사회
영어

영어

필리핀의 놀이문화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사회

우리나라 놀이문화

영어

[자문화 인식]

3
(9-12)

4
(13-14)

사회
국어
영어

다른 언어, 같은 마음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문화 수용]

활동 내용
- 사진첩에서 정체성 탐색하기
- 사진을 활용한 자기소개 앨범 만들기

상호문화
능력

상호문화
내용

지식
태도

정체성
문화

- 필리핀 친구 이름 찾고 느낌 말하기
- 필리핀의 이름짓기 문화 탐색하기

지식
기술

고정관념

- 우리나라 이름짓기 문화 탐색하기
- 필리핀 이름 짓기 문화와 비교하기
- 나의 이름 소개하기

지식
기술
태도

정체성

- 주어진 물건의 용도 추측하기
- 필리핀 놀이 소개 포스터 만들기

기술
태도

문화
다양성
정체성

- 우리나라 전통 놀이 소개 영상 만들기

지식

- 필리핀 지리적 특성과 언어의 관계
- 필리핀 공용어와 한글의 공통점 찾기

지식

문화

기술

다양성

- 타갈로그어로 자기 소개하기

태도

정체성

국어
도덕

다른 이야기, 같은 마음

- 한국인이 중요시하는 가치관 탐색하기
- 전래동화 영어로 번역해 책 만들기

지식

정체성

[자문화 인식]

태도

인류보편적

영어

[양문화 비교]

- 같은 주제의 필리핀 전래동화 읽기

기술

6

사회

모두 다 꽃이야!

지식

(19-20)

영어

[양문화 비교]

- 문화충돌의 원인 파악하기
- 욱일기의 의미 설명하기
-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 탐색하기

5
(15-18)

 ਬۣಣഥীࢲઁೠ|,JU1FEBHPHJRVF}  ীࢲઁदೞ࢚חഐޙചҮਭղ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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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술
태도

가치
편견, 차별
갈등, 인권



ં۽ࣻসपઁ

оনೠରਗࢿ
일시

2021.3.12.(금), 3.26.(금)

관련교과

프로젝트 주제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상호문화능력

지식, 태도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역량

상호문화요소

개인 정체성, 집단 정체성, 문화

핵심역량

도덕, 영어

1-4

차시

É가족 앨범에서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찾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앨범을 만들 수 있다.

학습목표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

도입
(15′)

◆

ޙച पୌࢎ۹ Үਭܐ



자료(㉶) 및 유의점

동기유발
- 거울 보고 자기 모습 그리기
프로젝트 주제 안내 –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격수업
1-2
차시

정체성
개념
파악 및
확장
하기
(65′)
지식
기술
[자문화
인식]

자기
소개
앨범
만들기
(60′)
대면
수업
3-4
차시

◆

㉶ 유튜브 영상
학생 활동지

[프로젝트 준비] - 정체성의 개념 파악하기
- 정체성의 개념을 소개하는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om3INBWfoxY
-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정리하기
-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탐색하기,
답변 공유하기

◆

㉶ 가족 사진첩, PPT

[프로젝트 실행 1] - 가족 앨범 탐색하기

※ 가족 앨범 준비를 사전

- 가족 앨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진 찾아내기,
관련 (개인적 · 집단적) 정체성 파악하기

◆

[프로젝트 실행 2] - 자기소개 앨범 만들기
- 가족 앨범에서 골라낸 사진으로 자기 자신과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글 작성하기

◆

학생 프로젝트 결과물

◆

[프로젝트 마무리] - 갤러리 워크

◆

생각 나누기 및 다음 차시 예고

공지하여 탐색 시간을
충분히 확보
크래프트지 또는
패들릿 활용
※ 활동 결과물은
온라인으로 우선 공유하고
국제우편으로 교류학교에
배송

태도
[긍정적
자아
정체성]

정리
(20‘)

åં۽ࢸ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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աղܴਸࠛ۞
2021.4.2.(금), 4.16.(금)

일시

관련교과

사회, 영어

차시

프로젝트 주제

내 이름을 불러줘!

상호문화능력

지식, 기술, 태도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상호문화요소

고정관념, 정체성, 문화

5-8

É텍스트를 읽고 필리핀 사람들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방법을 필리핀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É매칭된 필리핀 친구의 성, 이름, 중간이름, 별명을 말할 수 있다.
É우리나라의 이름짓기 문화를 탐색하고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말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단계
도입
(10′)

주요 활동
◆

역사와
이름
관계
파악
(40′)
지식
태도
[타문화
발견]

생각 열기
- 필리핀 친구의 이름을 보고 느낀 점 공유하기

◆

대면
수업
5-6
차시

자료(㉶) 및 유의점

[프로젝트 실행 1] - 필리핀 역사와 이름의 관계
- 모둠을 6개로 나누기, 모둠별로 ①-④까지 각각 다른 시대를
설명하는 텍스트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읽기 텍스트
※ ②-기간 길고 영향이
가장 커 3개 텍스트로 나눔

- 필리핀 역사와 이름의 관계 파악해 발표하기
① 식민지 이전
③ 미국 식민지 시절
② 스페인 식민지 시절 ④ 현재
◆

학생 활동 모습

◆

[프로젝트 실행 2] - 내 필리핀 친구 소개하기

<발표내용 정리>

㉶(필)이름소개영상
기술
[타문화
수용]

- 필리핀 친구의 이름에서 영어식 first name, middle name,
family name과 nickname 찾아내기
- 모둠별로 매칭된 필리핀 친구 소개하기
㉶ 활동지, PPT
◆

[프로젝트 실행 3] - 나의 이름 소개하기
-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짓는 방법 탐색하기

대면
수업
7-8
차시

이름에
담긴
문화
소개
(60′)
지식
[자문화
인식]

[양문화
비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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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 에피소드 소개하기

◆

학생 프로젝트 결과물

◆

[프로젝트 마무리] - 생각 나누기
-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이름 짓기 문화를 살펴본 후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느낀 점 공유하기

◆

활동 결과물(영상)

※활동 결과물은 교류
학교와 공유



일시

2021.5.14.(금), 5.28.(금)

프로젝트 주제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놀이문화

상호문화능력

지식, 기술, 태도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상호문화요소

문화의 다양성, 정체성

관련교과

영어, 사회

차시

9-12

É영상을 시청하고 학교 친구들에게 필리핀의 놀이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
É우리나라 전통 놀이의 유래 및 규칙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학습목표

É한국과 필리핀 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말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

도입
(15′)

전통놀이
소개 영상
제작
(70′)
대면
수업
11-12
차시

㉶(필)놀이소개 영상

[프로젝트 실행 1] - 필리핀 놀이 소개 포스터 제작
- 필리핀의 대표적인 놀이문화 소개 영상 시청하기
- 잭스톤, 요요, 상카요, 고무줄 놀이 체험하기
- 필리핀 놀이 중 우리나라 놀이와 유사한 것 찾기
- 규칙, 도구의 공통점 및 차이점 탐색하기
- 필리핀 놀이 유래 및 규칙 소개 포스터 만들기

필리핀
놀이 소개
포스터
제작
(65′)
태도
기술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자료(㉶) 및 유의점
㉶ 필리핀 놀이도구

-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도구로 놀이방법 추측하기
◆ 프로젝트 주제 안내
-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놀이문화 비교하기
◆

대면
수업
9-10
차시

동기유발

ޙച पୌࢎ۹ Үਭܐ

ܻաۄ৬ܻ֥ޙച

◆

학생 활동 모습

◆

[프로젝트 실행 2] - 우리 전통 놀이 소개하기
- 모둠별로 필리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 선정하기
- 놀이 규칙 소개 글 작성하기, 영상 제작하기

◆

◆

활동결과물(포스터)

㉶ 윷놀이 세트, 연,
팽이, 제기
㉶ 활동지, 스마트폰
◆

활동 결과물(영상)

◆

학생 활동 소감

학생 활동 모습

지식
[자문화
인식]

정리
(10′)

◆

[프로젝트 마무리] - 생각 나누기
- 활동 소감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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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ۄয э݃
2021.06.25.(금)

일시

관련교과

영어, 국어

차시

프로젝트 주제

다른 언어, 같은 마음

상호문화능력

지식, 기술, 태도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상호문화요소

정체성, 문화의 다양성

13-14

É필리핀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를 지리적 특성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É필리핀어와 한국어의 공통점을 찾고 이를 통해 두 나라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다.

학습목표

É필리핀어로 간단히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자료(㉶) 및 유의점
㉶(필)영어, 7개 주요

도입
(15′)

◆

마음 열기
- 필리핀 친구들과 인사 나누기

◆

동기유발
- 필리핀의 주요 7가지 언어 소개 영상 시청하기
-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원격수업
13-14
차시

지리와
언어의
관계
(20′)
지식
[타문화
발견]

언어 소개 영상

[개념학습] -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과 언어
- 섬으로 구성된 나라, 언어에 미친 영향
- 필리핀 정부의 따갈로그어 공식어 지정
- 존댓말, 존칭어를 사용하는 따갈로그어
㉶ 활동지, PPT

◆

[적용학습] - 필리핀어와 한국어 비교

◆

[확장학습] - 타갈로그어로 자기소개 하기
- 모둠별 소회의실 입장, 필리핀 친구들에게
타갈로그어로 자기소개 표현 배우기

한글과
타갈어
비교
(15′)
기술
[양문화
비교]

[태도
타문화
수용]
정리
(10‘)

- 배운 내용 활용해 자기소개 발표하기
생각 나누기
- 수업 참여 소감 공유하기

◆

㉶ 활용할 영어 표현

å5FBDIFSsT$PNNFOUTࠄࣻস۽աੋ۽೧ৈ١Үࣻসݶ࢚ػకੋܻࢤٜ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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हߑೱࣻসਵ۽ࢤ݅بоౠ֫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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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3.(금), 9.10.(금)

일시

관련교과

국어, 영어

차시

프로젝트 주제

다른 이야기, 같은 마음

상호문화능력

태도, 기술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상호문화요소

정체성, 인류 보편적 가치

15-18

É한국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전래동화를 찾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 책을 만들 수 있다.

학습목표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ޙച पୌࢎ۹ Үਭܐ

݃ܲঠӝ э݃

자료(㉶) 및 유의점
㉶ 동영상

◆

동기유발
- 한국 문화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영상 시청하기

도입
(10′)

https://www.youtube.com/watch?v=3P1CnWI62Ik
◆

프로젝트 주제 안내
- 한국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 한국인이 중요시하는 가치, 한국인의 장점에 대한 조사
결과자료 살펴보기
→ 충(忠), 효(孝), 예(禮), 정(精)
→ 부지런함, 인정, 책임감, 인내심

한국인
가치관
탐색
(15′)
대면
수업
15-18
차시

전래
동화
찾고
번역
(120′)

[프로젝트 준비] - 한국인의 가치관 탐색하기
- 내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 발표하기

◆

[프로젝트 실행] - 전래동화 찾고 영어로 번역하기
-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을 보여주는 전래동화 찾기
- 모둠별 역할 나누기(영어 번역, 삽화 그리기 등)
- 최종 결과물 완성하기

㉶ PPT, 포스트잇
<출처: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예시, 활동지,
채색 도구, 스마트폰

◆

태도
기술
[자문화
인식]

정리
(15‘)

◆

소가 된 게으름뱅이

◆

[프로젝트 마무리] - 갤러리 워크

◆

학생 활동 결과물

효자가 된 불효자

※ 거리두기 유의

å5FBDIFSsT$PNNFOUTܻࣻসҮܨҮীࢲب৬эઁ۽ܻࢤٜഝزѾҗزېੋ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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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߄فݽԢঠ
2021. 10월 말 예정

관련교과

프로젝트 주제

모두 다 꽃이야!

상호문화능력

지식, 태도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상호문화요소

편견, 차별, 갈등, 인권

일시

도덕, 사회

차시

É캔슬 코리아(Cancel Korea) 사건을 살펴보고 욱일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탐색한다.
É문화 간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책과 태도를 탐색한다.

학습목표

É인권과 정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태도가 중요함을 설명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자료(㉶) 및 유의점
㉶ 사진

◆

도입
(15′)

욱일기
의미
탐색
(15′)
지식

◆

원격수업
19-20
차시

갈등
원인,
해결
방법
탐색
(15′)
태도

편지
댓글
작성
(20′)
기술

동기유발 – 문화 간 갈등의 예 소개하기
- 필리핀계 미국인 벨라 포치의 욱일기 문신
- 일부 한국인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갈등 고조
- 필리핀 트위터 캔슬 코리아(Cancel Korea) 운동

◆

[개념학습] - 욱일기가 상징하는 것 알아보기
- 일본 군국주의, 전쟁 범죄

㉶ PPT, 활동지,
상상플러스 사전 제작 영상

- 반성 없는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
→ 한국인에게 욱일기는 독일 나치의 하겐크로이츠
→ 위안부 문제는 인권에 반하는 범죄임에도 여전히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필리핀에도 태평양 전쟁
으로 인한 일본 군국주의
의 피해자가 있는지 사전
조사해 발표하게 한다.

[적용학습] -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 탐색하기
Q) 벨라 포치와 필리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일부 한국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Q) 벨라 포치와 비슷한 실수를 한 다른 경우?

◆

Q) 타문화에 대한 무지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 PPT, 활동지

Q)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에게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 학생 희망에 따라 편지쓰
기나 댓글쓰기 중 한 가지
선택

[확장학습] - 설득, 사과와 위로의 편지쓰기

※ 객관적인 태도로 예의를
갖추어 글을 쓰도록 지도

- 벨라 포치에게 욱일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 쓰기
- 편견과 차별로 인해 상처받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위로의 댓글 쓰기

◆

정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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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생각 나누기 –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 서약하기
-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세 가지 고르기
- 세계시민 서약서 작성하고 모두 같이 낭독하기
- [모두 다 꽃이야] 노래 함께 부르기

㉶ PPT,
세계시민 서약서,
노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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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ZSBN .  5FBDIJOHBOEBTTFTTJOHJOUFSDVMUVSBMDPNNVOJDBUJWFDPNQFUFO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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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ਬইೠҴযמ۱ৡੋۄಣоبҳѐߊ
ಣࣻ]ਗਬਗ

۰࢚

교육과정] 누리과정 연계 한국어능력
बࢎ
Ѽ



대상학교급(학년)]유치원

다문화유아의 한국어 온라인 평가 도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동일한 오프라인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구현한 평가도구로 다문화유아들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점이 좋으나 지필 자료만으로는 평가도구의 신뢰도나 타당성의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ݾ

ࠄ|ܻ־җো҅ޙചਬইೠҴযמ۱ৡੋۄಣоبҳ}חӝઓಣоبҳࠛಞೣਸ೧ࣗೞҊੌزೠ
য়ੋۄಣоبҳܳഝਊೞৈৡੋۄਵ۽ҳഅೠಣоبҳޙࢲ۽ചਬইো۸߂ߊ׳ౠࢿਸҊ۰ೞৈ
ೠҴযמ۱ਸಣоೞҊ ࢿஂܳبಣоೡࣻ۾بѐߊغणפౠ۽ա࢚ടೞীࢲ࠺ݶਵ۽
ೠҴযמ۱ਸஏೡࣻ۾بѐߊغणפ



ӝઓಣоبҳױ

ӝઓಣоبҳ҃పझܳ೯ೞӝਤ೧ࢲҮࢎਊಣоӝ۾ рޙ೦٘ زېച٘ ࢚ടࠁ٘ 
Ӓܿ٘ ࣚоۅоੋഋ١ਃೣ
ಣо೯ਸਤ೧ࢲಣоبҳࢎਊߑߨী೧ࢲಣоҮࢎীѱदрҮਭਃೣ
ಣо৮ܐറҮࢎਊಣоӝ۾ܳ߄ఔਵݽࠗ۽উղࢲܳࢿ೧ঠೣ
য߹ߣࢲޙоਃೡ҃߹ݽࠗ۽بউղࢲܳ୶оઁ೧ঠೣ
߈٘दಣо৬ಣо࢚оݶ೧ࢲಣоܳ೯೧ঠೣ

زې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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Ӓܿ٘ 

धఌ࢚ടࠁ٘

ࢎ࢚҅ടࠁ٘

࢚֎زടࠁ٘

ਬਗੌҗ࢚ടࠁ٘

ޙച पୌࢎ۹ Үਭܐ

࢚ടࠁ٘

ࣚоۅоੋഋ ࣁ

ৡੋۄಣоبҳ

పझ೯ਸਤ೧ࢲؘझ֢࠘חژప࠶݁1$৬ӝبҳ݅ળ࠺ೞؽݶ
ಣоߑߨएਕࢲૣউղҮਭਵ۽ಣоҮਭਸ೯ೡࣻ
ಣо৮ܐറزਵ۽Үࢎਊಣоӝ۾ ࠗݽউղࢲоؽࢿࢤز
য߹ߣחࢲޙؽࢿࢤز
ࢿஂبಣо߂ࠗݽউղࢲبزਵؽࢿࢤ۽
۽աੋ۽ೠ࠺ݶҮਭ߂যಣоبҳࢲ۽ഝਊೡࣻ
 ;PPNਸਊೞৈ࠺ݶಣо೯оמೣ



ৡੋۄಣоبҳࢸݺ
ಣо١۾

ಣо۾ݾ

ಣо೯

Ѿҗഛੋ

ಣо೯ࣽࢲ
ৡੋۄಣоبҳחಣо١۾ಣо۾ݾಣо೯Ѿҗഛੋࣽࢲ۽೯פؾ

ಣо١۾
ಣо١۾ইېചݶҗэܴ ࢤ֙ਘੌ ࢿ߹ যജ҃ ೠҴѢӝр ೠҴযणӝр ౠࢎ೦ ಣо
ࣽਵ۽ੑ۱ೞݶزਵ۽١ә౸غযపझܳ೯ೡࣻ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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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록화면

ಣо۾ݾ
ಣо١ݫ۾ীࢲపझೞҊೞחਗইܳ١۾ೞݶইېӒܿۢಣо۾ݾীࢲഛੋೡࣻणפಣо
۾ݾചݶীࢲಣо೯ߡౡਸܼೞݶಣо೯ചݶਵز۽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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ಣо೯ചݶইې৬эઝஏਵ۽ҳ࠙غযणפઝஏചݶীࢲಣо࢚ടࢸ ળ࠺ ޛदр 
दޙ١ਸഛੋೡࣻणפపझೞߑؘח೧ػҊ౸ݶغױх୶ӝߡౡਸܼ೧ࢲઝஏചݶਸ
хࣻणݽפٚӝߡמౡ୷ױఃоߓغযযࢲ೧ఃࠁ٘ߡౡਸܼೣਵࢲ۽োझۣѱޙ
೦рزоמפ

ޙച पୌࢎ۹ Үਭܐ

ಣо೯

Ѿҗഛੋ
పझо৮ݶغܐইېѾҗഛੋചݶীࢲҮࢎਊಣоӝ۾৬ࠗݽউղࢲܳഛੋೡࣻणݽࠗפউղࢲ
חযࢶఖীࢲۄٮѐҴয۽ߣزغয۱ೡࣻणפ

157

ઁ
ഥ ޙചҮਭ ࣻࢎ۹ ҕ࢚ࣻ ݽಿ



Үࢎਊಣоӝ۾חইې৬эࣻоמೠুࣄੌ۽߉ਸࣻणפ

ࠗݽউղࢲחಣоӝ۾ਸ҃ੌ߈উղࢲ৬ࢿஂبಣоفоفݽ۱ೡࣻणפ
ইېӒܿੌ߈উղࢲ৬ࢿஂبಣоউղࢲӒܿੑ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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ৡੋۄಣоبҳܳഝਊೠೠҴযҮਭߑೱࢸ

ÜޙചਬইݏഋೠҴযҮਭਸਗ೧ࣻणפ
ಣоѾҗ߂ҳੋ߹ࣻ৬ࣻળਸഛੋೞৈ ਬইীѱਃೠࠗ࠙ਸबਵੋ҅۽ೠҴয
Үਭਸपदೡࣻणפ
ÜޙചҮਭ଼Ү ਬਗ ীࢲपदాחغ߂ѐ߹যҮਭҗೠҴযә ਬਗ ੑәhࠂӈܳ
ѾೡٸীبಣоѾҗܳଵҊೡࣻणפ

ޙച पୌࢎ۹ Үਭܐ



ÜಣоѾҗܳࠗݽীѱউղೞৈоীࢲޙبചਬইೠҴযҮਭਗ۾بغো҅ߑউ١ਸ࢝ݽೡ
ࣻणפ
ÜಣоѾҗীܲٮೠҴযҮਭपदറ ࢿஂبಣоܳా೧ޙചਬইೠҴযמ۱ೱ࢚ܳبঈೡࣻणפ
Ü۽աੋ۽ೞৈݶಣооয۰҃;PPN١ਸഝਊೞৈ࠺ݶಣоبоמפ



ಣоद

ইחېਬਗীࢲಣо৬ೖಣооݶਵ۽ಣоܳ೯ೞࢎחੑפ

ইחېਗѺীࢲ;PPNਸਊೞৈಣо৬ೖಣоо࠺ݶಣоܳ೯ೞࢎחੑ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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ୡ↟↟Ҋࢤ

୭࢚ࣻ


ࢲഌ ࢿജҮ
࢚ࣻ

 بۄ׳જই ࢲۄ׳જই
উ ؋Ү



࢚ࣻ

 оܰஜࣁ
ӂ࣠ ࢲੌҊ١Ү



۰࢚

 ೣԋԷԲחազ
അ ৻ҴযҊ١Ү



۰࢚

 ѣਸֈযղܴۢیझ۞दਵ۽
߅द ղୡ١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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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ೠաt.&-0/u
ࢲഌ]ࢿജҮ

୭࢚ࣻ

बࢎ
Ѽ

작성자가 다문화청소년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작성하여 목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글이었다. 또한 자신과 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과 성찰, 성장하는 과정의 변화가 잘 드러나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더욱 응원한다.

Ӗਸदೞӝীখࢲ חझझܳ۽rۿݮsۄҊഅೞҊरणۿݮפझਪೠݍۢفݽীѱ
झਪೞѱೠۿݮ חীনೠઙܨо٠নೠݒ۱חীࢲ৬࠺ۿݮतೞҊࢤп
ೞӝޙٸੑפ৵ܳۿݮҗোҙחҾӘ೧ೞद࠙חٜ҅पѩפӒࢲېӘࠗఠۿݮীऀѹ
ઁঠӝܳद೧ࠁҊפ
ীѱחয۷ਸࠗٸఠޙചоࣻחۄधযоࠢۄٮणפೠҴੋইߡ৬߬թযࢎפݠী
ࢲకযլӝޙٸੑפೞ݅ܲחҳٜҗܴহחಣߧೠইۄҊࢤп೮णفפաۄযо
ҕઓೞৈٜܻҊ৻оীоӝਤ೧࠺೯ӝܳఋחѪীѱোೠੌӝীݽٚҳٜӒ۠ঌ
ও݅ ୡ١ҮীٜযоҊդറ ߸ࢎۈٜҗചೞࢲݶঌѱغणઁפоܲইٜҗחઑӘ
ܰѱۄ৳חѪਸ ઁоޙചоࢤחۄѪਸ݈ੑפӒࠗٸఠח߸ࢎۈٜदࢶਸ݆
न҃ॳӝद೮णޙפചоࢤחۄਬ۽ݾೞחӒٜदࢶಣߧೞѱۄҊर؍
ীѱࠗחझۣѱוԑҊ חrಣߧೞѱ ঋѱ թٜҗܴহࢎחsਸ୶ҳೞӝद೮णפ
Ӓ۠ࢤпਸоחୡ١Үܳઔস೧ࢿജҮীੑೞҊ Үীੑ೧ࢲبಣߧೠҮࢤ
ഝਸযաоҊणפ
Ӓ۞؍যוզ Ү֙ػীѱ࢚ޅೠӝഥоই৳णפӒѪ߄۽rয݈ೞӝ
ഥsणޙפചәࢶࢤשԋࢲઁѱઁݢউਸ೧࣑ࣛ ؘחী݆חടझ۞ਛणפ
ޙചоࢤ݅߬թীࢲৡѪبইפҊ ߬թযী೧नх؍Ѫبইפӝীઁ
оੜೡࣻਸѣغӝޙٸੑפӒשݽࠗݢੌઁࢲېԋ݈ॹ٘۷ҊѪبજ҃ࣻؼ
ݴഥীաоחѪਸӓ୶ୌೞ࣑णפӒ݈ਸٛҊनхࢤӟחҊীഥীաоӝ۽
Ѿबೞणפೞ݅ഥܳળ࠺ೞחҗऔঋও
णפೠҴয ߬թযػ۽ппӖਸঐӝೞৈ݈೧
ঠ೮ ؘחোणೞҊژোण೧بખۢ݃ীٜঋও
णפ
ഒઝೞӝب೮Ҋ োणೞޛ׀աয়ӝب೮णפ
Ӓۧ݅Ӓۡשݽࠗ݃ٸҗޙചәࢶࢤש
݆بҗѺ۰۽ѹյࣻҊ ؋࠙ীৌबഥ
թয݈ೞӝഥଵ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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ഥীৌब೮Ҋ ߣفഥী хࢎೞѱחۄ࢚زبજѾҗܳਸࣻणפ
ഥܳ݃فݽҊդറ חदੌ࢚ਵج۽ই৳णפदجইৡੌ࢚Ӓҗڙэও݅ೠ
оۄ׳ण۽߄פनणޙפചࠉࢎزইܻীоੑ೧݃झٜ݅ӝ ݃झ
ӝࠗೞӝ١۽աदҴীࢎࠉחݏഝزਸೞӝبೞҊҮղয݈ೞӝഥ ਬҙࣽਔ߸݈ೞӝഥ 
ҮഥࢶѢীաоࠁӝبೞח١ নೠ࠙ঠীࢲ҃ਸऺইоӝद೮णژפܻইఋૉҙೠҴ

ޙച पୌࢎ۹ Үਭࣻӝ

ܳળ࠺ೡࣻणפӒܻҊ݃ஜղѾզо৳णחפrറഥহ݅ೞҊয়s݃חۄਵ۽

ޙച࢚ࣗ֙ߧݽࢤ࠙ঠ࢚غࢶ۽য࢚җӘਸ߉חҟਸѱغण۠פন
ೠ҃ਸా೧ࠁח഻ঁ؊ࢿೡࣻਵݴӒ৬زदীझझ۽नхਸоࣻѱغणפ
ژೠযפݠҊೱੋ߬թী೧؊গҗҙबਸыѱغण߬פթҗҙ۲ػ࢚ਸইࠁ
Ѣաযפݠ৬ೣԋ߬թযܳҕࠗೞח١ ৈ۞оߑߨਵ߬۽թীೠ݃ਸఃਕաщणפӒ۞
ࠁפোझۣѱ߬թযࡺ݅ইۄפনೠաۄয৬ޙചীبҙबࢤ҂Ҋ৻ب۽Ҵয࠙ঠ
۽Ѿೞѱغणפ


ܻইఋૉҙ
ޙച࢚࢚ࣗ֙ࣻ

ޙചزইܻrܻࣝ־sഝز

ࢿജࢎഥܳਤೠ
زইܻഝޛزಿӝࠗ

Үࢤഥب

ۧѱޙחചࢤٜਸਤೠrয݈ೞӝഥs҃חۄਸ҅ӝ۽߸ചܳݏೞणפಣߧ
ೞѱҊࢤп೮ઁ؍оઁݽחٚੌীनхਸыҊৌबೞחࢤਵ߸۽ೞѱػѪੑפӒ۞פ
ઁۈࢎחٜदࢶࠗبझ۞ѪইۄפхࢎೞѱוԑઁפоޙചоࢤחۄѪ
یझۣҊ ҳٜҗࢶࢤ שӒܻҊоҗೣԋೞחೞܖೞܖо೯ࠂೞҊхࢎפౠઁоۧѱ߄Չࣻ
ب۾بਸनޙചәҘࢶࢤשԋח೦࢚хࢎೡܴٮੑ݅פডࢶࢤשԋࢲઁѱഥীաо
ࠁઁחۄউਸೞदঋও؊ݶۄӘחহਸѪӝޙٸੑפ
Ү֙ػӘ  שࢤࢶחҳٜҗೣԋ݄݃ҮࢤഝਸࠁղҊणפযप۱ਸೱ࢚द
ఃӝਤ೧যزࢲةইܻীоੑ೧ഝزೞҊਵزࢲة ݴইܻীоੑೞৈة೧۱җࢎҊ۱ਸӝܰҊणפ
ژೠࢲبҙࢎࢲࠉࢎ زॳۨӝસӝࠉࢎ١ਸా೧ڷٮೠ݃ਸצࢤغӝਤ೧֢۱ೞҊण
פӒܻҊ۽ীחݏٯҮੋ
৻ҴযҊ١Үীٜযоӝਤ೧ৌब
ҕࠗೞҊणפখਵח۽Է
җݾܳܖӝਤ೧ৌबҕࠗೡѪ
ݴӘࠁ؊ࢿೞӝਤ೧؊݆
֢۱ਸೡѪੑפ

যزࢲةইܻഝز

زࢲةইܻഝ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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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Ӗਸदೞࢲݶझझۄޤܳ۽Ҋഅ೮חӝরೞभפө ֎ ߄ ۿݮ۽.FMPO णפӒۧ
ۿݮݶਸೞաೞաڸয֬Ҋࢤп೧ࠁѷणפ
r.VMUJDVMUVSBMCBDLHSPVOEFWFOUVBMMZMFUNFPWFSDPNFOFHBUJWFUIJOHT ޙചо҃ߓחۄѾҴ
ղоࠗੋѪٜਸѹյࣻ۾ب೧ s
חಣߧೠࢤणפೞ݅ޙചоחۄજജ҃ীࢲજҮ જࢶࢤ שજҳٜਸ
݅ա࢜܂ѱకযլਃೞ݅ইغۿݮޅೠޙചоࢤٜ݆ण࢚ࣁפীݽחٚޙ
ചࢤٜrۿݮsࣻؼࣘ݃۾بਵ۽೦࢚ਗೞ۾بೞѷणפхࢎפ



উ]؋Ү

࢚ࣻ

बࢎ
Ѽ

ޙച पୌࢎ۹ Үਭࣻӝ

بۄ׳જই ࢲۄ׳જই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기 작성자의 생각과 경험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글이다. 특히 지인, 친구, 학교, 환경,
진로 등 다양한 관계와 영역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의 글로 마무리 한 점이
돋보인다.

աীѲୋۢղחҴੋоҊ ୡ١ҮٸঌѱغযӘөبೞѱղҊކחҎੋ
ҳоژഅܻ߈ীחҴীࢲೠҴীৡ݃غঋҳоҊաחӒҳоәীࢲ
ೡࣻݭ۾بషೡਸೞҊ۠ജ҃য۰ࢲࠗఠޙചܳোझۣѱ߉ইٜੌࣻחա
ٜܳ݅যળѪэ
 ݢҴੋੋ࠙ৠ ݽ$)6*1&/$)6 оܻоҗ݅դѤղоٸҊೠખ؊ա
ਸਤ೧ҴীࢲೠҴਵ۽Ѥցৡ࠙ৠחݽোܻষ݃ܳ݅լҊ ࢲొೠҴࢤഝীষ݃۽
दغযষ݃оই߽ਗࣻࣿਸ೮ਸٸীبܻী৬ࢲрഐب೧ب۽ࢲ ݴਸҊ߉оୋ
ۢղѱغӒറ࠙ৠחݽೠҴীࢲѾഒਸ೮Ҋࢂইبձওաࢤࢤزחѹࢲޖୋӝࡣ
ղоয۷ਸࢎٸਊ೮؍դхա زച଼١ਸޛ۰חѪૌѢਛӒٸоୡ١Үٸ ؘחҮ
ীࢲҴযࣻসਸ؊ৌबҕࠗೞ҅חӝоغ
ਵ۽ա৬ஂೱ࠺तೠކҎੋҳഓחیೠҴਵ۽ਬৡযۄٮܳפݠয়ѱ ؘחغೠҴয
ߓبࣘחо֥ۄਛજইೞחইجоࣻ৬ҙबࢎо࠺त೧ࢲऔѱ೧ࣻҊ ࢲ۽ীୡ೧ࢲ
ࠗשݽՙܻب࠙ࢤ҂ഓیযשݠԋࢲކҎాधਸٜ݅য࣑ ؘחݡযࠁחౠೠݍ
ޖبؘחୋݍഓیоࠗשݽҗކҎযܳࢎਊೡחٸկࢸ݅ݧযࠁୡ١Үઔসध
զܻоҗೣԋࢲ୷۽ೞೞݴૌѢधࢎܳ೮؍ӝরդഓیоކҎج۽ইо݈Ҋ ೠҴীࢲ
҅ࣘӝܳ߄ۆ
Әա৬эәীחਘীҴীࢲৡҳоفݽبשݽࠗҴੋਵ۽ೠҴযܳഃೡࣻহח
ҳৈࢲܻҮীחೠҴযәҗܻ߈ਸয়оࢤݴഝೞҊীחয۽۽Үࢤഝী
೧ঌ۰Ҋঠӝܳ೮ؘחѐਘդӘೠҴযо݆ࣼ೧Ѫэইա৬ೣԋпҗݭݾషܳ
ೞҊחҳٜࡸ٠ೣਸוՙҊ
ۧѱ־ҵоחܻա۽ۄয়Ҋ ־ژҵоܲחա۽ۄоࢲਸইоҊӒ۞ ࢲݶনೠޙചٜ
ೣԋয۰ೞաҳ݃ਸغ۽যоҊޙઁചоোझ۞ѪغযоҊࢤחпٚ
ಣߧೠաীѱبনೠҴҳٜࢤӟѪ݈ۢনೠޙചܳоࢎۈٜೣԋ೯ࠂೞӝਤ೧ࢲ
חযоߓ۽ࢲبۄ׳۰ೞחೠ݃җ೯ز୭ҊߑߨחۄѪਸ҃ਸా೧ঌѱ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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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ޙחചҮਭোҳҮܳೞҊযࢲӒ݅ఀޙച೧ ࣁ҅दਸఃӝਤೠҮਭ
নೞr೯ࠂೠࣁ҅दਵ۽Ѣٟաӝрsਸࣘਵ۽ೞҊਵޙ ݴച࢚Үਭ ࣘоߊמ
पୌਸਤೠधۨॳޛӝӝ ֣࢝ࢿपୌೞӝ١নೠ۽Ӓ۔ਸೞҊӒоӝর
ীթח۽Ӓ۔ೞաߣחৈܴߑزউীࠄੌ؍rۄؘҮs৬ҴઁҮܨ۽Ӓ۔
ܻҮ৬ۄؘҮ֙ॄߥח૩ҮܳܨযоҊؘח֙ীযৢ೧द۽աੋ۽೧ߑޙ
ਸೡࣻоহযৡੋۄҮܖ۽ܨযաߊח۽ܻҮޙചҮਭী೧ࣗѐೞѱغ
ߑزউߊܳܐળ࠺ೞࢲݶܻҮоনೠޙചҮਭ۽Ӓ۔ਸೞҊݽחण֥࢜
ۄਛҊ хࢎೠࢤпٜ৵ջೞ۠ ݶࣘੋޙചҮਭਸా೧ޙചоաীѱחഃੋѪ
ই צցޖաোझۣҊ൜܂ѱוԑӝࠄੌޙٸࢤٜҗ݅դبহ݅ৡੋۄҮాܳܨ೧
ߊೞҊೣԋࣗాೞࢲݶܻחҳ݃חۄਸীೣԋҊחҳࢤחۄпٜܻҮr೯
sં۽חrনࢿਸઓೞݴ೯ࠂਸೣԋܖযоޙחചҕزsં۽ޙചҙ۲ৈ۞ઁ
৬դ ઁޙജ҃ઁޙ١ਸ҅ࣁחܖदҮਭਸपदೠറ؋যܿਕ࠘ীৈ۞ഝزীೠաࢤ
пਸܻೞחഝزਸԲળೞҊաࢎחܰݽبীդ֙߈زউҮਭਸా೧ࢲޙചхࣻࢿਸ
ӝܰҊࣁ҅दधীೠ؊दঠܳоѱغখਵ۽աחખ؊ӓਵ҅ࣁ۽दਵࢲ۽ы୶য
ঠೡਸఃҊܻفݽоೣԋ೧Ѿ೧ঠೡҗઁীೠ଼җनޙٜਸ੍Ҋࣘਵ۽ҙबਸоѪ

աԷ٣ૉפ৬эޙചࣿబஎӝദਸೞחѪਃ્ղоӝദೞޙחചࣿబஎী
ޙചҮਭҗࣁ҅दҮਭਸೠ୷ਵ۽ೞৈҳୣনೠઁޙ೧Ѿਸਤೠబஎઁਸӝദೞبੌח
оѷࢤחпਸೠӒܻҊېীաמਸࢎഥܳਤ೧ॳҊरחחਸ೧ࠁ
ӝبೠ
ޙചоܲաਓীѱࠗ۽ఠद೧ࢲҳୣդઁޙө ؊աইоࢲܻفݽоೣԋ
ெоঠೡҳରਗജ҃ઁޙөفݽоࣁ҅दਵॄ۽ܻоೣԋ֢۱ೞҊ ೧Ѿ೧оঠೡ
җઁחઁ ݴҳ݃חۄਸীࢎחܻفݽо৻ݶೡࣻبࣻܙ بহחѪਸੌݒੌݒӵײҊ
ࢲߓ۽۰ೞҊઓೞחࣁ۽ೣԋ֢۱ೡٸযݶҳୣݶೠৈ۞оઁޙٜਸয۵ঋѱੜ೧
ѾೡࣻਸѪࢤחۄпਸ೧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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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पୌࢎ۹ Үਭࣻӝ

оܰஜࣁ

다문화교육봉사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찰하면서 노력하고 성장한 과정이 잘 드러난 수기로 평가하였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알아차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변화해
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աח֙ࠗఠޙചࠉࢎഝزਸद೮ীઑӘࢸݎ݅ Ѫաܳߊदఃחӝഥ
оؼѪࢤۆпٜযࢲदೞѱ־ ژغҵоܳоܰחഝزਸۧѱ҅ਵ۽ೞחѪ
݆ۄӝܳউҊݭష݂ী೮
যܾও؍ীޙചоੋਓޖୋ݆ওदযਗࢶࢤ؍࣑שযפݠೱਵ۽
ޙചоҗ݆بҮܨоӒ؋࠙ੋ ޙചоۄҊ೧ࢲܻ৬ܳѪۄҊࢤпೞחঋও
ೞ݅ ޙചҮਭࠉࢎഝزਸदೞҊ݃աঋই աݻחର۹աनীѱपݎೞҊ݈ও
ೠଵࢤীѱࣻਸࢸݺೞ ؘחਬةয۰ਕೞ࠙ࠗחী݄ഃэղਊਸ߈ࠂפөয۰
ࣻҊࢤпೞݴରӔରӔदೞ ೯ੜ೧ೞҊյࣻӒۧ݅ӒѪաࢤпੌࡺ
ח ࣻসীࢲڙэࠗ࠙ਸࠂणೞоژद݄ഃߡ۷Ӓ۞ աܰݽبѱrदইо
ޙചоࢲۄ೧оܽוѤо sۄҊࢤп೧ߡܻҌചٜ֥ݺ࠙ۋই۠ޖಞѼ بର߹بহೠҊ
ࢤп೮ীޖبधীղҴੋоҗҳ࠙ೞҊ؍ѪߓࣘޙחبചоఒਸೞҊ ޙ
ചоইоࣻࠁҴযܳੜೞחѪী೧ࢶযࢤڃпبೞঋѪࠗՍ۞ਛ
যݶա৬эࢎۈٜޙٸীޙചоաࢎܲഥডоର߹߉חѪੋࢤחܲݽبпਸ೮
ӒٜੜೞחѪী೧ࢶӒրֈযо بपࣻীחಞഈೠदпউ҃ਸॳҊrӒۡঌওsחधਵ۽
ੌҙೞחѪоࢎ۠ઁޙഥੋܳઁޙधೞҊبաܰݽبѱੌઑೞҊࢎחपী߈ࢿ೮
־ҵоܳоܰੌח ࢤпࠁ଼݆חܰٮѪэղоೞ݈חҗ೯زоܰஜਸ߉חࢤীѱ
ೱਸՙҊࢤпೞפಣ݈ࣗۢೞѢաੌࣻহೠޙਸॄ ߅ژ߅ژبഛೠദࣽҗ߉
ইॳӝܳெࢲॳҊೠ݃٣ܳղߜযبӒࣘীযա࠺ࣘযоࢴঋওחࢤп೧ࠁѱع
ౠ ҳ৬ೣԋࣻসਸ೯ೡٸоо݆ਤী֢عೠҳ࢚ੌפࠁীࢲ݈ೞ٠ಞೠ
ױযоաт࡞ೠѪਸѹ݄Ѫৈ۞ର۹۞ೠपࣻ߈ࠂਸా೧ࢤпহࢎਊೞחয৬
 ߨݏ݈١ਸઑӘա݃҅חӝоغ
ࡺ݅ই ۄפҳ৬эࣻসೞחѪઁޙܲژооܰجߨߑחೞৈفоܳفݽ
ࢤীѱঌ۰ޖݶୋഒۆझ۞ਕ೮ӒۧҊೞաੌా۽ೞࢶפఖ߉ޅೠߑߨਸਤ೧ળ࠺೧рद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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җࢿইөਕࢲҌۆೠ࢚ട݆ওӒҗীࢲఋഈҗഈزਃࢿਸࡧܻѱӵ׳Ѫэ
ա־חҵоܳоܰੌחਸ߹۽જইೞঋওղоঌҊחղਊਸա݅যоইߑ࢚ צ೧
ೡࣻ۾بಽয݈ೞӝоয۰ਛחѱߣ૩ਬҊ ߣف૩חоܰஜ߉࢚חաঠӝܳӈ
ইٜযঋইࢲ
ਵ־۽ҵоܳоܰѪ ୡ١ࢤࣻࢤزࣼઁোೞѱࢤزبղ݈ਸੜٛঋও
ղоઑӘ؊୶ݏ֫׀ࢤزযࢸݺೞҊ ࢤزաܳझथਵੋ۽ೞݴӈӝৈٜܰ߄ৢݶѱࣻস
ਸযաщਸܲݽب
ߓ оܰߓۈࢎח۰৬оܰஜ߉ݏ҃ۈࢎחইڄযઉঠ݅ܖযחѪэ೯ ղо
оܰחࢤ҃కبо࠙೮Ҋ ࠉࢎഝݾݺחۄزӟ೮ਵա ա଼بਸೞӝਤ೧֢۱ೞ
ࠁࣻפসೞחѪૌѢਛղ݈ਸੜٛҊ೧೧חࢤࢲۄೞաبۄ؊оܰҊर݃җࢤ
بೣԋ߀যೞࣻחসਸ೯ೞҊरबࢤ҂
۽աੋ۽೧ച࢚ࣻসਵ۽пदрঀݐইࣻসਸೞѱغաחࢤજইೞחѪҗোҙਵ
۰Ҋো֢۱ೞѱ୷عҳܳજইೠ݈חী ୷ҳҕীחпഋਸঌইࠁח١୭ೠदпଵৈഋ
ࣻসਸਤ೧݆ળ࠺ܳ೮
݃ஜоܰחࢤҗ݄ղࢤزաо݃ରաঋইࢲࢤزীѱ݆ઑਸ࠙ࠗਸҕࠗ
ೡٸয࠙ࠗڃয۰ਛח ࢶࢤשԋࢲযڌѱࢸݺ೧࣑ח જওࣻ؍সੋޖ١য়۰ղоࢤز
ীѱߓਛաରաۄࢤزחোীযܽগࢤزؘחࠌ݅۽ঠӝٜܳਵݴन݅࠙ݺ
ೠࣁ҅оחѪী֥ۋҊղооܰחࢤܰبঋਸѢࢤۆпٜ
ࣽױযܽইоই ۄפೞաੋѺࢲ۽ࢤਸઓ೧ӝ݃۽ਸݡҊ݆Ҋਸ೮աܴ۽
োҳೠѪਸషࣻ۽সղղ୭ೠ݆டଲਸ೧झझ۽ҊೡࣻחदрਸււҊदա
ੜػޅਸ݈ೞݶӒۡࣻחѪਸযೞݴѺ۰೮ܳঌইղҊݭష݂ਸೡ݅ࡺٸইۄפಣࣗীب
۞ೠযणҙਸਬೞݶજѷࢤחпٜ݅ औঋওդաযܳجইࠁפఋੋীѱਬة
ষѺೠٜܳݴզ܂ѱ݈೮ӝޙٸӒ۞ա ݭష݂ਸೞחղղ݈Ӓ۽r߄ܰҊҊ݈sਸࢎ
ਊೞ פࠁ৵ࢶࢤשٜӒష۾ࢂযࢎਊਸъઑೞחঌѱغ
׀ী߸חڸച חࢤకبо؊ӓਵ߸۽೮ࢎחप݅թ݅ٸ೧بޙীبկࢸযೞݴ
ೞӝয۰ਕ೮Ӓ۞աடଲਸदೞ ࠄੋࢎחܰݽبઑӘঀनхݽחणࠁౣܻ؊بۄ
҅ࣘଵৈೞ۰ݽחणীաب߀ѱࣻসೡࣻҊप۱ܰࡅبѱߊ೮
டଲ߉ۈࢎחਸࢿदௌ݅ டଲೞחաীѱ݆بடଲਸਵ۰פࠁࢤજ
ਸӝਤ೧ਬबெࠁওҙೞחҗীࢲࢤ߄ب߄חۄঌѱغҊӒীࣻݏসਸળ࠺ೡ
ࣻژೠ ҙ҅ૐীببغҊடଲ߉ۈࢎחҗೞࠁܳ۽ࢲفݽۈࢎחӛਵࠅۄ߄۽
ࣻѱחغѪэ
णীযࢲrनхs݅ఀਃೠѪহחѪэनхহਵݶੜೡѪޅبೞѱغҊղоয়ܰҊب
թחਤੋ ؘदبઑରޅೡࣻӒࢲېաبҕࠗܳೞ־ ࢲݶоաܳۧѱடଲ೧઼ਵݶજѷҊ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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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ঠೞחੑ݅ ղо؊݆ߓѪэ
оܰחѪ ՐহߓחোࣘੋѪэݭష݂ਸೞزחউѪਸӨו՜ࣻҊҮള߉
Ѫٜਸ߄ఔਵ۽؊ࢿೞחഝزਸೞҊर

ޙച पୌࢎ۹ Үਭࣻӝ

п೮Ҋܳࢤীѱ೧Ҋरޙചݭష݂ഝز۽࢜ߣݒҮളਸݴաܳղݶਵࢿ۽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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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봉사-멘토링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진솔한 감정을 담아 작성한 수기로, 코로나 시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봉사대상 아동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উ֞ೞभפө ߣ֙ب৻ҴযҊ١ҮޙചоҮਭࠉࢎزইܻrӖױࢎࠉߥ۽sࠗ
അੑפܻزইܻחೠ࠙بҮࢎࢶࢤݭݺ שష৬ݺࢤݭ౭ٜ ӒܻҊݺୡ١ࢤ
ݭ౭ٜܖ۽যઉਵݒݴషਃੌ୨ѐযपীࢲदрزউࣻসਸ೯פ
ܻزইܻоౠ࢝пনп࢝নೠҕযҮਭਸपदೠחੑפҴয ࣻ ӝఋੌ߈җ
݅ࡺݾই৻ۄפҊੋ݅ఀѐҕযҗоחѪਸਊ೧য ੌةয یझয झಕੋয ۞दইয ੌࠄ
য Ҵয ߬թযࢤٜݽৈпҴযࣻসژೠইٜো۸ীࣻחݏળ߹ࣻসਸпп҅ദ೧
פ
࢚ࣻসҗౠ߹ࣻসؘ࢚ࣻחসݭష৬ݭ౭ܳ۽೧೯ೞ ݴ೧ݭషݒח߄Շযݽ
ٚইоݽٚࢶࢤשҗࣻসਸ҃ೡࣻѱژפೠ рр࠙ٮ೧ೞঋ۾بযߡզ যܽզ 
ܻझ݃झэౠ߹ೠզূౠ߹ࣻসਸ೯פযߡզূࠗשݽٜԋಞܳॳҊ֎࣌ਸ࢝ઙ۽
ٜ݅ݴхࢎೠ݃ਸೡࣻ۾بפզॿоજզূೠ׳ীೠߣঀਭഝ߂زঠ৻ഝزਸ೯ೞݴ
पઁҮҮਭҗҗ୭ೠ࠺तೞѱഝزೞҊणפ
֙ୡ߈ূ۽աࣻݶ۽সࠛоೞৈષਵࣻ۽সਸ೯೮ݶ࠺ؘחਵ۽೯ࣻחغসੋ݅ఀ
ইٜ۱җଵৈਯઑೡѪਸ۰೧যزച଼ҳো ޭஸ ৡੋۄଵৈࣻসਸ۽೯೮णפ
֙рزইܻഝزীоӝরীթੌחചоܳࣗѐೞҊפ
֙ਘੌషਃੌӖױࢎࠉߥ۽ীࢲחܻझ݃झ౭оৌ۷णפইٜਸਤೠࢶޛ ۿޛন
ೠ֥ ഝبزդࠗఠৈ۞ର۹ഥী݈ৌबળ࠺೮णפҮदীח٘݅ܳ۽ࡐࡐחदр
ਸоݭؘח౭ইٜҗޖоܳ݅٘חѪۨࢸۄӝبೞҊѣ݆بওणפӒ۞աب৬ਃ
оহח٠ഒୋୋ݅٘חইٜਸࠁҊӯ֥ۄӝب೮णژפೠ য়۰ݭషੋ൞оݭ౭ই
ٜ೯زਸࠁݴয়۰ߓ݆ও؍ѪэӝبפनѪਸ݅ݢٚইٜ ਤܳࠁ۞لҊ݅
٘חѪইࣼೠܲҳٜਸب৬Ҋ ݽणਸࠁҊӝઓઁоցޖ೧ఋঋওաೞҊ
नਸجغইࠅࣻणפӒܻҊߣف૩दрীחషܳഝਊ೧ۈࢎ׀Բӝഝزਸ೮णפషо
ցٯٯޖ೧ࢲীࢲب৬࢝פӭਸࢴযࢲਗೞ࢝חӭਸٜ݅যղҊदрয়ېѦܻبؘחөٜ݅যࠁ
ѷחইٜӝౠೞࢤחпٜण݃פ݄ਵ۽ܻझ݃झೞࡅݶࣻহޛࢶݎחૐध
ৌ۷णפনೠো۸ইٜ݅חఀࠗਗٜೣԋࢶޛਸҊೞҊѐੋ߹ஂ۽ೱীܲفݽܲ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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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সоਸिҗ൞ળযࣻস

ৡࣻੋۄসഅिҗೠաযࣻস

ౠ߹ࣻসযߡզݏ֎ٜ࣌݅ӝ

ౠ߹ࣻসܻझ݃झ౭

ࢶޛਸળ࠺ೠ݅ఀইٜ߈ӝزبࢲݶغदীৈաજইೞঋਸө۰оغӝب೮णࠗפਗ
ఋ࠙ਸೞҊইٜೠݺೠݺীѱࢶޛਸࢎݴਸନؘחইٜबਵ۽೯ࠂ೧ೞࢲݶജೠ
ࣗܳחѪਸࠁҊࠗਗفݽоࠁۈਸוԕणפ
ӝزউӖױࢎࠉߥ۽ীࢲݒషਃੌ݃ޙചইٜਸоܰחഝزਸೞݴഃ൨ٜঋওҊೞ
ݶӒѤѢ݈ੌѪੑפো൨ٚੌب݅ ীחೠߣ҃ب೧ࠁޅ೮ੌ؍ਸೞߓࢲݶѪ
؊݆ѪэणפࠉࢎױਸೞҊरҊࢤпೞѱػоਬ חযܽदఋীࢲࢤഝೞוݴ
ԕޙ؍ചରܳցޖաبੜঌӝޙٸী Ӓ۠ঠӝٜޙ۽ചইٜҗೣԋࣗాೞҊ ҕਬೞ҃ݴ
ٜਸ߄ఔਵب۽ਸҊरযࢲणחۄ֙פӟदрਸইٜҗࠁղҊ ࢜۽ӝܳदೞࢲݶӘ
өࣻসೞࢲݶоӝরীթੌחٜী೧ࢤп೧ࠁѱغणפ
Ӓୡ١Ү֙ੋഌਗ৬эೠযࣻসоӝরীթחѪэणࢎࠉפզী݅լਸחٸ
ഌਗ݆بয࢝೧೮Ҋ दইٜਸযڌѱೡ݄݄݆ۄށ೧೮؍Ѫэणפೞ݅ೠࣻসೠ
ࣻস ୌୌ೯ೞ ݴցܻޖޖೞѱܳبաоחѪࠁഌਗо݃ਸৈؘחীୡਸفणפӒۧѱ
ೠѾҗઁחഌਗ৬ࣻসೡ݃ٸਓਵࢎੋݴೞҊ ҊبաׂࣻחҳэಞೠઓоػѪэইࡸ
٠פ
ӝীࣻসೡٸө݅೧بഌਗоযױযաޙਸ݃ೞݶ৷ܰݽѱनхয٘חѪэ
ওҊ ࣻসীب൜ܳоઉঋחդхೠ҃ݒب݆ওणפೞ݅Әই੍ܻޖӝয۰ޙ
؊੍ױੌبۄযࠁҊझझ۽೧ࢳ೧ࠁ۰Ҋ֢۱ೞݽחणࠁӝद೧ߊҊࢤпפؾ
ೠߣഌਗ৬ೣԋt#VDLFUMJTUu ֙աӝө೧ࠁҊरѢաܖҊरѪٜਸয
חࠁॄ۽ഝزਸ೯೮णפইഌਗীѱחয۵݅ ౣܻ؊بۄীחन݈ೞҊरѪਸझ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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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য۽ޙೞৈॳ۾ببೞणפޙೞחҗীࢲױחܰݽযоਸ۽߄ חٸঌ۰חѪইפ
ۄীࢲӖࣻ࠼۽ڦয֬ҊೠӖঀঌ۰חѱߑधਵ۽ഌਗоഒࢤп೧ࠅࣻب۾ب৬
णࣻפসդറഌਗઁחоӒզоઉৡ଼ੋ'SBOL#BVNt5IFXJ[BSEPGP[uীҙबਸࠁणפ
ৈӝীࢲݒ֥؍ۋ ࠁాחࣻӟযޙٜࡐҋೞѱਕઉفחԁ଼ٜӔೞӝয
۰ਕೞ҃חо݆ ؘഌਗחഒࢲ଼ਸಟҊೠೠֈѹо ݴनࣻળীࢲইחযױযٜਸ
Ҋ ӒѪٜਸबਵޙ۽ਸ೧ࢳೞӝदೠੑפҗਸীࢲெࠁࢲݶഌਗоୡ߈җܻ׳झझ
۽णೞ۰חо؊ъ೧חѪਸঌѱغҊ ౠઁо೯೮؍ӝੋبणߑधഌਗীѱ
ӛੋೱਸՙଢ଼חѪਸӵײѱݴغदೠߣաԷੋೠҮࢎী೧ࢤп೧ࠁѱ؍غѪ
эणפীߑੋزࣻࣗחधਵ۽ҕࠗ೮؍ഌਗо ઁחझझ۽ҕࠗܳೞҊೞחबࢤ҂Ҋ 
بೞחѪਸف۰ਕೞঋחইࢿ۽೮ݒחੋ࢚Өणפ
زইܻীٜযৢ݅ٸ೧ޙبചоইٜۄӒ݈۠بഃউాೞҊࣽઑ܂ѱࣻসܖয
ঋਸѪࢶחۄੑѼীաѱӟೞѢաѩਸݡҌ೮णۿޛפрীইٜࣻসೞӝफҊڪ
աоӝبೞҊীоҊरݴՏӝѱࠁӝبೞ݅ ژೠզৌबࣻসਸળ࠺ೠѪী࠺೧ইٜ
߈պ೧ೲޖೞҊ݄݄ೡبٸ݅۞ೠৈ۞द೯য়ীӘߋҊాాחীց ৻
ҊزইܻrӖױࢎࠉߥ۽sٜ݅যѪэणېפҮࢎоغӝܳ൞ݎೞࢶ۽חӖױࢎࠉߥ۽ীࢲ
ഝزٜಣࢤޅೡૌѩҊبӈೠ୶রؼѪэणژפೠ ߸ҳٜীѱޛযࠁޙݶചоই
ٜਸ࢝উ҃ਸՙҊࠗਵחࠁۄ߄۽दࢶ݆ѪਸוࣗރԕणפӒ۞աपઁ۽ೞݶࠁইٜ
ܻ৬ഃܳѪহਵޙ݃ݴਸৌҊݢооݶӘߑয߷ޖցೠҳоࣻؼ
חѪਸঌܻҊरणפӒܻҊ ա৬ݽܲणਸೞҊ݅ܽفݽೞܖೞ ܖӒܻҊоৢܳېೣ
ԋԷԲחэࢎۈٜחۄѪਸוՙѱ೧חӖیࢎ ױࢎࠉߥ۽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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ѣਸֈযղܴۢ
یझ۞दਵ۽

작성자의 경험이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지는 진솔하고 감동을 주는 글이었다. 적응과 배움의 과정
에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동의 입장에서 잘 드러낸 수기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թীࢲৡחղୡ١Ү֙ীפҊ߅חदੑפ
ઁܴਸযन࠙߄࢜۽ইࡅੑ߬פթীࢲܴrܻಹsؘחೠҴী৬ࢲ࢜
ইࡅоܳೠҴیझ۞दਵ۽ইоۄҊܴਸr߅दsਵ۽য࣑णפীܴઁח
ڷਸੜؘחۋށষ݃ԋࢲঌ۰࣊ࢲցޖӝࡣҊ࢜ইࡅীѱցޖхࢎ೮णפীઁоೠҴী৬ࢲղ
Ҋࢤחഝী೧݈ॹܻ٘Ҋхࢎೠ݃ਸೞҊरणפ
߬թীࢲకযաоҗೣԋࢤഝೞח؍যוզࠗఠষ݃оઁ҄ী҅दঋחѪਸӵ׳ওणפ
ষ݃ઁחоٸೠҴਵ۽о࣑Ҋীܲоҗҳٜೣԋ݅оՔాച݅ೞחষ݃оӒրઁ
ীਵݶજѷҊࢤпਸ݆೮णפӒۧѱ߬թীࢲࢤഝೞҊ؍оਸী ষ݃ԋࢲחী
ѱೠҴਵ۽ٜয৬ষ݃৬ೣԋҊ݈ॹೞ࣑णࠁפҊरষ݃৬ೣԋյ݈ࣻחীցޖա
ӝࡣणפоढفӔѢܻҊਫ਼بয়ঋওणפܲೠҴীоࢲষ݃ಿীউӝҊरण݅פ
חೠҴীоࠄೠߣبহҊೠҴ݈ۋށبण߬ژפթೡইߡೡפݠоٜ ҳٜҗبয
Ҋࢤпೞפदठ݃بٜणפೞ݅ܳೠҴীؘ۰оदӝਤ೧߬թਵ۽য়नষ݃৬࢜
ইࡅܳࠁࣽחр॔ޛ׀ইणפठ݃ۄࢎبणࠗઁפఢষ݃৬ೠҴ࢜ইࡅ৬ೣԋೡࣻ
ࢤחпীӝࢄࣟইৢۄ৳णפষ݃৬ೣԋೡࣻݶೠҴীࢲҮࢤഝبৌबೞҊষ݃৬ই
ࡅ ӈৈ۽࢜ࢤزաоীѱبݧחغইٜغѷҊ೮णפӒۧѱաೠҴࢤഝ
दغणפ
ೠҴীبೠաחೠҴ࢜ইࡅࣚਸҊରܳఋҊղୡ١Үীب೧ࢲ֙غणפղ
ୡ١Ү֙ҳٜҗೣԋҕࠗ೮ҊೠҴযәੋৡ߈ܻ־ীࢲبೠҴ݈ਸߓӝद೮णחפষ
݃یঠӝೡ߬חٸթয݅ࢎਊ೮ӝޙٸীೠҴীয়ݶষ݃৻ীઁ݈ਸঌইٛѢա৬ঠӝೡࢎ
ۈইبޖহਸঌওणפӒؘ۠Үী৬ࠁפইೠҴ݈ਸഃޅೞחীѱೠҴযܳऔѱঌ۰
दࢲ࣊҅שࢤࢶחցޖ೯णפৡ߈ܻ־ী߬ݢࠁחթীࢲ৬ࢲҮܳפҊח
ҳبҊۢܲաۄীࢲৡҳٜبण݈֬݃פणפ
ӒࢲېҊ݃ৡ߈ܻ־ҳٜҗҮҳٜਸࣗѐ೧ࠁ۰פоݢೠҴী৬ࢲৡ߈ܻ־ী
ࢲҕࠗܳೞҊب؍ഄઁחоೠҳੑ߬פթীࢲ৳Ҋઁ݈ਸоੜٜযחҳҊ֪
بೞҊࢲ۽դبо݆݈חחҳੑ୶ݴܰࠗې֢פӝܳજইೞކחҎীࢲ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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ࠁחޖܖೠןب׳ѱৡ߈ܻ־ীٜয৳݅ೠҴ݈بੜೞҊࣻਸষੜೞחҳੑפӒܿ
ӒܻחѪبજইೞؘחইېীೞҊरੌҊۄҊࣻبפनޖܖؘחо೦
࢚ࠁࣻࣻо֫ইࢲӘ؊ৌबࣻҕࠗܳೞҊणפӘৡ߈ܻ־ীࢲݒചਃੌ
ߑҗറীदрঀࣻҕࠗܳೞҊणب݅ੋࢤزޖܖפೞبೣԋ֥ٸоبؘחੜ୶ࢤزח
ੑפചоաݶખࢼޖӟೞ݅ޖୋӈणפդԲ۞ӝӝبפ֙߄۽߈ੋೞކҎ
ীࢲ৳Ҋৡ߈ܻ־ীࢲ݅դ୷ҳܳજইೞחҳੑ୷פҳܳજই೧ࢲੌݒҮীੌନ৬ࢲೣԋ୷ҳܳ
ೡبੑפীҳ৬חખ݆ऱחಞؘחӘੜղҊणפীחৡ߈ܻ־ী
ࢲҳٜҗয়زউೣԋҕࠗೞҊয়റী߈ਵ۽оࢲҕࠗ೮णפҳٜҗೣԋҕࠗೞחदр݆
Ҋࢲܲ۽աۄীࢲ৬ࢲೠҴযоࣼೞঋইࢲীރחաਵ۽ঠӝೞӝب೮णפनӝ
ೞѱݽب݈ٚਸ೧ೡࣻחহ݅җ݈ైܳࠁݶ೧отبٸणפഄ৬߬חթয ۽
ޖܖ৬ೞކҎয۽ঠӝೡࡺ݅ইחب݈ࢎੋ۽ࢲ ۄפঌҊӝޙٸী݅զٸաযחٸ
߬թҗކҎযࢎੋ۽ೞӝبפ
֙ٸҳٜܳبଵ݆ب৬णפղоܳઁޙחܰݽীҳоࢸݺ೧Ҋઁоੜޅঌই
ٛחѪਸযڌѱঌওחୌୌঀߣݻदࢸݺ೧ӝبೞणפଵҊ݃ਛणب݈פੜޅ೧ࢲച
पয٥ۋށਸٸҳٜചपبэоҊࢶࢤשԋࢲب݆ܳب৬न؋࠙ী֙ਸ
ղࢲݶೠҴ݈بખ؊ঌѱغҊߊبೡࣻणۧפ٠بفݽ৬न؋࠙ীӘ֙ীৢۄয়
ѱغणפ֙ҳীח݈חਸ೧ࢲաܳਓѱ೧חҳ݆بणפزਸੜೞחҳٜ
݆بইࢲࠁҊtदইց୷ҳੜೠزਸੜೠuೞҊடଲ೧ٸҳٜҊ݃ਛणפఃо
ઁоܻҮपী೯ࢿݽഋਸࠢੌبٸ৬؊פҳٜҊҊ߅ࣻܳޖ݃חٸୋࡸ٠೮
णߊפೞחҳٜҕࠗղਊبખ؊݆ٛҊ೧ೡࣻযtۧѱࢤпೡࣻبҳաuೞҊߓӝ
بפ
ৡ߈ܻ־ীࢲߓޙחചҮਭഝبزীѱ݆بਸणפҮपࣻসաݒݶਘਃੌীח
ৡ߈ܻ־ҳٜҗઁоઁੌજইೞ୷חҳաزਸъաزীࢲೞחrनա֥חਭҮपsਸפ
ৡ߈ܻ־ҳٜҗೣԋزਸೞפөࢲࢎ۽о؊જইҊ೧פоՔ҃ӝೞоైӝبೞ
݅ਭഝزઁաӝ۰חदрੑݒפചਃੌ֙ৡ߈ܻ־ҳٜߑݺҗറীࣻҕࠗ
ܳפৡ߈ܻ־ীࢲח۽ೠҴযܳߓ݅ৡשࢤࢶ߈ܻ־ԋࢲҮपীࢲҮҗदрীߓࣻחب
ਃೞҊೞࠗࢲݶೠࣻҕࠗܳঌ۰भפ৬ࣻחޖܖਸજই೧ࢲઁޙಹחѪਸજইೞ
݅ח۽ٸয۰بઁޙযࢲࢶࢤݺࢸשਸੜٜਵݴҕࠗೞҊणפೞҗبഄࣻਸয۰ਕ
೧ࢲ֙ੋؘই֙ࣻਸߓҊणݒפࣻਃੌޙചߑҗറഝزਵ۽rઙইsࣿਸҕ
ࠗೞؘחোԡٜܳ݅ӝبೞҊ଼җܲԲӝաٜ݅ӝഝزਸפৈ۞оٜܳ݅ҊࠢҊ࢝ச
ೞੌחଵૌѩणפۢৡ߈ܻ־ীࢲޙചߑҗറഝزীଵৈ೧ղоੜೞחਭഝزҗࣿഝز
ਸೞࢲݶҳٜҗ؊ೞѱղѱغҊबхبоѱغणژפೠ ࠗೠҕࠗܳߓࢲݶয۵
ѱוԑ؍ҕࠗחઁبनѱغणפೞ݅חইࢶࢤߊשܳदఃदחѪઑӘפ݀ڄ
ࣻসदрীߊೞחѱয۵Ҋ݈ೞӝ৬੍ӝبઑӘয۵ण੍פӝחੜ੍ؘחഛೞѱ੍ӝয۰ਕখ
ਵ۽؊֢۱೧ࢲ੍ӝ ݈ೞӝ ٛӝبੜೞҊܻࣗߊ۽݆ܳೞҊरणפӒ۞߬بࢲݶթযܳ
ঋ߬۾بթযੌ۽ӝॳ۽ҊणפѤৡب݆שࢤࢶ߈ܻ־৬भפ֙Үपীࢲ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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ߑҗറഝݒزਘਃੌनա֥חਭ

ߑҗറഝݒزചਃੌࣻҕࠗ

ߑҗറഝݒزࣻਃੌઙই

ࢤഝࣘೠҴޙചޛزਗ

ࢤഝࣘೠҴޙചইইܻ

ࢤഝࣘೠҴޙച࣠ಞٜ݅ӝ

ࢤഝࣘೠҴޙചӣೞӝ

ޙച पୌࢎ۹ Үਭࣻӝ

Ҵয৬ࢎഥҕࠗܳب৬दیࢎחणࠁઑযࢶࢤ҅بשन ؘখਵبשࢤࢶח۽হب

য݈ೞӝഥଵо߬թ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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ೞࣻחب؊ৌबҕࠗ೧ࢲҳޖܖۢ؊য۰ࣻبઁޙୋୋಹࣻח߅ࢎоغҊरणפ
ৡ߈ܻ־ীࢲࢤחഝࣘೠҴޙചഝزਸೞؘחҳٜҗೣԋޛزਗ ইইܻীоࢲૌѢदр
ਸࠁղ݆ݴ୶রਸऺওणפ֙୶ࢳݺীחೠࠂੑӝ ֥ ઁӝରӝ ࣠ಞਸٜ݅যݡযࠁ
ওҊѹীחҮীࢲӣٜ݅ӝܳ೧ࢲਵ۽оઉооҗೣԋҊӝ৬ೣԋݡযࠁওणࢳ୶ߣפ
ݺীחঔदীоࢲೠҴాदਸࠁ۞لҊֈӝܳࢎ৳णפ
ৢ೧ীחয݈ೞӝഥীաо࢚زਸ߉ওणפೠҴ݈җ߬թয݈ܳೞחഥੋשࢤࢶؘ
ഥীଵৈ೧ࠁݶજ҃ؼѪэҊೞ࣊ࢲળ࠺೧աоࠁওҊ җীࢲࠗשݽҗࢶࢤبשਸ݆
߉ওणפળ࠺ೞزחউীחrղоੜೡࣻਸө sۄҊѣغӝبೞҊܻڄӝبೞҊࢸۨӝب೮ण
࢚زפਸ߉ইցޖӝࡣҊࠗ שݽҳٜ ࢶࢤ୷بשೞ೧যࢲ݃ࡸ٠೮णפ
tউ֞ೞࣁਃ u t֎u݅ೡࣻઁ؍оࠁחೠҴযܳઁߨੜۧפѱೠҴী৬ࢲইب݈ޖ
ޅೞبܳ؍৬नৡשࢤࢶ߈ܻ־җҳٜ ֙ࠗٸఠӘ֙ࢶࢤשҗܳடଲ೧Ҋب৬ળ
ҳٜ݈Ҋण݆פࢎۈٜܳب৬࣑যਃখਵب۽য়۾بېӝরೡѪੑઁפоب߉ও
؍Ѫۢبաী৻Ҵীࢲٜয৬ೠҴ݈ਸੜޅೞҊয۰ਕೞחҳоݶӝࢁѱب৬Ѫੑפ
ӘөೠҴী৬ࢲ݆ѪٜਸҕࠗೞҊҊ ೠҴ࢜ইࡅ৬ষ݃ ࢤزইٜҗഋغ۰Ҋ֢۱
ೞҊणפೠҴীࢲ݅դ࢜ইࡅܳחҮীؘ۰৬नѪۢӘبৈઁоҕࠗೡࣻ
݆۾بѪٜਸب৬Ҋ҅भژפೠ ઁܴ࢜بইࡅоয࣑णઁפоೠҴیझ۞द
غҊࣁ҅ীࢲڪبযդࢎڷחۄغۈੑפೠҴী৳ӝীূݽٚѱয۵Ҋկࢸ݅ҳٜҗݒ
ੌ୷ҳبೞҊҕࠗೡࣻয݈ӝࢁҊ೯ࠂפѣਸֈযیझ۞दਵ۽۾بࢲڣӘ
֢ب۱ೞܳחաҊೱ߬թীࢲبਗೞѷਃ 
ষ݃ ইࡅաӈৈࢤزҗೣԋҊӝীೞטਸզ݅ఀ೯ࠂೠաदрখਵ۾بغࣘ҅ب۽Ѥ
ъೞҊૌѩѱইтѪੑ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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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ޖౡ ೠҴযߓӝ

한국에서의 적응과 배움의 과정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잘 작성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다운
당차고 진솔한 면모가 드러나 재미와 감동을 주는 글이었다.

উ֞ೞࣁਃ ח֙بਗਃ
ইࡅחزನҊ ষ݃חҴੋਃחҴীࢲకযաҊҮ֝بযਃ֙ীೡפݠоೠ
Ҵীয়࣑Ҋ ܻоೡ݅ܳפݠա۞оٜҗೣԋೠҴী৳যਃೡ݅פݠաҊदҴਵج۽ইо۰Ҋ
೮ؘחцӝաఋդ۽աޙٸীҴীޅоѱغযਃӒࢲېইഖز׳উইޖҔޅبоҊೡפݠ৬
ೣԋೠҴী݅যਃীਵࢲݶझ݃ಪਵ۽ѱ݅ೞҊభۨ࠺݅ࠌযਃցޖबब೮যਃ
ইࡅܳחਤ೧ࢲೠҴҮܳঌইࠁѱغҊ ֙ਘীഅפҊחӘಣୡ١Үী৳णפ
ೠҴҮীয়ӝޙٸীѣਸ݆೮যਃೠҴ݈بੜۋށযਃrউ֞ೞࣁਃ хࢎبפਗੑ
פs݈݅بೡࣻযਃৈӝҮݔৡզ ೠҴযࢶࢤשೠపۄޤҊޛযࠁ࣑ޖؘחट
݈ੋۋށযਃӒրইࡅ݅ࠁওযਃইࡅоҴযॹ݈۽೧दઁݶоҴয۽೮যਃೠҴ
ҳٜҗযڌѱ݈ೞחࢲۄށएחदрীبഒ֥݅ওযਃ೯߈ҳҴযܳੜೞחҳо
যࢲࢶࢤשҗҳٜೞ݈חਸҴয݈۽೧যਃҕࠗೡبٸয۰ױযחӒҳоঌ۰য
ਃӒҳחষ݃оҴࢎۄۈҊ೮যਃ
ܻҮীחೠҴযәযਃܻ߈ীࢲҕࠗೞоೠҴযәীоࢲೠҴযܳߓҊ৳যਃ
֙ীחೠҴযәীࢲҗࠗݽఠߓਛযਃೠҴয੍ܳҊॳחѪਸߓਛযਃীחցޖएਛؘח

֙ਘীޙ

֙ਘী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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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Ӗڷਸ৻ӝо൨ٜӝب೮যਃೞ݅ࢶࢤب݆ש৬࣊ࢲӝࡣযਃӖߓبҊೠҴ
য݈ਸߓઁࢲݶप۱݆ৢۄрѪэইਃ֙ীӖܳߓפөࢶࢤשrযઁޤ೮যਃ sۄҊޛ
যࠁ࣑Ҋ যઁೠੌਸॄࠁۄҊೞ࣑যਃޖחਸॶࢲۄށੜޅोযਃইрױೞѱोযਃӒې
פॳبөೠҴযޙॳחѪҡଳইযਃৢ೧ॳبҊ ؘח֙ীחрױೞѱो݅ ৢ೧ઁח
оॳҊरѪਸ݆ॶࣻযਃ
ਃ્ীחೠҴযәীࢲয۰Ѫਸҕࠗ೧ਃҴয ࢎഥ җदрীաয়חয۰݈ٜਸೠҴযࢶࢤש
یэҕࠗ೧ਃցޖয۵݅ࢶࢤשೠҴҳٜبয۰ਕೞפөѣೞ݈ҊҕࠗೞۄҊ݈ॹೞ࣑
যਃղ֙ীחҮীоঠೞפөৌबҕࠗ೧ঠೠҊ೮যਃחҮীоঠೞפөৌबҕࠗೡ
Ѣਃ
ೠҴҮীࢲݶפೠҴ݈ߓبҊҕࠗبೞࢲݶҳٜ݆ࢤ҂যਃղоೠҴ݈ਸੜޅೞפө
ҳٜࠁ٘ѱਸэ೧઼যਃӒࠁ٘ѱೠҴ݈ਸ݆݈ೞঋইعبযਃ୷ҳب೮যਃࣻস
աبী߄۽оঋওযਃҮীחಞীࢲҳٜݶۄیਸݡযਃઁоೠҴध
ઁੌજইೞחधೞաغݶۄחযਃҮখಕীоࢲחҳٜیইझ౭࣑ܳ݃যਃয়
సজਸӭҊ߈ҳٜҗసب೮যਃա۽߹חೠҴ݈ਸੜޅ೧ࢲॶ݈ࣻח߹۽হ݅ױసߑী
ࢲѱച೮যਃѱঠӝ જইೞחҳীೠঠӝ #54ঠӝэѪਸ೮যਃ
חೠҴ݈ੜޅೞ݅ೠҴ݈ೞחѪࢼޖঋইਃѣغঋইਃӒր݈ೞפغݶөਃҳٜ
שࢤࢶیٜઁفݽоೠҴ݈ੜޅ೧࢚ بೞѱ݈೧بੜঌইٜযਃઁоޖट݈ਸೞחੜ೧ೞ
ҊౣܽѪदঌ۰যਃחܻ߈ীਸࣻחٸসदաएחदрীࢶࢤשೞҊ҅ࣘ
ঠӝ೮যਃઁоҴীࢲযੌڃח ࢤزೞҊޤೞҊ֥ওח ޖחਸજইೞח ղо݈
ೞҊरѪਸ݈೮যਃઁоೠҴ݈ਸੜೞחѪبইؘצࢶࢤש݈ੜٜয࣑যਃઁחೠ
Ҵ݈ਸੜޅೞחܻষ݃ೠపೠҴ݈ਸоܰҊযਃࢤزਬਗبࠁࢲݶפೠҴ݈ਸ
ੜೞҊ ઁبೠҴ݈ਸੜೞؘחܻষ݃оೠҴ݈ਸޅ೧ਃઁоҮীࢲࠁחೠҴয଼ਸߓݶ
ࢶࢤשীоઉоۄҊ೮যਃחӒ଼ਸਵ۽оҊоࢲষ݃ೠపঌ۰যਃܻষ݃بೠҴয
ܳৌबߓҊӘ݆ੜ೧ਃઁоҴীࢲחٸইࡅ৬Ҵ݈۽ঠӝ೮যਃইࡅחೠҴࢎۈ
݅զ݅ٸೠҴয۽ঠӝ೮যਃઁইࡅחیೠҴয۽ೣԋ݈ೡࣻযਃইࡅоઁоౣܽೠҴ݈
ਵݶҊࣁਃחইࡅیೠҴ݈݈۽ೡࣻѱغযજইਃ
חೠҴҮীחפѪજইਃҴীࢲઁࣼחоց݆ޖইࢲߎदө೧ঠ೮Ҋ ࢲޖࢶࢤש
খীࢲ৻ਕঠೞחѪ݆بওযਃೞ݅ೠҴҮࢶࢤשೞҊ ҕࠗоӒܻয۵ঋইਃҴীࢲ
חਭਸѢೞঋওযਃৈӝೠҴҮחਭ݆بೞҊҳٜҗ֢חदр݆بইࢲજইਃ
חաীழࢲߊݺооغҊरযਃनӝೞҊ࢜۽Ѫਸ݆ٜ݅Ҋरযਃਃ્ীࢲبחդ
хਸઁоٜ݅ӝب೧ਃইبয۰ҕࠗо݆݅ೠҴীࢲৌबҕࠗ೧ࢲઁԷਸܖҊर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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ऒ݅ೠޛо@ࣿחप
न҃ই]ҙҮ

୭࢚ࣻ

बࢎ
Ѽ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으로 전입해온 교사의 학교적응 사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다문화 학생이
80%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로 발령받은 교사의 두려움,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미술교과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는 사례 등이 교육 현장의 다문화 인식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다.

۽܀Ӓ
tࢶࢤש৵j۠ҮীҔীয়࣑যਃ uۄҊחޚইоणפ
एחदрীࣿपী֥۞ৡࡆࡆܻݠթইоܰݽبѱղߜޙणפই࢜݅ز׀
ઁחਸӝܻҊण݆פࢤп۰৳ҊӒޙীೠӖदغणפ
rղо৵jೞ۠Ҕীоঠೞ sۄҊࢤп೮ਸҊߔפ
Үਭৌ۽ਬݺೠҵҊ١ҮীࢲҊਵ۽ৌೞѱও؍ղо୶ୌࢲ৬ࣗࢲ؊ীࢲߎਸ
࢜ઁݴٜਸѺਵ۽Ց҃؍۱ਵ ۽৵࠺ҵ ۽ӒѪبೞҮ۽оѱחغࣁ࢚৵աܳ
ۄށחࢲ೮؍Ѫࢎपযਃ
ೞ݅Үীੋࢎܳщ؍զ Ӓࠁ؊֥ۄࢎपীݶೞѱغणפ
tܻҮоযڃҔੋחঌҊয়࣑ਃ uҮхࢶࢤޛשਵ࣑যਃ
tഃܰݽҊ৳णפu
tܻҮޙחചҮਃjҮࢤغب۰ա u
t֎ীj u
tҴয۞یदইযܳॳחইٜ݆ইਃu
tӒۢjࣻসযڌѱ೧ਃ u
tҴইٜӒبېೠҴযܳੜೞחಞীਃ۞दইইٜࣗాੜউغӟೞ݅jాࢶࢤש
೦࢚҅दפөبਸ߉ਸࣻযਃցޖѣೞ݃ࣁਃu
࢜ߊ۽۸߉ҮחҴ୭Ҋ৻Ҵੋੋ উਗҋޙزച݃ਸҗࢶࠗپزҎҊ۰ੋ݃ਸ
Ү؍ѪੑפৈѐҴ৻ҴੋٜѢೞҊযҴ҃হ݃חਸ۽߄חܻࠛ۽ӒҔী ࣿחҮࢎ۽
ࠗ೮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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غणפޙਵ۽ӝܴػоٙରݺח۳ܳ߉ওण৻פҴੋৌৈࢽ ҴઁѾഒ
оࣇ ӈചоೞաण࠙فשݽࠗפೠҴੋੋইחझࡺݺࣁױ ݺࣁޛणפ
Ҵ ۞दই ૉ߬ఃझ झ ఃܰӝझझ ҊҕചҴ ߬թ ੋ֎بदইjկࢶաۄীࢲ
ৡইٜܴҗܴࠗשݽਸ֢࠘җ೩٘ಪীੑ۱ೞחѪਵ࢜۽ӝળ࠺ܳद೮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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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

ੑधզण୷פೞ৬زदীইٜࢿ೧ঠೡࢲޖܳܨ؊ӝ߉۽ওणפೠऀਸएߣݴ
ӝܳחܻجೂ҃ಟਃ়ڨೠղਊਸחইٜࣻܗف೧ ࣚחҗߊਸࢴযоڷݴਸ೧
दః۰ٲਸൗ۷णפ
Ӓ۠ۉؘ֥ѱبӒա݈ۄਸೞחইоઁীо৬ઑਊాਸद೮णפয়ט݅լ݅э
যܳॳחইоয۰ীೞب۰աࢶѪणפӒইܳदਵݺࣁ۽ইٜߊਵ
ج۽ইݴפೠҴযоࠗೠҳٜాਸب৳णפইٜӒ۠ݽणয়טইצѪۢמ
ࣼೞҊোझ۞ਕࠁযਃ
ৡઙੌ߄ࢁѱాਸذҊחইٜਸࠁ যࣽוрӒݽणীӒইٜযܽदغযࠁӝ
द೮णפইٜبೠҴযܳ؍ۋށযܽद ҳٜبਵ۽೮؍Ѣҳա־ҵоڷٮೠب
ীӝযࢿ೮ҊઃनחذੑغযࣚਸղѪҳաj
ইٜ־ҳبਗ೧ࢲٶীৡѪইפणשݽࠗפਸۄٮੑҴೞҊইޖળ࠺হҮী೧ঠ
݅೮ਃӒযܻҊযܽইٜࢲ۽ীѱӝҊࢲܳ۽Ցযݴইղӝਤ೧উр൨ਸॳҊणפ
ࢤӝࠗীॄदաਃ ҵҮীࢲبܳݽೡטݶٸٜ݈؍ੑפইٜחѪয
ঠनदрਸղחѪীࣼ೮ҊҮࢎٜژೠࢤӝٜࠗܳݴইٜਸऔѱҌ೮णפӒۗ؍
ীѱ࢜Үੑधೂ҃ઁ݃ࣘױױ೮ޖ؍оܳޖցڰ۷णפ
झݺࣁޛইٜੑधইפणפ݅बҗয়݅ೣޖցೠࢎ۽߄ ۈੑधणפ
֙ Үࢎ۽ইоҊ೮݃؍খਵ۽दجইоࢲѱػѪणפ

ࢎۈৡחѤपয݃য݃ೠੌ
ࢎۈৡחѤ
पয݃য݃ೠੌ
Ӓח
ӒҗѢ৬
അ৬
ӒܻҊ
Ӓېоೣԋয়ӝޙٸ
ೠࢎࢤੌۈয়ӝޙٸ
അઙदੋߑޙёী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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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ݺ۳ܳࠁҊࣻসхۋৢځणפпҊҴীࢲܻࠛ؍կࢶܴٜೞաܴਵ۽
ܾࠛࡺ݅ അઙदੋदۢೠݺೠفݽݺҗѢ৬അ৬ܳېಿઓٜੑפӒইٜܴ
ࣘীӟঠӝоҾӘ೮णפӒࢲېցܴޙ۽بٜ۰חաঠӝࣻݾઁחۄসਸҳ࢚
೮যਃ
ઑࢶदചೠтېrޙبsחۄѪणޙפחبೠ৬ҙ҅оחঢ়ঠӝܳӖ
ࣘীӒ۰֍যڷਸ೧ೞӝऔѱҳࢿೠӒܿੑޙפبഋधਸ࠽۰ইٜनܴীӟਸ
Ӓܿਵ۽ಽೠ ݶযܳڪযֈযࢲܳ۽؊ੜ೧ೡ
ࣻѷࢤחпٜणפ
৮ࢿػӒٜܿࣿपச౸ীࠢӝदೞ֙ࣻস
ীࢲߥੌחযणפ
t৬ցҴੋয Ѻ֎ ഃۋށযu
tۋށջ ӔؘjաҴযೞաޅبೠೠҴীࢲకয
աࢲju
tց൞ষ݃߬بթয ೞjӘঌও֎ܻҮ
ী߬թ־ژо u
tঠ ց൞ೡפݠо߰ӝীࢎۈয פоੋۄоٜইܻੋੋঌওu
tӔؘӘೠҴੋঠӈച೮Ѣٚu
֙աэմҳٜ۽ࢲؘחী೧ঌޅ೮؍ঠӝٜٜࣘࣘ٘۞աѱػѪੑפইٜ
ச౸ী࢜Ӓܿࠢਸ݃ٸӒখਸځաޅ೮ण۽࢜פঠӝܳߊѼೡ݃ٸৈӝӝࢲࢿఠ
ઉա৳ਃ
Ӓ۞؍যוզ׀ীחڸӒܿࠁणפਸݐৈইੋؘೠҴযܳѢೞޅೞҊࢿѺ݃ࣻ
સযചоऔঋইӒܿणפ
Ӓܿࣘীחթ֗оҳܴਤীࢲࣚਸҊणפթחզѐо׳۷ҊܻݠীزחӒۆҙਸॳҊযਃ
tୌࢎҳաuחইীѱ݈ਸࠢ۰Ҋощणפ
tjjইࡅਃu
t৬ইࡅоୌࢎۢ݃Ҋनоࠊ u
tjইࡅલযਃuࣽрब௩೮णפցۋ֥ޖ݅חগॄ݈ਸযщযਃ
tӒۢjৈ־חҳঠ u
tষ݃ਃuӒ۞Ҋࠁפষٍ݃ীחழ֎بੋۆदইҴӝоӒ۰ઉणפ
ࣁٜৈܴפࠁਤীޙ۠חഃणפ
t:PVBSFQFSGFDUOPNBUUFSXIBU যੌڃ؊ بۄয࢚ڃടীࢲبցח৮߷ೞױ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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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ޛ׀৯ఠઉ݃חझܳܲ߃׀ਵ۽Ցযѹৢ۷णࣻפসਸযڌѱٚ݃Ҋইٜਸղ
ࠁմٍח࠼ࣿपীࢲ֬ݾইҊ݈ওणפ
ڷٮೞҊठӒܿਸా೧חইӨ݃ਵ۽ٜযтࣻणפоജ҃ઑࢎࢲীחইߡ
ܴ࠙ݺॳৈযഃঌޅ೮؍ঠӝٜणפ

ޙച पୌࢎ۹ Үਭࣻӝ

جইоनইࡅоೞטীࢲٜ۰द݈חणפ

ೠҴੋইߡחইղ৬ࣁইܳթѹفҊӒ݅ࢎҊج۽ইоदҊ݈ওण֎بੋפदইੋযחפݠ
ীթݐܳݒѹ֬ҊഒೠҴীٜয৬ੌೞ࢚ݴടೲۅೡ݃ٸইٜਸೠؘঀݺ۰৳णפ
ೠҴীҊ݅ ইীѱޖחठܿউীࢲٱೡਕҊযפݠоੌೞदزחউоࢎܳݐب
ਵݴয়ࡅ৬যܽࢤزਸୃӝҊणפоդೞҊߡѢणפ൨ٜҊҦ۽݃ٸୌҴী҅नই
ࡅоࠁҊरҊ ରܻۄইࡅীѱоҊरҊ݈ب೮णפ
҃ઁਵب۽बܻਵب۽ഒхೞӝ൨ٚইܳਤ೧חҕޙਸࣻद۽ಝࠁওणޙפച 
֗ ӝୡࢤഝࣻәઑѤਵ߉۽ਸࣻחഌఖ݆ওणޙפചࢤ࠺ਯౠ߹֫Үৈࢲ৻ࠗ
ਗبইࠅࣻҊ Үউ۽Ӓب۔ন೮णפѐੋبࣻহ࠙ࠗחਸҮо ࢎഥо ࢎഥ
ӝসೞѱذҊणחפӝഥо۽חইীѱ࢚۽Ӓ۔ਸোѾ೧Ҋ ୶ୌࢲܳా
೧Әҗ֢࠘ਸ߉ਸࣻب۾بࣻणפ
ইٜӒܿਸখীفҊঠӝೞחݴইٜೠݺೠݺਵ۽ઑӘঀٜযоѱغणפ

ЀЬОЮйЧПТеТЮ࠳بᑬ࠺ীܰ જ֘ੑפ
ঔইदই৬۞दইীࢲৡҳٜਬ݆ةҮੑپפҎחܻࠛۄҊ۰ੋ݃ਸҮখীӝٸ
ޙীਃ
नӝೠযڃਬীࢲੋࣿী൜৬מਸоҊ۰ੋҳٜ݆णפইܴ࢝хпਸࠁ
ҊਵݶӒхա২פցݧޖ࢝࠙ࠗо ࢎޑо ഋకоഴܯೞҊடଲਸ೧݅Ҋ۰
ੋইٜೠҴযप۱ٍ݆ઉடଲܳ҃חܰݽо݆ਃ
যוզࣻসযਃࣿप߆ীࢲझীࢲৡೠৈইоܳࠛۥणࣿפਸցޖજইೞ
חইणפоࢎоࠂೠؘҮীਸޅ೧ഒࢲبۄझਵج۽ইоҊरযೠҊٜ
णݻפ૩ױޖѾࢳؘחয়݅ےীҮীաৡݽনणפ
tࢶࢤשউ֞ೞࣁਃ Үউա৬ਃੌೞ۞оਃࣿજইਃu
rইܰ߄ޙٸীҮܳࡅژѷੋ݈חо s݈ాبೞঋওҊࣻসפࢶрױೠੋࢎ݅ೞҊই
ܳҮपج۽۰ࠁչणפӒؘ۠ইоо݈Ҋदجই৬ܳԙԑউחѢणופ՝࢚೮णפ
ࣻসਸ݃ҊҮޖपج۽ইয়פઑӘীӒইоృࢲܳղҊҮܳځլࢎחपਸঌѱغणפ
߹ੋࢎܳೞ۰Ҋܳই৳؍Ѫযਃӝաܴ۽ೠҴয݈߹۽ਸળ࠺೧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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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ೞޅೠѪоढਸݡݡೞѱ೮णפӒਃೠࣽрীইীѱ೧যঠೡ
݈оढযܻоغযܳठѱ೮णפ
rԙӝর೧j֎оয٣ীٚࢶࢤשցܳਤ೧ӝبೡѱs
৵ইٜ݈ਸߓਕࠅࢤпਸೞޅ೮աjदೠߣ۠ࣽрইৡݶӒחٸೠ݈ೠ݃٣ܳѤ
֎Ҋरחपೠ߄ۈъ۳ೠزӝоغয ܳ۞दইযࣻসਵ۽Ցणפ
חӘੌੌী ߣفউदҮࢎ࢚ܳਵ۽ೞ۞חदইযࣻসਸٛҊणפनহੌחҗܳ݃Ҋ
ృӔറ[PPNীࣘೞݶъࢎࢶࢤשrЀЬОЮйЧПТеТЮજ֘ੑפsೞҊੋࢎפ
જ֘ীృӔӝࢄਸ߈ժೞҊ۞दইযܳҕࠗೞשࢤࢶחೠ࠙ೠ࠙݃ਬоਸѢਃ
যݶ৬эਸࣻহઁחܳࣘীಿਵ࣑ਸܰݽبѷणפ

ীࢲৡࣿदр
Ү৬ইٜী೧ঌইтࣻࣻࣿ۾স࢜۽хځয়ܰҌפইٜਵࠗ۽ఠࣻসਸ
҅ദೞפীחೠߣب೧ࠁޅ೮۽࢜؍ં۽ܳप೯ೡࣻणפ

ƘӒܿਵࣗ۽ѐೞחৈ۞աۄƘ
ইٜҗزನࢎъٜܳਸز ٸನۆэ%/"ܳоࢎۈٜۄҊߓਛणפܻҮ
ܳࣻରೞחઑࢶҗҊ۰ੋইٜযоܰ݅ ࡸܻܳѢठ۞ৢۄоݶೞա۽যޙחചо
णחפѪਸࣿীࢲrޙݡചs۽೧ࠁওযਃݡইदইࣿਸೞա۽࢚חۄҊࢤп೮ӝ
ীޛݡਸਊೠં۽ࣻসਸҳࢿ೧ࠁওणפ
ࣗѐೞҊरաۄೠҔਸઑࢎ೧Ӓա ޛزۄݽച ध ޛചാച ੋޛੋ ޛച ೂ҃ ࣻച  ޛӝݺ
ച ਸোण೧ࠁҊ୭ઙਵ۽ೞաಿਵ۽৮ࢿೞࣻחসणפಿౣزনࢲചੋܐ
ੌా۽೮݅ пনп࢝ޙചоѐࢿѱӟࢤࢤೞҊդೂ҃ಟ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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ৡઙੌэҕрীࢲࢤഝೞפࠁোझۨনೠযܳೞѱפؾӒইٜ೧ݽ۽ࢲݶҴয
ܳҾӘ೧פӒݽणਸࠁҊҮযܳݽӒܿ٘٣ੋ ҙ݈ࣻݽসਸ೯೧ࠁওणمݽפ
ഈزೞࣻחসਵ۽ೞաઁܳೞҊઁউѐױযܳࢶ೧ѐҴয࢚Ӓܿ٘۽അೞחղ
ਊणפইٜпೡਸڙڙೞѱա־ण߃פӒܿ ࢝ Ҵয۞ दইযj
فݽоݏܻܳݠযࢎਸҊߣೞݴѐࢿٞࡹӟܻ݈݅݅ܳ ࢎ ݽٜযղणפ

ޙച पୌࢎ۹ Үਭࣻӝ

Ƙҙ݈ݽ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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Ƙޙച۽Ҋ٣ੋƘ
ഄनҮஶಌ۠झؘܳӝ֛ೞৈޙചҮ࢚ੋ۽Ҋܳ٣ੋ೮णפrޙചۆ00৵ջೞ ݶ
00ӝޙٸsחۄઁযܳॳѱೞҊӒѪਸ߄ఔਵ۽۽Ҋܳ٣ੋ೮ਃѾҗޛ࢚ਸڪযֈणפ
ൔࠁޙחചࣿ೯ࢎѾҗੋޛର߹ ೖࠗ࢝ ಣ١эઁ৬ח৮ܲঠӝоա৳যਃই
ٜੑীࢲաৡޙചחхࢎ৬൞ ݎઑചীҙೠঠӝणפ
۽Ҋٜஶಌ۠झؘ࢚ਵઁ۽غযചݶਵ࢚۽೮ؘחҮࢎٜоढীޗೠхزਸण
פ



ҮখীޙחചधѢܻоणפ݈ݶҴীࢲݽৈ٘৻חҴੋٜా࢜࠘۽ਸפܛҊ۰ੋ
݃ਸী۞חदই৬ঔইदইधਸחоѱٜݽৈযਃইٜҗоөਕѢܻী೧ઑӘঀ
ঌѱغणפইٜоױҎоѱبঌ۰Ҋ рधਸࢎ۞ٜܰ݃חࣗبѐ೧णפঌҊࠁפ
Ҕীࢲधਸೞחоبणפইٜ؋࠙ীੋఠ֔ীبঌ۰ঋऀחݍٜਸఐೡࣻ
णפ

ޙച पୌࢎ۹ Үਭࣻӝ

Ƙࣁ҅оੋݽܻ ֎زա݅ইݍחਸࣗѐפƘ

ইٜঌҊݍחҗܳݫೞաঀ݅ࣗѐ೧যبܻݍ֎زܳب৮ࢿೡࣻѷࢤחпٜ
णפӒݫࢲې౸ਸ٣ੋೞҊੑ۽धݽഋਸ݅٘҅ࣁ חоੋݽܻ ֎زա݅ইݍחਸࣗѐ
פં۽ܳद೮णפં۽о৮ࢿݶغࢎഥ৬ো҅ೞৈदഥܳৌҊर߄ۈੑ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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ऒ݅ೠޛо
Үীߊ۸߉׳فତլਸٸযਃबदрীࠛԁࣿप۽ٜযоחইٜࠁणऀפ
যࢲޖटդਸ۰ա ࠛউೠ݃ীۄٮоޙਸৌযࠁওযਃӒ۞࢚ޅೠҟ҃ಟणפ
ࠛԁҮपীחইٜݽৈযਃಿਸࠢৈ֬ச౸খীଂܰܰঊইӒܿਸх࢚ೞݴӝաۄ
݈۽ઑҌઑҌঠӝೞҊਃӒҟ҃ীೠଵزউ݈ਸҊઑਊࢲणפ
बदр݃ইٜয়য়ࣿप۽ಿਸҳ҃ೞ۞৳যਃࣿחपীߋטѱࠛਸெفणפ
ܳܐਬ܂ѱࢎਊೡࣻ۾بೲۅೞबदрҗߑҗറীହೞחইٜࢤ҂णפӒݽणԙ৪
ࢠ׳ীݽৈ٘࢜חٜۢࢎیझۣҊࡣযਃ
ইٜੜೞٚޅೞٚӝಿਸטیझ۞ਕ೮णפӒࢲېಿਸச౸ীࠢৈযਃಿࣻо
݆ইद೧ҕрࠗ೧णפӒ࠺ࢲېযחҮࠂب৬ѱद౸ਸഝਊ೧ࠁӝ۽೮णפҮ
оೠ݃ਵ۽ইٜಿਸࢎی೧࣊ࢲ݆ٜ࠙ߊߩҊաࢲبਸ࣑णפदࢸޖҙשൔ
ৈѐޅਸ߅ই࣑ਃೠӝоաҮҔҔীইٜಿৈਸदೡࣻणפ
ࣿपਸഝਊೞӝदೞ ౠ߹पܻ݂؛ݽदীࢲղ۰৳ण݃פইٜীѱޛࢶחэও
ਃҮ ҮхࢶࢤשೞҊरҕࢎޖחٚ೧ݽݴػبٚѾӂਸীѱ࣑णפӒۧۧݶ
ѱػѢ ઁػ۽ইझౚ٣য়ٜܳ݅যࠁӝݡ݃۽যਃࣻחসࣿपীਃೠоҳഋక৬
ࣻܳೞաೞա٣ੋ೧ࠁওणࣿפपউҗ߄Ӵীदೡࣻחҕр֎بҵؘٜ݅ܳযਃಣࣗੋప
ܻযীҙब݆ۄಕੋ࠳٘ے৬࢚࢝ ச౸җ࢚ۨ࢝ ѓ۞ܻઑݺҗ࢝ৡب١ࣁࠗੋѪਸ
ঌইࠁҊѾೞחҗૌѢਛযਃࠁޖҮҳࢿਗٜ൨ਸࠁక࣊ࢲӝࢁѱੌೡࣻणפ
ޙചҮੋܻҮীࢲઁоԷԴࣿपইٜীѱऒ݅ೠޛоٜܳ݅যחѪযਃযוաۄ
ীࢲৡ־ҳ֗ٚ જ݃ܳܐԈࢎਊೡࣻҊযܳڪযֈযࣘঠӝܳӒܿਵ۽ಽযղח
Ҕj
ইٜۄযܲغਸٸହदࣿपਸ߉یࢎݶܻৢځҊਤ߉۽ওڷٮ؍ೠࣗ۽ӝরݶغ
જѷ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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ࣁ࢚җڄزযয়۽৳Ҋࢤп೮؍Ҕࣁ҅दणפ
ܻҮী৬ࢲઁо݃աઓח ݃աಞഈೞѱই৳חוՙੌݒੌݒݴծইפ
tࢶࢤש৵j۠ҮীҔীয়࣑যਃ u
ই࢜݅ز׀ઁחਸӝܻҊणפ

ޙച पୌࢎ۹ Үਭࣻӝ

ী۽Ӓ

tߓ۞৳যց൞ٜীѱߓ۞jࣁ҅ҔҔীࢲ߹ۢࡄաחց൞ٜࣿपী৬যղࣁ࢚ਸ
ևഃয݈Ҋ݃ਕ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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ઝجৡੋۄѐਸֈয 
࢜۽ࣁ࢚ਸৌযળਗѺࣻস
ࢲഅਗ]ੋୌೠܻ־Ү

࢚ࣻ

बࢎ
Ѽ

본 교육수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 운영내용을 담아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언어적 한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의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한국어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므로 우수상에 선정하였다.

ࣁ҅ৈ۞ীࢲੋݽܻ
ੋୌೠܻ־ҮبחੑҴh৻ҴੋࢤٜೠҴযמ۱ೱ࢚߂ೠҴҮਸذӝਤ೧ࢸ݀ػҮ
ੑפ۽ա߄۞झੋ۽ೠಃ ؘQBOEFNJD ࢶನੋח ֙؍غୌೠܻ־Үীࢲୡ١
Ү֙әਸݐѱغणפ֙ࢤٜ߬թ झ ૉ߬ఃझ ঢ݃ Ҵ ކҎ 
ߑӖؘۄद١ࣁ҅ৈ۞աۄীࢲৡࢤٜࢎ۽ਊೞחয ޙച ण҃١݆ۋ׳णפӒܻҊ
ೠҴীࢲࢤഝೠӝрӡѱ֙߈חীࢲૣѱੋبੌ_חࢤٜೠҴযמ۱ઁѹೠӖਸڍ
ѢաೠӖبഃࣻחܰݽળणפ

ৡੋۄѐળ࠺৬Ҋٜ
ੋୌೠܻ־ҮחࢤٜೠҴযࣻળਸҊ۰ೞৈৡࣻੋۄসഋకܳҗઁഋইੌݒੌݒצपदрहߑ
ೱਗѺࣻসഋక۽Ѿೞणפৡੋۄѐীখࢲࢤٜझ݃ӝӝࠁਬ࢚ടਸঈೞৈझ݃
ಁ٘աਢਸਗೞҊ झ݃ӝӝܳഝਊೞৈਗѺࣻসীਃೠrҳӖېझܚsҗr೯ইਓsࢎਊ
ߑߨਸউղೞҊোणਸب৳णژפೠ ࢤࠁഐҮߑחژޙఖߓܳా೧ࣻসҮ णળ࠺ޛਸ
ࢤীѱ׳ೞणפ
ೞ݅ ਗѺࣻসীਃೠোࣻبٛҊܻޛജ҃ਸળ࠺ೞبࢲݶҗэҊਸऔѱڄசࣻоহण
פr࢚ݶടীࢲాࣗࢎبয۰بੑҴࢤٜੋؘਗѺࣻসоמೡө s rӝӝܳࠁܞѢա
ೠҴযܳഃחܰݽࢤझझ۽٣ణӝӝܳਊೞৈࣻসীଵৈೡࣻਸө s rয بणࣻળ بೠҴ
যמ۱١݆ܲࢤٜਸৡੋۄীࢲযڌѱೠԁߣীبೡࣻਸө s৬эجݖޙওणפ
ࠗשݽҗࢤٜبѐਸখفҊҊӨযणפೠҴ݈ਸبۄށೡࣻਸөਃ u tࢶࢤ שਗѺࣻস
যڌѱೞחѢਃ u tইܳب৬Ҋरبؘஹೊఠա೩٘ಪਸੜܖޅ೧ਃu৬э݈ীࢲࢎࣗ
ాࡺ݅ইۄפӝࣿੋஏݶীࢲبೞҊѣझ۞݃חѪਸו՜ࣻणפ

ࢤmࠗݽmҮࢎഈ۱ਵ۽оמ೮؍ৡੋۄ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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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ೞҊفݽחदীച࢚ࣻসীࣘೞणפযڃࢤইߡ৬ೣԋणפ֗ࢲొೠҴযࣻ
ળҗஹೊఠഝਊמ۱ѣࣻݴػসղղইীঊইೣԋࣻসਸٛחࠗݽݽणীࢲযڌѱٚ
֗ܳب৬Ҋरযೞו݃חԑणژפযڃࢤޙೠ٘ࣇղੌبೠ ݴ٘ࣇহ
যࢲ݈ٛبೞޅبೠചࠁ݅ݶҊणాب݈۽ࢲפೞঋҊച݅ݶחࠁইٜҗয࢝ೠ
ੋࢎܳաؘח־ച࢚ࣻসীࢲݺفࢤࠁঋওणפ

ޙച पୌࢎ۹ Үਭࣻӝ

֙ਘੌ ۽աഛਵ܂࢜۽Ҋੋبৡੋۄѐਸݏೞѱغणפࢤݺਸઁ

ೠࢤࢎোणઁޙহؘחѐੌцӝࣘউػҊೞणפৈ۞ߣदبীޙب
ઁо೧Ѿغঋ ѾҴইߡ৬ೣԋҮ۽য়ѷҊೞणפदତࢤҗࠗݽоبೞणפ
೯ৡੋۄѐੌղੌੋܻҮࠁࠗࢶࢤשԋࢲࢤझ݃ಁ٘ܳಝࠁҊ ৈӝӝച
ܳѦযޙਸҳೞܳઁޙݴ೧Ѿೞӝਤ೧গॄ࣑णפೞ݅חઁޙऔѱ೧ѾغঋওҊ ӝחܻ
زউࢤઁীঊইೣԋஹೊఠܲ۽ҳٜਸ݅աࣻݴসীଵৈೞणפ
ࣻসীࣘೞޅೠܲژࢤীѱѤചীࢲrহߣחഐsחۄউղоൗ۞ա৳णפ೯য
ࢶࢤשԋࢲҮী҅नզبۄਸ߉ইৈҋীࢤҗোۅওणפࢤݴசীചߣ
ഐܳ߄Ծਵ ݴয়טѐੋѪঌҊਵաҮীࢲࠁղળই٣৬࠺ߣഐܳযߡ۰ࣘೞޅ
೮Ҋ೮णפযࢶࢤשԋࢲחࢤ۽Ӓੋೞৈৡࣻੋۄসীࣘೡࣻࢎ۾بਸନযࠁղ
Ѣաച࢚ചܳѦযࠁৈח١ࢤݽҴয۽ೞաঀೞѱঌ۰࣑णפӒܻҊӝӝઁޙ
۽Үܳࠗبݽࢤҗэযܳࢎਊೡࣻాݴചীଵৈೞৈࢤࣻসীࣘೡࣻ
۾بৈ۞оب݈ਸ೧࣑णפ
ࣻসղղೣԋೞחࠗ ݽӝӝࣘ۽ઁޙೞޅ೧Үীৡࢤҗࠗ ݽই٣৬࠺ߣഐܳযߡ
ܽࢤ ٘ࣇহחࢤjjزفݽदߊਵੌ۽যդੌ݈ۄടझ۞ਛ݅ Ӓীࢲܳبо
դхೞѱೠѪઁदрীੜࣘೞৈইઁޙޖহݽ࢚ٚടਸெࠁݴஹೊఠখীࢲ݈হ҅ࣘ
ӝੋݻݻࢤٜण݈۽ࢲפాೞঋ݅ ࢚ടਸ೧ೞҊӝ۰ળࢤٜীѱଵਵ۽উ
ೞҊҊٜ݃݃णפӒܻҊܻ߈ݽٚࢤৡੋۄҕрীࢲ݅զࣻ۾بೣԋҊೞҊب
ਸनৈ۞ࠗשݽҗࢶࢤשٜ҅࣊ࢲٚٚೞҊхࢎೠٜ݃णפೠҴযܳחܰݽࢤٜҗ
ਗѺࣻসখਵب۽औঋѷ݅ೣԋೞۈࢎחٜӝী࢜۽ੋبਗѺࣻসীࢲبܻחೣԋ
ࢿೞҊૌѢਸਸࣻਸѪחۄӝхࢤӝӝद೮णפ

ܻࣁ҅ܳևഃળਗѺࣻস
Ӗਸߓחইࣚীઙ৬োਸાয݃חਵ۽ਗѺࣻসীਃೠৈ۞٣ణبҳ৬ӝࣿ
ਸೞܖী_оউղೞҊೞաঀഃաщणפৡੋۄঌইࠁӝ ݃աۄݫெҊՍӝ ӝച
ݶਸҕਬೞߊݴೞӝ Ѩ࢝hੑhಞೞӝ ࢿੑ۱ೞӝ ߣೞӝ ز࢚୫ೞӝ١ೠҴযܳ
Ѣܳݽబ׀ؘਸ߈ޖݴоܳ೧ೞҊഅೞۈࢎܲ ݴٜҗࣗాೞߨߑחਸোण೧աщणפ
חۄޛزઁ۽ৈ۞ೠҴযযൃܳ൦റ ࢤٜझझࣁ۽࠙ܨӝળীۄٮ৬ޙܳ֍
যհ݈ח٘݅ܳبഝزਸೞणפীࢤٜࢲޙীࢲ߄۽ܳѨ࢝ೞৈੑೡࣻח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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ਸࠁҊݒ֥ۄਕೞ؊פӘߑۄٮೞणפযࣻળҗੋࣻળѺର۽য۰ਸѻחӓୡә
ೠҴযणੋࢤٜणࠗхਸৈҊࣗాਸਗഝೞӝਤ೧ӝୡ߈ীߣחӝܳഝਊೡࣻ
ѱೲਊೞणפӒܻҊஹೊఠഝਊ҃হѢաೠӖ যब౸ਵ۽Ӗਸੑ۱ೞחѪਸয۰ਕೞ
חࢤٜীѱࢿੑ۱ߑߨਸঌ۰؊פযڃࢤt৬_uೞݴх೮Ҋ ژযڃࢤ߅ࣻݴજই
೮णۧפѱࢤٜજইೞݽחणਸࠁઁפѱחցࣼޖೞҊಞ೮؍Ѫٜبܻࢤٜীѱܲژח
߷ਸࣻࢤחпٜण۽࢜פӝࣿبਵ۽ࢤٜनঌҊחѪ नغҊर
ې١ਸनхѱनযࢤ۽пೞҊೠҴয۽അೡࣻणפӒܻҊҳٜҗૌѩѱࣗాೞݴ
ࢲ۽ীೠ೧ܳӨѱೞण݅ࡺפই ۄפणणݾ׳بҗয়ݺܳܨदਵ۽ഛੋೡࣻҊ
ߣয়بܨಝࠆਵॄ۽ೠҴযౠࢿ߂ೠҴযޙചөোझۣѱߓࣻणפ

दрզࣻ۾ࢤٜߊੋࠁѨ࢝җҕਬഝ݆بزইणפҳ৬׳ীೠҗࣻসदрী 
ೠࢤࣚਸߣٜ؊פएחदрীनݧز࢚ܳܐҳٜীѱࠁبৈҊरחѪण
فݽפоࠁৈۄ׳Ҋೞ ࢤোझۣѱrߊೞӝӝמsਸഝਊೞৈrӝ࠺Үsীҙೠ࢚ਸࠁ
ৈण߈פоߊणפࢤٜएחदрبਸ࢚ীࡅઉٜҊ࢚լਸٸ
ࣻ߅فݽחݴ࢚ਸইҕਬೠҳীѱடଲҗҊ݃ਸഅೞणࢎפѤറ۽णղਊҗҙ۲
܂࢜חҊҊܐٜԘܻীԘܻܳޛҊәѱद౸ীৢۄ৳णפۢࢤٜӝبਵ۽
णীଵৈೞҊ ࢲ۽ীѱடଲҗޙ؆Ӗਸթӝח١Ѻ۰ೞҊࣗాೞ݆ੌחই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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ਗѺࣻসਸೞݴࢤٜण൜৬ӝبणמ۱ೱ࢚חغѪਸו՜ࣻणࢎפҕਬೞӝ
ӝמਸഝਊೞৈणܻղਊաनಿਸҳٜҗҕਬೞҊ ֣ӝמਸഝਊೞৈҊബҗਵ۽
ೠҴযٛӝh݈ೞӝܳোणೞח١ߑҗറীبࢤٜԲળӒܻҊૌѩѱҕࠗೞחѪਸݾѺೡࣻणפ
ӒܻҊәѱद౸ա4/4ܳా೧ࢲ۽ޙೞҊࣗాೞ݆بੌחইणפࢤചߑਸٜ݅যࣻসद
рী֬ࠗ࠙ਸޙೞӝبೞҊ ೠҴযоࢲొҳܳਤ೧җઁղਊաউղࢎ೦ਸदঌ۰Ѣաन

ޙച पୌࢎ۹ Үਭࣻӝ

ইٜ بҮࢎبೠࡩ؊ࢿೠदр

ҙब࠙ঠܳࣗѐೞח١ӛੋߑೱীࢲ٣যܳبਵܖ۽ӝदೞणפ
ਗѺࣻসળ࠺ೞҊ೯ೞࢲݶदҮࢎࢿࢲ۽ೞחदрणשࢤࢶܲפٜҗࠁܳҕਬೞҊ
ঠӝܳաח־ѪઁѱبغणפҮীߊਸղ٦؍Ӓٸۢ֙կࢸҊয۰दр
݅ࢎېഥܳইтࢤٜীѱחݏҮਭੋޖदࢤпೡࣻҊ Үࢎࢲ۽খਵ۽җ҅ദ
ਸࣁਕࠅࣻחӈೠदрणפ

ҮҮपীࢲद݅դܻࣗݎ
֙ৈܴޖ۵ ܻחҮীࢲ݅զࣻणפ١ҮࣻসѾغਸ ٸࢤٜ١Үզ৬ୃѹ
тળ࠺ޛਸৈ۞ର۹ޛणפҮীয়חѪਸӝೞחইٜਸࠁݶद݆ࢸⷠ؍ӝরժפ
ೞ݅ాੋҮҮपীࢲޙചߓ҃ࢤٜਬ܂ѱ೧hഅhࣗాೞӝীחয۰णפ
ࢤٜоҊחਗഝਊغҊणࢿبҗ࢚ഐਊ؍ਗѺࣻসਸҮҮपীࢲبपഅ
ೞߑחউীೠ֤оਃפࢤٜೠҴযמ۱ਸӝܰחѪ৻ীبܻਵࢤ۽пೞח൨ ڷٮೠҕ
хמ۱١بೣԋఃਕঠೣਸӝরೞݴҮपࣻসীࢲبࢤٜয ޙച ҃ਸֈযࢎҊೞҊࣗాೡࣻ
ӡࣗݎ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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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ౠ߹әীࢲղѱоܰળѪ
ӣ࢚അ]ࣁܨୡ١Ү

࢚ࣻ

बࢎ
Ѽ

다문화 특별학급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맨발로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참여 학생들의 다양성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브이로그 활동을 시도하는 등 교사로서
도전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므로 우수상에 선정하였다.

Ӓ۠ѱয
ୡ١Үࢎٜীѱޙبചౠ߹әࢤࣗೞۈࢎٜҗয়
݅ےী݅աҮঠӝܳೞޛߔݶߔݶযࠁחޙ
Әөղ߸ীࢲޙചౠ߹әী೧ইשࢤࢶחױ
ೠޙࡺݺചౠ߹әחউೠҮীࢲӔޖ
ೠשࢤࢶחೠݺਸઁ৻ೞҊفݽоӘदୡ߈חۄޙ

աद݃ଲоܨࣁୡ١Үীߊ۸߉ਵޙࢲݶചইٜ࠺ਯ֫ҮחۄѪਸঌও݅সޖ
ܳߓ߉חदҮхࢶࢤשԋࢲઁউೞन଼ցޖկࢸౠ߹әחغѪীооөѐ
֛ݶۄই݃بౠࣻәੋ٠೮ೣԋӔޖೞࠗ؍שٜԋઑਸҳ೧جبইয়חtӒ۠ѱয u
կࢸҊൔঋҮपӝب೮݃࢜۽সਸоઉঠೡѪэו՝ۇө
Үੋࢤղѱחৈ۞Ҵਵ۽աযઉחইٜࢳࠗ৬Үਭ ӒܻҊदীࢲਗ೧
חાযઉ࢚ടٜ݆ࠗझ۞ਛೲѩѩ৬Үࠗޖשԋৈ۞ࢸݺҗ
ੋࣻੋ҅ܳ߉ওೞ݅Ӓ݅ਵח۽ղоޖਸ೧ঠೡੜӒ۰ঋওद بࢎשԋݫبदܳ
ࠁղҊبਸਃ೮ҊೞҊ߸ੋޙਸٜਸࣻೞ݅ѾҴౠ߹әীࢲইٜҗղח
ߑߨղоࢤпೞҊࢶఖೡ݆ѪযࣻহӒۧѱفӔѢܿ߈ ف۰߈ਵޙ۽ചౠ߹
әইٜҗࢤഝदغ

դޖਸоܰঠೞ   ইޖפਸоܰசࣻਸө
ইٜ١Үೞחզӝরࢤࢤೞౠ߹әदр৬ࠗשݽԋܻ٘ॹ݈חٚউղਸળ
࠺೮যъࢎשԋࠗఌ٘۰ࢲয৬Ҵযߡউղبળ࠺೮উղٜਸߓࠗೞӝਤ೧ই
ٜҮपীߑޙ೮Ӓٸա৬݃ೠই חইোೠ٠ղѱҴয  ۽ঠӝܳѤ֕ ৈ
ӒѤযੋ݈ڃ ܲݽ
ࣽрয়݅оࢤпۄৢځցޖട೮য݃بוળ࠺ܳ೮࢚݄بؘחղо৻חܰݽҴয۽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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بইоঌইٜਸࣻਸөೞחѣݢٜ
ইٜਗېәীࢲࣻসਸٛо೧दрݶغౠ߹әਵ۽৳ ӭՔೞҊڷٮೠ
݅թਸਤ೧৩۽߄ܳ࢜ޖݒҊਓਸળ࠺೮֙ _֙ ֙ࣽਵ۽ইٜ৳ইٜ
tউ֞ೞࣁਃ uߋݴۄѱੋࢎ೮ইٜࠁղӟ؊݆ಽܻוח՝

ޙച पୌࢎ۹ Үਭࣻӝ

ѱ݈ਸѤ֎࢚חടীࢲࣽрաחೠ݃٣بೡࣻহղоযڌѱউղ೧ঠೡө ղоୌୌࢸݺ೧

ೞ݅ѢӝөইٜೠҴয۽ೞחաޙաউղܳࠗझ۞ਕೞҊוח՝ٜ
যࢼޖݶҊࢤпೞҊࢤחпبٜӒѤࣽױೞѱೠҴযܳ೧ೞޅೞӝ݅ޙٸইצѪэ
ওӒ৻ ٸҴীࢲઁ݈۽ਸޅ೧ՠՠѢ۷؍աݽणۋৢځӒೣۆ
աחইٜীѱযڃѪਸоܰঠೡ যڌѱоܰঠೡदೠߣҊীࡅই פоܰசࣽ
ਸө

݈ਸೞޅೞחਬ
Ѻ
tցएחदрীҳٜیঠӝખೞ פu
ೠӖ੍ӝॳӝܳޖୋੜೞח֙ઁীѱޛ
tഃਃ֙ࠗٸఠҮपীࢶઑਊযਃই݈بޖਸѦঋইਃu
ইחӒ࢚ടোೠ٠೮Ӓৈ۞оܳҊэ߈ੋبؘঠӝܳੜೞঋ
חחѤযݶӒױীࣗࣘغޅೞחജ҃ਸ݈ೞחѪэওইٜҗࣻসਸೞࢎۆ֥ࢲݶपౠ߹
ә࠙ࠗইٜೠӖਸ੍ҊॳחѪਸޖୋੜೞ࢚݄ ݶ߈חঠӝחੜೞঋחחѪ
ղо࠺೯ӝܳఋҊ೧৻ীب೮ਸٸযܳղ݈ۢ߄ࢎ۽ਊೞޅೞחѪҗ࠺तೞࢤחпٜ
ഛೞѱ݈ೞݶৈ೯ୡ߈ীחചܳೠӝࠁযܳॄࢲ࣌ਸ৮ࣻೞחӝٜ࠙Ӓജ҃ীࢲݴ
சղݶӒઁࢲঠয۽ঠӝೞחѪࣼ೧ࣽחро৳Ӓࢲې೦࢚যоઑӘࣼ೧ӝ
द೮جؘחইৡࢤחпীইए݆بও
ҳٜҗࣗాೞחৈ۞оߑߨٜীࢲоਃೠѤചੌѪੋрചܳా೧ࢲࢎ׳җ
؊ࠛযхҗࢤпਸա׀ӒܻҊӒࣘীࢲҳࢿਗٜхҗױীೠࣗࣘхਸחѪۄҊೠ
ܻ҃חਵ۽णٙೞҊוՙ࠙ࠗחইٜәীࢲ؊Өѱ࢚ഐਊೞӝਤ೧ࢲࣽױחয
ܳউחѪ݅ਵ۽೧ѾחغѪইࢎחۄפपਸঌѱغ
ӒٸղࣚীחೠҴযҮ৬Үҗযൃоٜ۰оܰঠೡѪੋޖѣਸ݆೮؍ఠ
ӒࢲېইٜীѱҮҗࢲীחয۰যൃ৬য۰ೠҴ݈ਸоܰӝਤ೧Үܳળ࠺೮ӒҮ
݅ਵب۽दрࠗೞוח՝ਵ۽ԤԤਕࣻসਸ೯ೞҊ
ઁ৬ঠӝܳա׀റաࢤחпਸઑӘ߄ԲӒܻҊ҃ਸৢځ۷৻Ҵীաщਸٸաחযߑڃ
धਵ৻۽Ҵࢎۈٜҗചೞחী೧جغইࠁওӒۧѱղ҃ਸٜࠁওਸ ٸղоযܳॳӝ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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ೡࣻ؍Ѫղযप۱ࠗࣗೞ؊بۄदبೞۈࢎݶٜ߈ೞѢաب৬ળחҗജ҃ Ӓ
ܻҊ݈ਸ೧ঠೡਃࢿחۄѾۿী׳ب೮
ইٜীѱبӒ۠ജ҃җਃࢿਸઁҕ೧Ҋरࢤחпр೧Ӓઁࢲঠղѱ݄݄ೞѱо৳؍
ޙചౠ߹әҗҮਭҗਯࢿ࢜܂ѱо৳ইٜҗա־Ҋरݾ؍ٜਸࣁਕաщ
ߣ૩ݾചೞҊरҮपജ҃ਸٜ݅
ߣف૩ݾજইೞחѪਸোझۣѱೞࢲݶഅೞѱೞ
ࣁߣ૩ݾҳٜҗೣԋೡࣻחӝഥٜܳ݅
ইٜҗೣԋٜ݅যтҮपਸࢤпೞݴоढڪӝद೮

ചೞҊरജ҃যڌѱٜ݅ө
կࢶࢎۈٜҗೣԋੌݾ݈ ٸҳݨীࢲաয়ঋਸٸо
Ӓജ҃ࠛಞ೮ੌڷחѪ୭ࣗೠաח߸ജ҃ীࢲೱ
ਸ߉ও؍ѪэӒࢲېౠ߹әী৳ਸٸҮपইٜীѱખ
؊ڷٮೞѱٜ݅Ҋर
݃ஜҮपաޖܖ݃ػ۽ূઑӘ൨ٜࣻ
݅ ৈ۞оٜਸҊ۰೧ࢲߊݔҮप۽ਊೞӝ۽Ѿ೮
ӒܻҊ଼࢚җоਃೡٸਬӝਵ۽ഝਊೡࣻ۾ب

Үपٍҕр

ਃೠѐࣻ݅ߓೞׯ߄ݔ࢚ࠁ؊ನӔ೮ҮपೠகևযҊӭՔ೧Үࢶࢤשԋࢲ
नߊبоઉ࣑  
ةౠೞѱبҮपٍಞঐ߷١߈ਊ߷ਵغ۽যҔইٜഝزೞҊҕࠗೠղਊٜਸ
ೞחҔਵॳ۽ӝ۽Ѿ೮ҕࠗೠղਊਸ҅ࣘࠁࣻࢲݶೞӝبೞҊణप۽োѾೞӝب೮न
ಿ҅ࣘऺৈоࣻ ࢲݶসदрীदೠߣجইࠁҊঠӝೡѪٜטযաחѪ

ҮਭજইೞחѪਸѱب৬חѪইקө
ୡ١ҮҮࢎ҃۱ऺৈоࢲݶաࢤ۠חпਸೞҊইоח
ѤՐহղоޖਸજইೞҊ೯ࠂ೧ೞחইоחѪۄҊӒې
ࢲղәীࢲઁٜ೯ࠂೞҊૌѢਕೡٸաب೯ࠂ೮ੋޖоী
ށੑ೧ࢲഝزೡٸӒ݅ٸఀইٜनীѱࣛೠਸө
ࣁܨୡ١Ү7-0(ਬౚ࠳

ౠ߹әইٜѐࢿۋ׳

Ӓࢲېӝبೞۄ֥Ѥইٜпߑधਵੋޖ۽оܳ҅ࣘഅೞҊरযೠחѪ
݈оਃೠӝמഅੌపפӬӒࢲېਬ܂ѱഅೡࣻחҕрযڃѪਸөҊ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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೧ೞҊҳٜীѱبی೮
݃֙ࢤҮपীחೖই֢ܳחܻ٘فѪਸࠁওೖই֢ܳߓহبؘחӝٰীજ
ܻࣗܳইղࢲݶೖই֢ܳӝद೮ܳزҳೞҊӒ۽ݮ٣֣ܳച೧ࢲউ۽Ҋ࣠ഥীಿ೧ࠁ
ӝ۽೮೯ѾҗبજওҊ߸ীࢲ݆டଲҗѺ۰ܳࢤبनх݆ࠢӒݽणীҡ
ࡸ٠೮അޙചౠ߹әইٜೠӖز۽ചٜܳ݅Ҋࠗೞ݅ೠҴযޖ۽оܳହೠחѪ

ޙച पୌࢎ۹ Үਭࣻӝ

о ইٜঠӝܳ7-0(۽թѹࠁӝ۽೮ইٜࣻસযೞبࢲݶೣԋ೮؍Үਭഝزਸࠁࡸࢲݶ٠

ইٜীѱਊӝܳחѪэ
খਵب۽അӝഥٜܳ҅ࣘ݅যт҅ദ

ҳٜҗযڌѱաׂө
ޙചౠ߹ә݈ౠ߹ೞѱਵݶউغѷࢤחпਸ೮ইٜӝ
߈ҳٜҗࣗాೞҊೣԋҕࠗೞחѪਸب৬חѱݾইקө೮Ӓࢲې
ౠ߹әীࢲ೯ೞחৈ۞оࣻসղਊীࢲ൜חઁחҮपীࢲܲ
ইٜҗೣԋաׂࣻ۾بળ࠺೮ӝୡীೣԋधޛਸӝܰחഝز زചܳ
ࣗѐೞҊೣԋޭ࠺٣য়ٜܳ݅যࠁחഝ ز٘ࠁ؍ѱਸ࢚ਵࣗ۽
ѐೞחഝز١
Үࢤҗೣԋ݅ٚزചં۽

ౠ߹әۄҊౠ߹ೠইٜחѦө
ݽٚইٜҮपীೞחҗਸоӒী
ࢲઓхਸദٙೞѢաળѢױਸоѢա ࣗࣘхਸ
оইٜәҳࢿਗਵژ ࢲ۽ࢲ۽ইр
ೞ݅Ӓ۞ޅೠইٜ݈ਸೞ݅ दрਸೣԋ
ೞ݅যݶӒࣘীӨࣼझݴঋҊ֙ਸࠁղҊ
ਸޙܲݽبചইٜҗযڃରоחѦө 
ޙചইٜبӒউীࢲઓхਸദٙೞҊળѢ
ױਸоࣻبҊࣗࣘхਸоҊरযೠӒܻҊ
ইٜҗܻٜઁӒ۠ળ࠺ٜਸয݃بוࢎഥঋਸө ೞ݅যоܰҊ ղо߉ইٜৈ
ঋਸөࠊف۵ӒѱܻܳܲઓۄҊࢶਸӚҊਸܲݽب
ޙചౠ߹әীࢲইٜҗղݴഝز೮݆؍Ѫٜࢎपղоੌ߈әীࢲইٜҗೣԋ೮؍Ѫҗ
ѱܰঋചೞҊ അೞҊ ࣗࣘхਸоҊ хਸա־Ҋ ߓ۰ೞݽחٚഝزٜౠ߹әী
ب೧৳؍ഝزٜইצо 
ౠ߹әࢲۄౠ߹ೞѱ೧ঠೡѪэӒਤചхযۄࢎ࢜וڙفݽэױߓҊरযೞҊ 
ࢿೞҊ ҳٜҗࣗాೞҊरযೞחইٜ݅ਸ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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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ցীѱդ աীѱքs
~दܻইইٜҗࢿ߈زঠӝ
ਗ]ঠୡ١Ү

࢚ࣻ

बࢎ
Ѽ

시리아 배경의 다문화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서 헌신하는 교사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문화존중을 바탕으로 이슬람문화권 학생에
대한 지도사례는 기존 차례와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оঋӡب
֙ਘযוզ ࢜۽Ү۽दਸঌܻחәߓҗ؊ࠛযস࠙ޖܖয؍զ
Үࢎٜ֙ݶۄীೠߣѢঠೡҗӝبೠզղҮੋࢤীࢲޅೡզؼѪэওҮ
ৈ۞оࢎী೧աחկࢸҊկࢶೠҴযәਸݐѱغҮীߊ۸աҊੋࢎܳਫ਼Ӭ৳ਸٸҮ
ࢶࢤשਵࠗ۽ఠਫ਼Ӭաо۽݈חೠҴযәחঠӝܳٛӟٜҊաীѱ೧ࢎ೦হਸѪ
ۄҊ݅ࢤп೮Ӓ࢚݄۠ ؘաীѱয׀פখதத೮Үীࢲ بഅীࢲبٛࠁبޅب೮
࢚؍ടী־ҵоীѱੋࣻੋ҅ܳ߉࢚חടبইפӝীযڌѱೞݶજਸө݃ٙ೮Ӓ࢚ടীೲѢܾ
ٸ۽झ~оঋӡࢤпլо݅ঊইযࢲ࢚ടѐࢶغঋਸঌӝীੋޖоળ࠺೧ঠѷ
Ҋࢤпਸ೮೯بܻҮ৬оөҔীೠҴযәѐࢸغযغҊחҮоযࢲӒҔ
ࢶࢤשԋৈ۞оޛযࠁҊҮীࢲ־ҳبоঋਸӡߊ۽ਸ٣٧ࣻ

݅թदܻইೠо թݒ۽աޙചѺ
ইٜਸ݅աӝ Үীࢲ҅ࣘӔޖೞदשࢤࢶ؍ٜࠗ۽ఠইٜࠁܳਸࣻदܻইҴਸ
оইٜفݽ۽ೠоۄҊ೮֙Ӓоীݺחഋઁ ݒٜҊҮীצݺח
Ҋ೮֙ ীݺࢤزࢤ೧ࢎחغݺप  ܰ־٣ ই߄झ  ݽೞݒ٩ ۄগ
ٜݺաоܰ݅۸ࣻળীۄٮэ֙ীߓغযইٜী୶ݏযәਸળ࠺ೞҊ
؍۽ա࢚ട҅ࣘযѐোӝ৬ೣԋৡੋۄѐਵ۽ӝоदغইٜഛೠ࢚క
߂оജ࢚҃ടبঌࣻহӝীରࠡݭীࡅѱغӒبېইٜীѱҮਭਸदெঠ೮ӝী ۄ־
ա ৬ਵ۽ചాചܳ೧ࠌtৈࠁᲃਃ ঌইॄਃuചӝց۽ݠٜ۰য়חযׂೠೠҴ݈Ӓبې
աܳউबா೮ೠҴ݈ਸഃחܰݽѱইాࣗࢎۄפоמೠ࢚ടਵפ݃ա೯ੋѪੋоചా
ച۽ইٜীѱഅ࢚ടਸঌ۰ҊFणఠܳాೠৡࣻੋۄসоמೞ۾بҮীࢲਫ਼Ӭ݅աҊ೮ݻ
ݻইٜҗೣԋҮ۽ই৳ਸٸইٜਸӒઁࢲঠࠅࣻڢ۶ೠݾҳ࠺ܳоইٜղ
о࢚࢚೧৳؍Ѫҗࢎੋۋ׳ח৬ೣԋೠҴ݈۽ୌୌইٜFणఠܳా೧ৡࣻੋۄসਸ߉ਸࣻ
۾بউղ೧ӒܻҊݴசزউெࠄറইٜৡࣻੋۄসীଵৈೞޅೞҊਸঌࣻ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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যࢲܻоغঋпઙॳۨӝٜ׀ীݢٜয৳r۠ജ҃ࣘীࢲইٜࣻਸө sѣझ۞
݃খࢾױੌղоৡݾਸঌ۰ӝਤ೧ইٜਸࠛۥҊইٜҗইߡীѱननܳࠗೞҊৡۄ
ੋࣻসীইٜਸࠁҊৡറࣘ݁ݠীࢲӒݽणٜഃоঋওޙചੋରۄҊחೞ݅۽
ա࢚ടਸࢤпೞݶইٜѣ୶ غറ۠ਸхউೞৈইٜীѱೠҴযәਵ۽য়ݢੌઁݶ
ࣚࣗةਸदఃѢաࣚਸঅҊয়۾بܳب೮ оߑޙറীبইٜৡࣻੋۄসীଵৈೞঋওҊݻ

ޙച पୌࢎ۹ Үਭࣻӝ

Ҵ оߑޙਸೞӝ۽ೞҊইٜਵ۽ইщୡੋઙҊҊ೯ޙৌ۰যউਵ۽ٜ

ର۹оߑޙਸ؊पदೡࣻ߆ীহࠛ೯ੋ೯ੋ١Үѐਵ۽ജࢲݶغইٜਸҮীࢲ٘٣য
оܰசࣻѱ غۢҮਭࢎпী֬ੋࢤٜ҅ࣘਵ۽١Үܳా೧Үࣻসਸ߉ਸࣻ
۾بઑоܖয

ېನഋࢿ଼ਗହҳх࠙
Үࢎ৬ࢤٜېನഋࢿҮࢤഝীযоਃೞҊࢤпਸೠӒࢲېоݢইٜҗೣԋ
Үউ଼ਸ೮଼ਸೝ҅۽ইٜҗചܳೞҊरrয়טઁੌযլয оજইೞחѪޤঠ 
ೠҴীࢲо؍Ѫޤঠ दܻইীೠӝরয s١ददೠঠӝٜਸా೧ҾӘೠٜب
ޛযࠁҊইٜࢤпٜبٜযࠅࣻחदрݢਃೞҊࢤп೮റীইٜҕࠗೞӝफযࢲۄ
଼ࣘ҅بਸೞҊઑܰੌחٜইࠗחਊ ੌযաӝب೮଼ਸా೧যبוѢܻоગഃ
ইٜীѱ߸بചоই৳ਗәীࢲইٜਸनٜѼਸੜঠӝೞޅೞҊ݃ࣘীইف
Ҋ؍ঠӝܳաীѱ॔ইղӒѪਸ॔ইյҔহ݃ݶযܻ۽թইҮীࢲࢎҊܳ
ࢤߊبੌחೡࣻਸܰݽبӝী೯ۄҊৈѹইٜীѱبх࠙ҳоਃ೮ҊӒѱաۄ
ࢲхࢎೞӝب೮ ۿޛইٜঠӝೠٜࠗ࠙ਗәҮࢎ৬ചܳా೧ੜ೧Ѿ೧

଼ੋইٜߋݽण

Է߈ೠҴযәೠҴযߓبҊೠҴޙചߓبҊ
दܻইইٜਸ߈فਵ۽ա־যࢲҕࠗܳೞҊژೠठޙۈചܳઓೞৈ߈ਸಞࢿ೮թ৬
ৈоࢲ۽ঠӝೞחѪਸԁܻ҃חೱযթইٜա৬ೣԋҕࠗܳೞҊৈইٜೠҴযъࢎ
ৈ ࢶࢤשҗೣԋҕࠗܳೠইٜೠҴযܳחѪ୭ࢶ݅ইٜҮप۽ইয়חૌ
ѢਸযࢲחউػҊࢤпਸ೮ӒࢲېইٜҗೣԋೠӖਸઑӘ؊ѱߓࣻࢳ࠺۾بӝب
ೠӖ۽ԲࠁݴҊ ೠӖزചীࢲೠӖبইࠁҊ زਃࣘীࢲೠӖӝ١নೠഝزٜਸ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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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Է߈ীࢲחইٜҗޙചਵ۽пઙਃܻਸ೮җੌଶव ڂۈ߄ ڂః ா݅بٜӝܳ೮
ؘחೠࢶࢤשtӒ౭զ֎ਃ_uۄҊ݈ॹਸೞ࣑rইٜفݽೠоইٜই؍פ
оsইରर݅Ӓాܳبې೧оചݾਸоઉয়ঋওਸөࢤпػ
ӒܻҊԷ߈উীࢲ҅חӝҮਭبೣԋपद೮҅ӝҮਭਸэೠਬחܻইٜೠҴীࢲ
ইоࢎחഥҳࢿਗӝীԙਃೞҊࢤпਸ೮ۿޛਗәীࢲܖযחҮਭٜب݅೧ೞޅ
ೞҊӒրֈযо࠙ࠗੌחযࢲઑӘ؊औѱࢸݺೞࢲݶଵৈೡࣻ۾ب೮ೞա۽ജ҃Үਭରਗ
ীࢲইٜҗೣԋrۄझ౮߽ڢԊݽਵӝં۽sܳपद೮ীࢲ҃۽ࢲب੬ೞࢲݶইয়Ҋ Үীࢲ
جبইݴפইয়؊פডࣘ೮ݾ؍ܳऔѱࢿ׳ೡࣻ

زਃࣘೠӖӝ

ೠӖ࠺ࢳӝઁ

ாٜ݅ӝ

ܻ݃ݽఃӝ

җੌଶव݅ڂٜӝ

ഐҴࠁള׳

ಉद

ٯӝ

߽ڢԊݽਵӝ

߄आٜ݅ӝ

పܻۄԲӝ

ࣁਘഐҮਭ



աחইоױחۄױ݃ۄݴযܳղоѨ࢝೧ࢲইࠅੌহաޖחठܿইࡺק؊۞ठۈ
ޙചীҙबহӒؘ۠ղоইٜޙٸীղࣚਵ۽ױ݃ۄਸѨ࢝೧ࢲইࠁѱؼঠ֙
ীחৡੋۄѐӝрҗױ݃ۄӝрҀࢲইٜࢳઁޙী೧ѱन҃ॶࠗ࠙হೞ݅ৢ
೧ڷೞঋҔীࢲ ઁޙоߊࢤ೮ױ݃ۄӝрীইٜ١Үܳઁ۽ೞঋחѪਗәࢶࢤ
שٜبѾઁޙ৬؊ࠛয݆ѣਸೞ࣑ӝীҮхࢶࢤשҗ࢚റইٜࠗשݽҗాചܳ೮Ѿࢳਵ۽

ޙച पୌࢎ۹ Үਭࣻӝ

ױ݃ۄठۈೡޙۇചઓ

ੋ೧ইٜীѱࠛтࣻبਵױ݃ۄפઙҮधחۄоणਵ۽ইٜ݃ಞೞѱࢤഝೡ
ࣻ۾ب೧दۄҊ೧ࢲܳઁޙ೧Ѿೡࣻߨߑ ठۈࢤٜೞҊ҅नࢶࢤשٜীѱઑӘ
ա݃غਵݶೠ աࡺ݅ইۄפܻҮࢶࢤשٜইٜਸ݅աҊ೧ೞҊઓ೮࠙ࠗ؍Ӓٜ
ޙചޖठٜܿীѱઙҮחӒٜীࢲࡐ֬ҊঠӝೡࣻহӝޙٸҮীࢲبইٜਸਤ೧
୭ೠߓ۰ܳ೧Ҋबदрীחইٜधױਸࠊࢲਭܳܨೞӝਤೠݫٜܲਸ೦࢚ળ࠺೧
فҊ҅नژೠইٜӝبೡࣻחҕрبਬ܂ѱࢎਊೡࣻ۾ب೮ࣛইٜয٣ࢲӝب
ೞחੜؘחۋށೠҴযәҮपী৬ࢲӝبೞחѪਸࠁߣݻҊࣘਵ۽֥ۄӝب೮݅ടೞঋҊ
োझۣѱ؍ղݽणਸجইࠁࡸפ٠೮
ӝীܲחࢤٜীѱदܻইইٜनٜঠӝٜܳ۰ࣻחં۽ܳ҅ദೞҊ
rदܻইীೠঠӝ ӒٜҊחठۈҗҙ۲ױ݃ۄػঠӝ Ӓٜधޙചೡۇs١эҕрীࢲ
ࢤഝೞҊחইٜীѱঠӝٜܳ۰ળޙ۽ࢲݶചܳ೧ೞҊઓೞؘחઑӘա݃بغӡ߄ۄ
ݴળ࠺

ցܳ݅աܻ݃ޖց൞ٜীѱ߄חۄԷ
݅ੌղоೠҴযәਸೞঋҊಣߧೞѱੌ߈ࢤٜҗࢤഝਸযщݶযٿਸࢤпਸ೧ࠄղо
ইߧחਤউীࢲ ೧ౣউীࢲޖդೞѱչਸѪೞ݅ইٜਸ݅դաীѱ݅ࣻࣗחоࣻ
חч҃ਸ೮Ҋࢤпೠٜ҃ղҮࢤഝழۆন࠙غযઑӘ؊ࢿೞחҮࢎ݅۽ٜ
যѪաܳా೧ইٜೠҴਸ݅աҊ աחইٜਸా೧दܻইܳ݅դҊࢤпೠ
rܻחҮחۄఋܻউীࢲࢲ৻۽Үҙsࢎחۄपਸইٜীѱبঠӝ೧ߓ۽ࢲݴҊ
ೣԋࢿ೧աоҊডࣘ೧ࠄ
݄݃ਵ۽ա৬ೣԋೞחইٜೠҴীࢲইоࢲݶ؊࢚ୌ؋Բ۞ӝٮ۽оदࢶਸ߉ঋҊ 
ӝٜԷਸԙपഅೞחઓхਸоࣗೠઓ۽ۄաоӡӝ೧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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ف؊оաо
नഌࢶ]ࠁۄୡ١Ү

۰࢚

बࢎ
Ѽ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경험이 진실성 있게 잘 표현되었으며 학생들과의 유대관계가 수기에서 잘
표현되었다. 특히 다문화 교육의 순수성에 대하여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ҮӒטਗীزޙݓࡄۊࠁחԢইܴѱೖաחಣࣗয়ޑೞҊन࠺ೠ࠙ਤӝܳ
ղ࢝ۄࠁחਸଵજইೞ ؘחоٜ݅ৈࠁҊਵݶ৷ѓ۟दܳҊחѪ݅эܻҮח
rӒޛsڷחۄਸоঢ়ݺrࠁܻۄsীࢲٮৡrࠁۄୡ١ҮsীࠛبҳೞҊ ࡈъҗࢴیৈӐഋ
൦ࠁ࢝ۄਸٜ݅যղחѪۢ ѐࢿ݅݅নೠҳٜݽৈࢲഝ۱ֈחҮࢤഝਸযоҊౠ
 ࠙ࠗәޙചоࢤী׳೧ оՔৈӝо߄۽rࠁۄҳୣsэࢤחпٜӝبೠ
ࢤܲ۽ࢲӣ࢜ৈ۞ҳٜೣԋ֥Ҋߓݴrܻsࢲ۽Ӑഋਸইоݽחण ࠁࡄۊѓ۟द݅
ఀաইܴӝޙٸ

ৢ೧ח֙ੋزदী݃ਸҮਭҗޙചসݐܳޖѱغӝୡ֙ҵೠӖ೧࢚ٙకܳ
ױೞ੍ؘחҊॳؘחয۰ਸѻחҳٜݺӒؘ۠ҕҮ܂ѱبҴ தࠁ٣ই झ
ޙചоইزౠ%ࠄחҮࠗೞҊ݅լ؍+ل૩ࢤزਵ ۽झীࢲبੑҴೠ
֙উغ֙؍+ܳ݃೮؍Ӓ೧ بӝୡrࢎഥs৬эܻ߈ࢤక҅ಣച
ܳਤ೧ࢎߧࢤੋթࢤزਸrҮਭࠉࢎsݺחۄইېܻҮप۞ࠛ۽ٜӒܻҊӖࠁ݈೧ب
оજ+Үҗҕࠗਸب৬ѱೠݒਬ߹դҮࢎ־աېژҳࠁࣼࢿ׳ߊೠ+ীѱಽয
ॳ݈חਸా೧ѐ֛ਸ೧ೞѱೞחѪࢤпࠁࠂೠੌইפೞ݅ೠযо࠺ਸରೞח
णਊযܳޙਵॄ۽ղחѪೠҴযоߊ׳೧ৡਬҳೠࢎ݅ఀաԲળೠࠁण֢۱ਃ೮
+ഋઁೠҴҮ୭ࢶীࢲೣԋ೮҃ࢶ؍؋࠙ੋ թ%ੑҗݶীࢲ֙ࠁח
ഛप֙ޗ֢ೞоোझۣѱޚয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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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೧৻ࠗъࢎੑਗഝೞޅೠਸхউೞৈ ೠҴযҮਗѺૐਸࠁਬೞҊחղоೞৈ࢚߈
ӝೠӖ೧ٙݏݺഋܳبೞѱੌݒغҮਭҗदрਵܖ۽যରद੍חҊॳӝ
ਤӝୡण ରद٘ࠁחѱաӒ଼ܿ١ਸഝਊೠೠӖ֥۽ҳࢿೞইٜҗೣԋࠁղחद
р؊೧ࣻઁࢎ۾рחبъ೧Ҋ ࢲ۽ীೠগழࣻ۾അपחઁޙҳਵࠁ۽ӝद
೮о۸ Ҵੋҳ:߉חஜחӖߊҗॳӝܳয۰ਕ೮ӒܻҊதࠁ٣ই৬ೠҴਸೠރী

ޙച पୌࢎ۹ Үਭࣻӝ

Үਭߓ۰ৢ۽೧ߑبҗറبੑҴ֗ೠҴযҮप୶оࣻഌܳ߉ѱغ۽ա࢚కঈച

ಿ)ח੍۽ܻࣗחѪҗߨݏীݏѱॳחѪীೠରܳ೧ೞޅ೮۞ ژदইযܳݽҴ
য۽о%חಣ Ѻ ܻܴ҃ࣗਸౠҳ߹ೞӝ൨ٜয೮ইٜযߊ׳ౠࢿѐ߹ചػ
݅ఀӝѐߊػҮܳষࢶೞৈীਊणਸೞחѪपബࢿڄযѪਵࢤ۽п೮ ࢲۄٮѐੋ߹
ݏഋणܳҳࢿೞৈನಫܻয়ҙܻܳాೠӝബҗܳղӝ۽೮ৈؑ݃ଵࣚ
ਵ݅۽Ѣܽח࠺त೧ࠁৈ بোӝݒח൨ٜҊೖҌೠੌ֥݅ޖݶۄೠഝ۱җ
ীցоࣟইաחѪ٘ࠁѱ ٘ѱ ࠶݅۾ٜӝ Ӓ଼ܿӝ١֥ഝزীӝ߈ਸكରदࢤ
ഝزदрীইٜ୭Ҋӓࢿਸࠁ

ରदೠӖ֥ഝݽزण

ߑҗറೠӖҕࠗоࢤഝܖ౯غযтٸତইٜҗਬઁࢎחр࢚য٥оܳೱೞҊ
ӝୡणࠗҗࠗࣗݽٙোҙࢿীਃೠҙबਸࠁח୭नোҳѾҗ৬э ࢤഝࢶীಞݽࠗػ
ҙबইٜࢤഝݶݶীইएਸձѱחغѪইקө Үࢎੋաژೠইٜࢎোীੑೞৈ݃
ਸա־ҊೣԋҊਸѢٟೞѱغҶr࢚sחۄѢହೠܴਸࠢঋই࢚ੌبചܳా೧
ইٜয়טೞܳܖইоөীࢲٜৈࣻࠅޖо߸ചܳԫೞঋইز݃ب೧ࢲࢶೠ
ਵ۽աఋա חোझ۞Үਭ೯ਤо݃աࠁۈਵ۽оৢ࢚࢚ חӒ࢚Үਭ
ࣽࣻࢿҳਵߊ۽അחغਫ਼दೠӖبо կࢶҗઁীࢲযࣼ࢜וೠ҃ਵࣗ۽ೞѱӝরغ
ೞחܖӵߊ)ۇоࣻসղղҶҷޖटੌੌөքदج۰ޛযࠁ פইبېޖষ݃о݆ই
࣊ࢲࣻࣿਸೞѱؼѪэࣗחधӒۧ݅ Ӓ ࢲېয়טղоझझޘبܻݠ۽Ҋ҅ۆറۄ೧
ࢲߏୃبѹݡҊоߑبऱࢲҮী৳Ҋ Ӓ)بېঀঀೣਸঋওӒ۞ҊࠁٷפҊхҊج۰
ޘৈ؍ಣࣗझఋੌী࠺೧)दܗޖ೧ੑԘܻ݅ఀաܻݠۅೠт۽ېӡѱ୷טযઉ
Ӓࢲې൨بղҊࠁনبೣԋୃӝҊ ৈܴݏৌৌࠃڂ౭ܳೞӝ۽೮ठۈೂणਸחܰٮ%
ࢎਸઓೞৈ ظҊӝઑоইࢶࢤצҗ״Ҋӝઑࣗझ৬֍ܳܐযٜ݅ࠂզীחद
״Ҋӝ ҅ۆԇөӝࠗఠਸղ؊פೞೞററݒਕݒبਕࢲ؊ݍࠃڂח৬ೣԋࡈр࢝ೞ
Өযઉ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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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ݒਕݒبਕࢲ؊ݍࠃڂח

ܻ݈ীоਸੌஷחrधҳ ᙥ༽ s݈חۄݡਵࢲݶ೧ࢶחઑٜഌоଵ݈वҗ
بࠃڂبೣԋա־যݡਵࢲݶঠӝԢਸೖҊ ژҕࠗܳਗೞפࠁইٜঠӝࣘীޚ
যաח೯ࠂҗࠛ೯хীೞѱغझীࢲبੑҴೠ+৬%ഋઁחӒٸաӘաо
ߥઁޙחۄখীਬ۽ࣻহ+ਸೞ؍दীؕࠁېژبо+ݺ࠙חrդs
Ҋ݈೮݅ +ࣚӡܲҳٜrҮ۱sۄҊӏ೮ژೠݽझ߄৬݈ۨदই
ীѼҮࢎੌ۽ೠ҃ীࠛبҳೞҊ ֢যӂҮޙചաठۈоޙചܳёҙചೞৈ೧ೞੌח
Әبҗب؊ҵա୭Ӕইزఃਕ٘оࢎഥगࠗ۽п ࢲݶغ%೯زౠࢿҗо
ളਭߑधীҮࢎࢲ۽ੋѐੑਸೞঋਸࣻহӒࢲېೞߑחܖҗറ%ࢶࢤשҗز೯ೞ
ৈ%ষ݃оӔޖೞੌחఠܳѱాغചоয۵Ҋ֘दроߑޙয۵ੌݶఠോѱदрਸ
ഝਊೞبߨߑחҙबਸыҊগਸࠢੋݶрࢎࣁ࢚ীࠛоמೠੌহחѪ%ষ݈݃۽ೡ
Ѫэਵ ݶೠҴীৡ֙ରоৢחغ೧өܻ݅ٶীࢲݺইܳ؊ೠҶࣃষ݃
উੌೡ࠙ীਬةষѺೠষ݃৬ഋইٜޙٸীӒۧѱ࢚ࣘೞҊ॔ڣڣইղ؍%ޛ׀ Ԣޙਸ
աࢲחষ݃ജೠਓখী࢝ޖ೧֘दృӔ೧ߑفܻਵج۽ই৬թই֎ݺҗшդ
੬ٱਸࠁೖࢤۆੌחпࠁب഻ঁ൨ٚੌۄҊ೮%חղо౸ױೠѪҗੌزೞѱࢽীࢲо
ౠೠইۄҊ೮Ӓࢲېষ݃৬۞۽ٮदইযҕࠗदрਸоҊب೮ই֎়ݺѹࠢযࢲ
֎о೧ ۄफഋই֎о೧ރ ۄऱೞחѪਸڍয֬ݶࠁষ݃݃بয٣ۿоڍযҊ೮ܻ
֎ੋࢤపழఠӝۢ ನझۢӭՔೞѱڍযݶଵજѷؘ݈חӒبېইࢤഝীࢲ
যڃোਬীࢲٚtܽٸuח೯زਸೞѱػടߊѼزחغदী ࢚दӟәनҊޖҮਭਸ߉ࢤࢶח
שٜtঠ૾ۨಪಫܻuೡࣻ߆ীহҊ൨য݈೮ߊױڙষ݃ҷীࢲೱӝоաӝبೞחѪэ
 ؘ+ࠗఠ%ө֙ਸࢶࢤשҗࢤ ӒܻҊࠗࢲ۽ݽೣԋೠܻױױূߣبۄ۽ঌইӡ߄ۆ
Ҋрೠࡄ׀ਸ೮

࢚߈ӝೠҴযҮपࣻܐ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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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ೞࢲݶইٜೠӝҮਭҗನಫܻয়ܳԝԝಝࠁওоաࢎ߄݃ۄউীࢲഋই৩ীॳৈ
؍rই٣झsоࠁҊ рߎীষ݃ইࡅࢲلܻࠁېށҊ৳חrաܻsоࠁҊ Ӓؘ۠ѱ ۈޤtف؊
оաоu rف؊s rоs rաоsܳࠄݏѤо೮؊ פtف؊оաоuޙਸ৮ࢿೠѪ

ޙച पୌࢎ۹ Үਭࣻӝ

ࣁࠁݶࢁয়یࢎݶࠁېझۣցبӒۧਘੌ࢚߈ӝبੑҴ֗ೠҴযҮपࣻܐधਸળ

࢚߈ӝبੑҴೠҴযҮपನಫܻয়णղਊ

ױয৬ױযо݅աޙݶغҊ ޙաݶr݃ஜ  ו՝  ޛ sоࠢ٠ ೠҴযೠೠ
ऺ۽ইрইٜҗࠁࡄۊਬоখਵب۽ՐহחޙਸձҊਸইоҊו՝۽хزೞӡ൞ݎ
೧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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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Ѽਸࠁٞਸࣻחਊӝ
]ࢲܿୡ١Ү߽ࢸਬਗ

۰࢚

बࢎ
Ѽ

원격수업 대비를 위하여 유아놀이배움지원안과 놀이꾸러미를 사전에 미리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유아들의
학습 결손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돋보
인다.

ழۆԷزܿ ֎زীࢲ݅թ
|आ}աחೠҴҗҴҕઓೞҊزܿחীࢲӔޖೠӔӡରହ߆ਵחࠁ۽р౸زܿী
ٜযࢾਸঌܻח٠ೞࡈрр౸নԘоѱ ࣘ݁ݠೠप۱ਸ୨زਗ೧ࢲѹ੍rৠधࢿs
חۄध р౸ӈীೠӖ۽ѱ࠘҃য়ܻۄޙҊॳৈоѱ Ҵઁജࣗ ੑҴࢲܨ೯Ҵ
ৈ೯ࢎܳաਬਗীبೠହदੋزܿӔhҊ١Үܳઔসೠաزܿחীࢎחҳ
ী۞֥بоҊ߸оѱীࢲҳ৬ݡبࠃڂਵ߸زܿݴചܳெࠁݴزܿࣅۆઁ
Ҵਸওܴ݅ۢԷਸоࢎۈٜݽৈ٘חழۆԷ־֎زҵоীѱ֎زח
կࢶ߸ചҗف۰хਵ࠺۽ࣻѷ݅ ӒࣘীࢲղҊࠁחࢎۈࢎפѢݒೠо
زܿীࢲӔޖೠઁ ֙ॄߥبӝࠁܳখ݃ك݄೧ܳࠁղҊܻਬਗޙച଼
Ү ਬਗ ֙ରৢ೧ܻ߈݅ࣁݺਵݺ۽ҴੋݴաݠݺೠҴੋೠҴੋ
ݺীݺࠗשݽೠҴਵ۽ӈചܳೠоೞ݅Ѫױࢲ࢚ܨҳ࠙ੌࡺ Үपীٜযо
زفݽݶনੋҷਸೠցبաبӒր࠺तೠӒݽېژणযוզೠইоࢶࢤשਸࠗܰ׳ݴ۰
ৡtࢶࢤשоӝҴࢎېۈਃuই֥ܻࣗݾۆܻחҮपীࢲفݽೠҴযܳࢎਊೞ
ҊҊ ೯ࢎद݃ٸগҴоܳࠗܰفݽחೠҴੋਵ۽ঌҊ؍ѪҳоҴੋੋѦঌҊ֥
؍ۋӒইࢎبपҴੋۧѱൔઑࢶחܻࠛۄҴੋযܽ֗ীѱաఋաࢿח
ഒۆীೞৈҮࢎࢲ۽যبڃਸযঠೡೞѱࢤпӨযࣽחр
۽աࢎకীߑחݶٸೠب׳Ҵী֗য়חইٜ݆ওѐറইٜҴীח
ٜਸ݅աҊҴਬݺೠҙҟܳ֗৬ࢲઑੜઑੜঠӝ೧חѦٛחѪৈрੌחই
פҴߑޙীٜࠗ۽ఠࢤഝࣘীࢲߓҴযܳҳٜীѱঌ۰Ҋ ऴॳ݈ೞݴҴं
ܳউҊೠܻ֫ࣗݾݺৈࡲղࣽחрܻ߈־оۇݢѪبহऴॳਕਬযೞױݴ
ҴযंҕࠗदрغযߡܽٸইٜীחԨաनхֈtա݅חఀաੜঌҊ
ڙڙחೠযܽঠuۄҊ݈ೞחѪۢࠁחҮࢎࣽחрਸ֬ݶউػtযݠաо
ंܳҴয݈ب۽ೡࣻҳաࢶࢤبשীѱҴযܳߓਕࠊঠѷחѦuযܽоഷզೠҴࢎ
ഥীࢲஞҴੋਸऀӝחযܽоইۄפઁয٣ীࢲٚղઓхਸఆࣻࣗחೠࢎبغۈ
ب۾৬Ҋरୡ١Ҋ֙ੋࠄݶغҴੋਸੌࠗ۞ऀӝ۰Ҋೞחࢤחঠӝܳୡ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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ࢲҴੋীೠಞѼਵ۽ղߜয࢚ܳҊझۆ߉ਸࣻبҊࢤпೞ פਬইӝࠗఠनীೠ
ࢿਸӡ۞Ҋઓхਸ֫ৈࣻחਬইҮਭਸ೧ঠѷחೠࢎݺхࠛఋয়ܲ

ಞѼীೞחա৬ցࣁ

ޙച पୌࢎ۹ Үਭࣻӝ

ࢶࢤשҗചীࢲٜ؍ӝরղইٜੋఠ֔؆Ӗաযٜܲաоޖחबೠചী

tੑޙખܻ٘۰Ҋച೮যਃӒؘ۠Ѣӝu݈ਸऔѱযоޅೞחೠࠗݽചҔী
֙૩ӔޖೞࢲݶତݶغযڃѪҾӘ೧ࢲޠݠѢܻחו՝ৡաחഃחܰݽୋदܳڍযࠄ
tয שݠযڃѪҾӘೞनоਃ u t۠ѢޛযࠊחغبuۄҊয۵ѱੑਸৌݴtѢӝҴগٜݺݻ
ীਃ Ҵগٜ݆ইਃ uदաղоࢤпೠӒޙҔীӔޖೞࢲݶੑदો݃۠ޙਸ
߉ਵחઁפӒѱ৵ҾӘೠޚغҊरযೠߣࠄੋҴীࢲ৬ࢲޙചҮਭী݃ח
ৌ۰חಞܻ݅ਬਗীੑೞӝח৷ೞѱࢲݶػҴগٜੋݺݻޛযয়ࢿחਸ
оೠࠗݽীѱݒചоլदхਸ୶झܰҊաࢲղооܰࣗחೞҊࣽࣻೠܻ߈ইٜ
ҷೞաۄৢځঀلӒইٜਸऱইբੋਸନয۰וח՝ਸ߉٠ࣽрաبೞҊ݈ওҴ
݅ࡺܳэਬਗࢤҊ য়۰؊ࣽࣻೞҊ߄ܲইٜ݆חѪਸաژೠѺন۽ܻࣗݾػয
ೞӝद೮ܻਬਗޙച଼Үਵ۽ਗࢤࠗݽ৬ੋӔীѱইੋӝחਬਗ
Ӓ݅ఀࠗݽ৬ࣗాਸੜೞҊইٜਸઓೞחҮࢎٜҗনೠ۽Ӓ۔ਊਵ۽ੋਬਗ
ਸೞҊӝীਬਗীೠաࠗबױ೮؍ѪэղӒੑޙചܳೠࠗݽীѱࢎ
җܳೞӟ೮݅ ಞѼਸоӒٜনࢿਸઓೡইחևইҗࢲܳ۽೧ೡࣻߧחਤܳࢸ
೧ࠁח١աীѱبনೠ࢚ടীࢲೠӝࣿਸࠁ৮ೡਃࢿਸוՙѱغ

ܻ־җҗೣԋೞחӒݽٚѪ֥҃
ܻ߈ҮपਸಝࠁݶೠҴযాࣗ۽ೠӒ۞ա؊ࣁਬইٜ֥ࣘਵ۽ٜযоࠁߊݶ
ࠗഛೞѢաޙղਊਸҳਵ۽ঈೞޅೞח١೧࢚֥ടীݏঋࣼחೠഅਵ۽ച
оੜোѾغঋਸٸоۧ٠ޙച଼Ү ਬਗ ীࢲחইٜযਗҗࢲਗࣽਤۄ
Ҋࢤпೠয৬ࢲܳزदীਗೡߑߨਸҊೞоইٜ݈җࢤпਸӈӝৈٛҊݽݫೞݴ
ചೞӝद೮ইٜҗݽৈঠӝա־ӝदрਸજইೞחಞযࢲױഝزীࢲࣗࣗೠঠӝࠗఠই
৬ҮࢎੌੌঠӝөӒٜࢤпա҃ਸٛҊݽݫೞӝद೮ਬইٜೠ݈ਸҮࢎоࣻ
ীӝदೞפইٜtղоۧѱ݈ೠѢѢীਃ uೞ݈ݴӖ߄۽Շחҗਸ׀ৈѹࠅࣻѱ
غղ݈ਸӈইٜযחҮࢎݽणਸࠁݴաࣗחೠࢎۈҊղࢤпա҃ਸઁ۽ചೞ
חѪী؊ܳוԑtࢶࢤژیשঠӝೡېਃuೞҊоয়חইٜ݆ইۧѱ݃ঠӝܳ
ೞৈইٜযഅਸزद۽ࢤदௌनزदܳࢲ۽ٛҊٜ۰زݴददഥبৌҊ زदਸ
ٜ݅যоҗো҅ೞחযഝزਵ۽ഛغਬইٜزदܳоীࢲ੍بযࠁݴࠗחݽਬਗ
Үਭীೠन܉хҗਬইযҮਭীೠ೧ܳૐೡࣻҊ ਬইٜ׀ীڸѱযൃ۱ߊ׳ೞਵ
ݴनزदಿীೠӛबࢤ҂؊Үࢎ৬ਬই৬ۨನחইೞѱഋࢿغਵ ݴয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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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߈ইٜҳ৬Үࢎখীࢲઑੜઑੜ݈݆ࣻ੬оغҊ
۽աੋ۽ೞৈ֙ࠗఠਗѺࣻসҗ١ਗࣻস߽೯غоৢ೧ਬਗݶ١ਗࣻসਵܖ۽য
ҊоৢਗѺࣻসܳ࠺ਤೞৈਬই֥ߓਗউҗ֥Բ۞ܳࢎীܻઁೞৈߓࠗೞ
ח١ਬইٜणѾࣚਸ݄Ҋ֢۱ೞrܿௐ֥sܴחۄਵܻ־۽җҗো҅ೠনೠ֥х
җ֥ߑߨਸ୭ೠऔѱ೧ೡࣻࢎ۾بҗز࢚ਵ۽উղೞҊ١ਗࣻসҗো҅ೞযוզ
ܻ߈ೠթইоୡ١Үഋୢ߉ࠁా۽ইр١ਗ࢚оغਬਗ١ਗࣻ
সೠହӝޙٸীणѾࣚਸ݄ҊӒрܻ־җҙ۲ҮҮҳ৬֥ࣿх١ৈ۞
оܳળ࠺೧ೡפݠಞਵ׳۽ೞറ֥ࣿܳౠજইೞחоցޖજই೮חযשݠ
ചܳ߉Ҋաפখਵب۽ѐ߹ਬই࢚ടਸ߈ೠݏഋਗਸ֬ঋ۾بन҃ॄঠѷࢤחп٘
҅חӝ
ਃ્৻ഝزয۰ਕইٜޙചҕোਸೡӝഥоয٘חѪউఋөਛਬইҮਭ൜ਗ
࠺ޙݶചࣿഝزਸࣻসীӓো҅ೞৈনೠҕোਸ࠺ݶਵ҃۽ೡࣻ۾بೞ۽
աѢܻفӝ࢚҅ױೱীࢲبәҳࢿਗҕزਵ۽ਊೞחഝزਸࣗஂݶೞӝࠁחэઁ
ഝزਸҕزীࢲѐੋ߹ഝزਵ҃߸۽ೞৈ୶ೞ٘࢞ই҅ദੋਊېݽ֥ܳҳ
ੑೞৈ߸҃ೞৈਊೞҊ ӣਗղࣻۿসҗഝߨߑز١ਸदߧࣻসਵ۽ঌইࠁҊӣਊܐ
ܳоਵઁ۽ҕೞৈоҗো҅ೠӣਵ۽ਬইٜਸాೠࢿਸਗೞ
ޙಿਸాೠযҮਭਸਤೞৈҮपীࢲח֫Ӓ଼ܿਸ੍যҊઁҕ೧оәࣁ
࢚҅ࣻաޙച߈ಞѼਊӒ଼ܿ ࣁಗҗোزೞৈਬইٜਗೞݶઁٚӒ଼ܿਸ੍Ҋೡࣻ
۾بҮपী݃۲೧ޙفചਬইୡӝߊ׳ਗਸਤೠয۽Ӓੌ۔ജਵ۽য֥ъࢎܳ
ਊೞৈੌੌী_ഥبਬ֥दрীনೠযӓਸࣻ۾بೞয֥ъࢎח
ਬਗҮࢎѺਸࣗೠъࢎܳࢶೞৈਬই࢚ਵ۽ӝୡীܻ־җো҅ޙചਬইೠҴযמ۱
ಣоӝ۾ਸपदೞҊҮࢎ৬ӒѾҗܳҕਬೞܻ߈ਬইٜٛӝ ݈ೞӝ ੍ӝ ॳӝ ೠҴޙച١
ীೠ߈ੋಣоܳपदೠറӒѾҗܳӝୡইੌҗѐ߹ਬইীೠਗਸઁҕೞҊ

ࣗా ݄ইפೞҊੜాೣ
۽ա࢚ടীޙחച߂࠺ޙചࠗݽоೣԋݽৈӒٜইઓхഥࠂਸాೠࠗݽъ
ചܳݾਵ۽बܻਗഝززইܻܳೞܻਬਗীࢲחӒݽਸrۄਕؘsۄҊܴ
Ҋ ࠗݽٜ߈ڰѢਛबܻਗࢎܐ৬ೣԋਗܳܐೞޙݴചоࠗݽ৬ೠҴо
ࠗݽоোझۣѱࣗాೞחҗীࢲࢲ۽ীೠಞѼҗࠁঋѢܻхٮਦղ۰فҊ݃ޙਸഝ
ৌѱغਵ ݴਬਗӒٜҗೣԋࣗాೞҊэېژ֗ܳఃחҕزৢغ೧ח
۽աੋ۽೧࠺ݶജ҃ীࢲب೯ೡࣻחࠗݽোࣻ;۽00.ਸഝਊೠहߑೱোࣻ࢝ݽ۽೧ࠁও
बܻࢲةਬࢎ৬ೣԋ|ҙରܻ۽ࢲח݃աܳө}חۄઁ۽Ӓ଼ܿਸా೧ࢲܲ۽ҙী
ೞৈ೧ೞҊࣗాߑߨਸইࠁחपदрहߑೱোࣻܳ୶ೞrୌ݈݅ॹs rೝsفӂӒ଼ܿਸ
ೣԋ੍Ҋҙରоࢤӡࣻ߆ীহחਗܻ৬ఋੋҗࣗాೞחѪӒష۾য۰ਛ؍ਬীೞৈೣ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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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بೠѦঀощਵ ݴनীೠࢿदрҗইઓхਸഥࠂೡࣻחӝഥܳ݃۲ೞҊোࣻ
റӝܳթѹ
ޙചоࠗݽٜҗ࢚ਸೞѱੋޙח۽ٸݶغடਃೡبٸইоழтࣻ۾ೠҴয
ࢎࣗాמ۱ࠗೠযפݠ৬֗৬ҙ҅ীࢲࢲ۽ೠചоࠛоמೞחѪਸঈೡٸউఋө
ਸוՙѱػܻ߈ࢎ۹ܳࠁݶযࠁפݠইߡաೡפݠೠҴযࢎࣗాמ۱ਘ١֫҃о

ޙച पୌࢎ۹ Үਭࣻӝ

Ҋ೧ࠁחदрਸоࠗݽٜোࣻܳా೧ޙചࢎഥীࢲࢲܲ۽ҙਸ೧ೞҊࣗాೡࣻ

݆Ӓܲࢲېਬਗী࠺೧Үࢎоইߡחژೡפݠ৬ਬইߊ׳ীೠ࢚ਸೞ҃חо݆۞
ೠޙചоౠࢿਸੜঈೞৈਬইҮਭীনೠоҳࢿਗଵৈܳՑѢաоীࢲݽࠗب֗
рੋ࢚ഐਊਸૐदఆࣻݽࠗחҮਭਸࣘਵ۽োҳ೧ࠅਃࢿਸו՛

নࢿযࣗࣗחೠ҃
ਬਗधࣻо۽աх۰ࢎ۽ਊغযਬইٜীࢲѐੋ߽ޛਸୃѹ١ਗೞҊࠁৡ߽
ਸٜҊ৬ࢲחt݃ޛदҊरޛؘਸ݃ޅदѷযਃuೞݴоৡоࢤпդࠁৡ߽ڢԊੜউৌ
ܻחҳաर ؘחӒѱইפষ݃оऱनޛցڰޖѢਕࢲӒۧҊೠਬਗীחৈ࠙ର
оࢤࣻܳ֍যࢴযળҊೞפষ݃оଲݡޛਵݶউػҊ೮ݴѣझۣѱࠄtҡଳইࢴਵݶ
Ӕ೧ױuೞݴইܳޛې׳ਸݡ؍ӝরդٍ݃Ҵীࢲݶਸ౹ইࠁӝ۽ೠ57מ
۽Ӓ۔ীࢲҴࢎۈٜଲޛރীજঋҊࢤп೧ࢲৈܴীبӔೠޛਸ݃नҊউղೞח
ݶਸࠁѱغਬইٜীࢲୃѹৡޛਸ݃दҊաࢲҮࢎоպҊীળ࠺೧ܳࣻࢤكٸtষ݃
оରоޛރীউજҊݡ݈ۗযਃuۄҊѣয݈ܽ৻۽ݻݻ؍যٜܻܽࣗݾоӎоীٜ
ܻח٠೮ৈܴݶରоޛਸחݢաݽणҗࣗࣗܲژחೠޙചରо൜۽ޙച
নࢿਵࣘ݃۽ীоয়ࣽחр

߸ചܳӒܻ
rࢎۈ৵ۡөs rӒѤౣܽѢsޙച଼Ү֙ରীযٜࢲݶաࢤпীبઑӘঀ߸ചоੌ
যլо ҳ ܐز١җҙ҅ীࢲѼରоߊࢤೡٸrӒۡࣻ ࢎۈפܰө ౣܽѪ
ইܲۄפѢsࢤഝࣘনೠҙ҅ীࢲܴਸੋೞҊઓೞחӝࠄࢤпաకبоઑӘঀۄ׳Ҋ
оాनޙਸFঌܻ࣠ߊ۽ೞݶղҮޖपীചоܽtѱޤীਃ uߑӘ߉ঌܻղਊ
ੋޖҾӘ೧ࢲחޚࠗݽചߊ۸ୡӝীחҊѱޤջҊחޚޙীടೠೠف
ߣইפӒ۞աઁחળ࠺оغযt֎_ইߡߑ שӘߊ࣠ೠоాनޙղਊਃuୌୌ೧ೞ
ӝऔѱࢸݺ೧ܾ٘ળ࠺оغযղо݅ডҴীࢲѱݶػաחҴযܳ݃աੜೡࣻਸ
Ѫ ݴҴযॄ۽উղޙਸ݃݅ఀ೧ࢳೡࣻਸܰݽӝޙٸҾӘೠղਊী೧হ
ചܳѦয߄ޛ۽যࠊदҊਬইҮਭীҙबਸࠁৈחࠗשݽ؊হхࢎೠࣽ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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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یীࡅѐҳܻ ӒܻҊԘ݃ظীѱ
ୡ۾ѐҳܻחब௩௩ڪҊڰރѢਛରоਛоೠয٥оইѪэইޛزҳٜীѱޛয
ࠁפӒѤ־ҵоܳই݆ࢎیೞҊחѪਸঌѱ־ػҵоܳࢎیೞҊࢎחपݒӝ࠙જ
ୡ۾ѐҳܻחԘ݃ظীѱیਸೠtաחࢁҊ࢚րೞҊ݃ॿೠೞনয়ܻܳࢎی೧uೞ݅
Ԙ݃ظחtցחୡ۾Ҋয়ܻחೞনਗ਼ইuೞ݅ѐҳܻীѱ࢝חܰѪইۧޖبঋও
֙উ࢚࢚ࣻࣃؘܰоݓझ߰ೞझࢎیীࡅѐҳܻزചղਊੌܻࠗ࠙
߈ইٜҗղח۽ٸࢲݶब௩௩ڪҊਓ۽աয়оبযٺೠऀೠߣѱղएӝبೞח
աݽणਸجغইࠁפԙೞনয়ܻܳࢎیೞחୡ۾ѐҳܻоػѪэযݶೠٸաبԘ݃ظח
ܲݽبܻ҄ীਵبࢲݶܻоغޅೞۈࢎחٜਸࠛಞ೧ೞ݆࢚ࣻࣁחԘ݃ظٜীѱೠ
ߣତӂ೧Ҋरزച

݃ঠӝ۽ਬইٜز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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ӣബ]ೠҴಫܻఫࣝҊ١Ү

۰࢚

बࢎ
Ѽ

ޙച पୌࢎ۹ Үਭࣻӝ

য়ઔߕ٘ࠗ

다문화학생 동아리 운영 수기를 통해 기존 사례와 차별성 있는 내용을 다루었으며 학생들과 교사의 성장
과정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Ү֙חীѐҮೞৈৢ೧֙ઁ࠘ػୌೠҴಫܻఫࣝҊ١ҮܻҮחҮ
ࢤفݽоޙചࣗ֙ੋઑӘౠ߹ೠҮܻҮޙחചٜࣗ֙ীѱࠁాҮҗࡺ݅ইࣻۄפળ߹ೠ
ҴযҮਭ ӝ҅ ࢸ࠺ ӝ৬эӝࣿҮਭਸपद೧ೠҴࢎഥ۽উੋਸਗೞӝਤೠݾܳоҊ
ࣁਕܻࢤٜҴীࢲݽਵݴӒীחೠҴীࢲకযդࢤبҊ ఋҴীࢲࢤೞҊۄо
ࢎী೧ೠҴਵب۽ੑҴೠࢤٜبࢤٜفݽҮӝࣼࢎীࢲࢤഝೞҊҊ աחܻҮী
ࢲ֙ରঈҮࢎ
য়ઔߕ٘ࠗղоդ֙рযৡܻҮز٘ߕۅইܻܴয়ઔߕ٘ࠗחীҮղ
ݒਵ۽؍غѤޛীܻܳҊदೞҕрীࢲաחࢤٜҗଵ݆୶রਸٜ݅
Ҋগ౧ೠӝরթই
ߕ٘ࠗоࢤӝ۽࢜ࢲݶঈӝٜب݅ੌࠗঈӝٜܲҮীࢲॳঋחঈӝٜਸ߉ইৡѪ
ղоߕ٘ࠗܳदೡदী٘ߕחपউীպդߑӝبহӝীৈ୍ܴী࠺חٲਸൗܻ ݴѹ
୍ীࢳחਬդ۽ೞաী৪ӝઙӝݽৈযࠢࣚਸ֣ݴোण೮Ӓ݅ఀߕ٘ࠗীয݆ঋ
ওࢸ߷ߑоغঋইܻܻ۽߄ܻܳࣗחਵ۰ҊաݶࢤٜҗೣԋҮधীоࢲ҅
ۆ౸ਸযݽইܻఃࠁب഻ঁ҅ۆ౸ਸࢲցऺӝب೮۞ೠৈѤࣘীࢲܻחҮղ৻Ҋ
ҕোҗഥীࢲӒزউтҊװࣝॿܳۈࢎٜܲীѱࠁৈחѪী৬زӝܳفҊোणೞ
ҕрউীࢲܻৌӒبࠁޖܿਸٜ݅যչ
ࠗఠऔঋੌܻ֙ߕ٘ࠗݺࣁחبҮࢎоೣԋ೮ ؘחࢶաחېधೖই֢৬Ҵ
ঈҋਸҕೞ٘ߕۅفݽ৬חѢܻоݢঈٜਸ೧ৡࣅשࢤࢶࣿदই݃୶য٘۞ݠ
۽ഝزೠ҃۱ਸоҊযաࠗఌਵ۽ܻߕ٘ࠗীܨ೧࣑שࢤࢶ࢚ޙܻߕ٘ࠗীҮ৻
೯ࢎоਸ݃ٸҗ୫ਸب۽৬दӝ۽ೞ࣑ղо݅դܻҮޙചࢤٜ࠙ࠗঈ
ਵ۽ೂࠗೠജ҃ীࢲۄޅೠ҃о݆ওܙࢲۄٮইחঈӝبহҊ ঈࠁܳࠁѢաঈীೠ
धبইծࣻળ۞ೠܻٜ݅ೣԋঈਸೞҊೞחҳ־חҳࠁڰѢਛӝীܻח
rয়ઔsܴחۄਸ׳Ҋߕ٘زইܻഝزਸदೞաחӘա֙рߕ٘ࠗߊஂ֙ߕ٘
ࠗইٜҗೣԋೠঠӝܳ೧ࠁ۰Ҋೠ
ܻߕ٘ࠗীחनੑױਗਸࢶߊೣীযࢲӝࠗఠ೧য়חೂण ؘחӒѪഅߕ٘ࠗߡݯ৬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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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оೣԋबࢎਤਗغযয়٣࣌ਸѐ୭ೠחѪઁ֙ਘӝઓߕ٘ࠗਗ֎ݺઔসਸೞҊ 
ೠҴযߑҗറࣻসҗߕ٘ࠗഝزदрҀഝزਸޅೞѱݺفػਸઁ৻ೞפթߕ٘ࠗחߡݯҊੋࢿ
൞ ܻೠҴ ৬࢜ন ҴبੑҴ ࢿࡺل൞݉חҊӵՖೠ࢝ਸоҊחೠࠁஸ
࢜নژೠҊগೠߊ٘ۄхࢿࠁஸܻחঈӝܳݐইױਗਃ೮

؍ݒҕрীࢲदೞৈചೞࠗ٘ߕחपղࠗ

ࢿ൞৬࢜নחաܳ࠺܃ೠࢶࢤשٜҗೣԋनੑױਗয়٣࣌बࢎਤਗਸݐওয়٣࣌ਸѐ୭ೞӝয়٣
࣌ѐ୭ҕҊޙਸҮղҔҔীࠢҊ ൞ݎೞחࢤীѱଵоनਸ߉ওয়٣࣌ੌनೠࢤݻݻ
աয়ঋওܻ݅חदрীݏળ࠺ೠറয়٣࣌ਸद೮ࠁӝীӒրҮղߕ٘زইܻनੑױਗਸ
ࢶߊೞחয়٣࣌݅ য়٣࣌ীଵоೠࢤٜೣਸֈয࠺ೣөࠁӒীח
֙ীߕ٘ࠗীਗ೮оয়٣࣌ীࢲఎۅ೮҃؍ ҴೠҴ ب
֙҃ח۽ܳજইೞदחইߡೱਵ۽যܾࠗఠ۽݃פইҊ ֙য়٣࣌ীࢲࠗ
тݒӝܳࠛۥӒܻҊۅঈਸೱೞחܻয়ઔߕ٘ࠗ৬ࢿחѺݏঋחחਬ۽উఋӰ
ѱয়٣࣌ীࢲఎۅ೮֙दয়٣࣌ীࢲੌ݅ҳܳࠛߡݯۥٜҗա҃חܳڄߣفযܻڰӝ
ଵਵ۽উ೮Ӓۧѱܻ٘ߕۅী۽࢜लࠁஸ۽ܨೞѱغ֙ ࠼ۄҴೠҴ חҮഥ
ߕ٘ীࢲӝఋܻझ۽ഝزೠ҃য়٣࣌ীࢲযझ౮ ੌ۩ӝఋॿࣝفݽજѱো೮Ҋ ࠁஸҗ٘
ۢ Ѥ߈ীبҙब݆ওਵ ݴٛחӈߨઁبજইয়٣࣌ীࢲղо൜ਵ۽մݏ࠙ࠗܳઁޙഊ
ܻߕ٘ࠗীԙਃೠߡݯоؼѪэও֙थ కҴೠҴ ࠁחஸਸਗ೮ળ࠺ೠ֢חٸੌࠁࢶܳې
ଗଗनহݽחण݅ ѐੋӝ۽ળ࠺೧ৡप۱ী߈ೠܻࢸݎחহथܳࡳওইޖա
ղյࣻহח൜֙ࢶ కҴೠҴ חҮٸযझ౮ӝఋܳઑӘߓਛҊযࢲӝఋܳߓ
Ҋर݃ীߕ٘ࠗীਗ೮߬झӝఋܻо࠺যযࢶীѱݐӝӝ۽Ѿ೮Ӓ߆ী࢜ন
৬э߈ҳੋ֙ࢤبݺೣԋਗਸ೮ܻҮࢤഥ؍ ܻೠҴ ೖই֢ܳೠ
ߣߓبਕࠄহ݅ೠߣߓਕࠁҊरযࢲਗೠઙਮ ҴೠҴ ߬թীࢲೠҴীৡ݃غঋও
݅,1PQীࡅઉߡܽ݅ࡂ ߬թبੑҴ Ӓրয়٣࣌ਸҳ҃ೞ۰Ҋ֥۞ৡ൞ળ ҴೠҴ ب
ߕ٘ࠗߡݯо٘ߕغঈਸଵજইೞ݅ੜܙইחঈӝܳࠗܳې֢ بनхبহযࢲޛଗޛೞ
؍൞ળبۄפݒࠗ٘ߕחदெݴۄ׳ܻܳઔۋҊ ষॿ؍൞ળܻܳחrষݒs ষܳפݒৈ ۄҊ
ࠗܰѱ غӒܻҊ݃աঋইষݠ۞٘ࠗ٘ߕחݒоۧ ػѱ֙য়ઔߕ٘ࠗחߡݯ
ݺਵ۽ҳࢿߡݯغٜппకҴ ܻ Ҵ ߬թਸߓ҃ਵ۽ೠޙചࣗ֙Ҋ Ӓݺف
ࢤೠҴীৡغ֙ݻঋبੑҴࣗ֙ҳࢿߡݯػٜҗשࢤࢶݺٜਸ൞ળоױ
ߑਵޘ۽যৡhয়ੋۄਵ۽োणҋࢶীೠഥܳೞҊ Ӓࠗٸఠܻߕ٘प࢜۽ࡄӭܻࣗ
ٜܳ݅যղӝद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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ߕ٘ࠗোणݽणҗࣁ҅ੋզݏ೯ࢎଲઑҕোݽण

ܻߕ٘ࠗחҮղ೯ࢎࡺ݅ইۄפrࣁ҅ੋզsҗэࢎഥҊ೯ࢎଲઑҕোীبഝߊೞѱ
ഝزೞ۞ೠܻߕ٘ࠗоࠗ֙ݻఠ֙ݒоਸ݃ԲળೞҊחഥоઁ ؘחୌীࢲৌ
ܻחrജ֢҃ېѐࢎ҃োഥsоӒѪৢ೧۽ഥରܳݏೞחജ֢҃ېѐࢎ҃োഥחಣࣗૌѹࠗܰ
ܳې֢؍ജ҃ਃࢿӟ֢݈ۖ۽ѐࢎೞৈࠗܰ҃חোഥ
ࢎपܻߕ٘ࠗחഥীоढॳܽ୶রਸоҊ֙ݒഥܳԲળଵоೞҊܻ݅Ѿ
җߣݒחࢶఎ ۅଵо࢚ ۰࢚بӝࢎޙٸपӝઓࢿੋߡݯ൞৬࢜নоଵо೮ઁ؍֙ഥ
݅೧بܻࠗחӝ৬ܰѱࢶఎۅҊߓܳ݃दҊ݈ও֙ݒഥоաݶোण݃ٸӒషې֢۾
ܳࠗܰޖ؍ೠܻҊӥীؘ۰о࢚ࣘ೧ೞחইٜਸݴې׳աژೠইएਕ೮ܻחӒইए݃ਸࠛ
౸ਤੜҊӝ۽оٙоٙҊجইয়Ҍ೮
ӒܻҊ֙ীبযӣহઁୌदղীઁഥജ֢҃ېѐࢎ҃োഥѐ୭ನझఠоࠢ֙ݒԼৡԷ
݅֙दथԷਸԲݴܻחળ࠺ܳद೮ױੌਸաׂਃо٘ߕোܳೞӝীݺ
ց݆ޖওࠁݺفஸ ੌ۩ӝఋ ߬झӝఋ ٘ۢ فѤ߈ਸݐҊա҃פ৬ࢿ൞ थݺթও
ܻחଵоਸفਵ࠙۽ೡೞӝ۽೮٘ߕۅݺҗ҃ ࢿ൞ थ۽ҳࢿػ۽٘ߕۅ
ۅӒܛۄ֊ߎӨ֎ܳଵоҋਵ۽ҊܰҊܻߕ٘زইܻܴrয়ઔsਸӒࢎ۽ਊೞӝ
۽ೞ۽rୌࢎWTঈ݃sחۄܴਵ۽۽оࣻਮࣻഅୌక࢚݅ਸѐࢎೞӝ۽ೞ
ݢਗҋоࢎѐࢎࠗఠೞrয়ઔsо rୌࢎWTঈ݃sࢿ൞оبೞৈѐࢎܳदೞ
ҋ݃աঋইജ҃ࠁഐܳоٙݧоࢎ۽ѐࢎغrয়ઔsਗҋоࢎܳ୭
ೠ೧ঋҊࢎۈٜӈীࣼೞѱٜܾࣻ۾بѐࢎೞҊ rୌࢎWTঈ݃sחജ҃ਸః۰חୌࢎ҃
৬ܳߑ೧ೞחঈ݃҃ Ӓࢎীࢲт١ೞੋחрथ۽ೡਸաׇӝߊೠই٣য۽ѱѐࢎೞ
ѐࢎػоࢎܳоҊܻחഥଵоनࢲܳչҊোणਸदೠ݃غঋইࢶޖীৢۋ
֙ীೠߣڄযޖӝীࢿ൞о݆ӟೠ٠ࠁѾҗفחفݽࢶాҗաীबࢎಣী
ࢲٜঠӝ݅rয়ઔsदঈӝোоইࣼೞৈрनࢶীࠢҊೠӒبېଵਵ۽
೯
ࢶѺറܻח؊࠙೧ܻࠄחѺੋࠄࢶળ࠺ীٜযщҊ ӝࣼഋҮחۄਸभ࠙ഝਊ
ೞৈܻߕ٘प بܻৌןبदрөࠛԁۋށrয়ઔsࠁஸਸݐ݅ࡂ߄חԴೠ
Ҵযоࢎоࣼೞঋই݅աݶঈࠁܳࠁݴоࢎֱܳغҊ оߊোणਸب৳Ѥ߈ঈࠁࠁӝо
ࣼೞঋઙਮ৬࢜নחٜਸੌੌं৬न݅ӝഐ۽दೞݴѢঐӝೡ۽بোण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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ҳоࢶ߬חझӝఋޖѱޙٸীݙҊ מೠӝఋܻझח࠼ۄա৬ೣԋܲҳ
ٜোणਸࠁઑ೮ୡࠁ٘۞ݠষݒ൞ળઁחпӝܲҳٜ߅ীӒ݅ӝबਸҊחযוױ
ীݏঠೡഒۆীࡅӝب೮rୌࢎWTঈ݃s҃ ࢿ൞ थ݅ࡺې֢חইࣗۄפಿઁҗউޖোण
ীоਸߎଲҕӝীبҳठٲਸൗ۷Ӓۧѱݴசൗ۞ࠄࢶզغ
ࠄࢶীח୨ѐࡳഊܻחଵоӝपীࢲখোܳெࠁܳࢲࣽݴӝ۷ӝܿ
ࣘীࢲইٜदաоࢎܳपࣻೡөѐࢎೠоࢎܳՐহ࢜غ҂Ҋ ঈӝোܳݐইٜࣚоۅ
ೲҕࣘীࢲөׯrୌࢎWTঈ݃sޖࢶࠄݢীৢۋѣҗܰחѱоࢎपࣻ بউޖपࣻبহ
ച۰ೠ࢚җࣗಿইٜҕোਸ؊ࡄղҊ উزޖژೠোणࠁٸ؊ఀೞҊनхֈ
ଢ଼rয়ઔsҕোࢿبҕҮীࢲࢤഥਸݐҊחౠਬֈחগܻ٘࠳۽
٘ߕ࠳ۄোࢤزхਸഅ೮Ҋҙёٜജഐ೮݄౸өೠҴযоࢎ৬ॿܴ೮ࣗחࡂ݅؍ইठ
ইठೠਤӝࣽрب݅Ӓبې౭উաѱҊ࠺ܳੜֈ҂ޖਤইٜਸࠁࢲݶաחই
ٜӘ ৈӝ ޖਤࣽрਸૌӝҊחѪਸߣױীঌࣻ
ݽٚଵоҕোաҊܻחറ۲ೠ݃ਵ۽बࢎѾҗܳӝ۷दࢤп೧بইएѪহޖ؍
ו՝જওѾҗחrয়ઔs࢚ rୌࢎWTঈ݃sӘ࢚֙ݻрഥبীࢲۧѱ
Ә࢚җ࢚חۄ࢚ਸزदী߉Ѫࢎഥੑীࢲܻܴഐ݃ٸؼݺܻח
ऱউҊࢲ୷ܳ۽ೞ೮য়ઔߕ٘ࠗࢎী࢜۽ӝ۾ਸॵզ

য়ઔߕ٘ࠗrജ֢҃ېѐࢎ҃োഥsଵо߂࢚ࣻݽण

Ә ӒٸইٜࢿೞৈੌࠗחઔসਸೞҊੌࠗח֙غਗېэਵݶߕ٘ࠗनੑױਗ
ਸਗೞחয়٣࣌ਸࠌѷ݅ৢ೧חӒ۞ޅ೮୶রоٙযܽߕ٘ࠗपৢ೧ୡݾಕҕрਵ۽
ܻܻܳࣗחغ݂؛ݽਵ۰Ҋউр൨ਸोݶ߷؍ઁࢎߑాਬܻبয߄۽Շযఌੋҕрغ
ઁ؊࢚ןदрөࠛߋഃোणೞ؍Ӓج۽ٸইтࣻחহѷ݅ ܻ୶রоٙೠӒҕрী
ࢲখਵ۽؊݆ࢤٜ؊݆ૌѢਵࠛ۽ਸߋഃӡ߄݃חۄӒܻҊӒҕрਸѢрդ
֙рয়ઔߕ٘ࠗইٜਸইоࢲݶઃоೠߣତनٜٜ݅؍Ӓҕрীࢲӝরٜਸځ
ৢܻݴӝ࠙જ୶রਵ۽ਸࣻӝܳ߄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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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ೞݴইоחܻ

다문화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천하였을 뿐 아니라 비다문화학생들을 포함하여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증진에 기여하였으므로 우수한 작품
으로 선정되었다.

ടझ۞ਛޙ؍ചҮਭҗ݅թ
֙ਘ नӏҮࢎߊ۽۸ਸ߉؍զ ࣁઙౠ߹दبदҮܳࢤп೮؍աބחदടझ۞ਛ
rݶsয٣ ٜযࢶҮחա࢚ࠁ഻ঁ؊दҎߊ݄ઁ۸ਸ߉नӏҮࢎੋաীѱ
যߣ૩সחޖrޙചҮਭs ਘীоݢ೧ঠೡੌޙചࢤഅടઑࢎޙചࢤഅടઑ
ࢎѾҗחղ׀ਸबೡبҮࢤݺݺࢤডоޙചࢤѱо୨
ѐҴࢤٜݒ۽নೠޙചܳоࢤٜrҮীࢲޙചসܳޖղоੜೡࣻਸө sחۄѣ
ਸೠоٙউ֙ਸࠁչӒܻҊ֙ਘ Үࢎ؍ղоਸݐѱޙغചস
بޖӒݐ۽ѱ ؘחغܻ߈ߓѾҗܳࠁҊ֥ۄਸхࣻহܻ߈ࢤޖݺ۰ݺ
ޙചࢤ؍ѪrѪݺsѣझ۞݃بٜ݅Ӓࠁޙചসޖੋաীѱ؊ೡ
աਤহજӝഥۄҊࢤп೮դ೧ীনೞѱ೧ࠁޅೠޙച೧Үਭਸӓਵ۽पदೡࣻח
ഐଲझࢤחۄпਸыҊ֙ਸद೮

Ӓযبࠁ߈וনೠ࢝ӭੌয়߈ਸೞաޖѐ݅۽ٜӝਤೠߊѦ
ࢲࣚࢽܲ۽оੌۅয়߈
ৢ೧ܻ߈ೠҴ Ҵ ߬թ தࠁ٣ই ܻਵޖ۽۰୨ѐҴࢤٜ࢚ࣁ ੋݽӒযبࠁ߈ו
নೞҊоп࢝ࢤٜࢽ߈ੋݽѐࣚоݽ۽ࢲۅনҗॳ࢜оܰ٠ ܻ߈пࢤ
ӣ࢜৬ޙചоܰೞ݅ࣚࢽоݽفݽۅৈঠೞաࣚਸ৮ࢿ೧ॳ࢜оߓоחغѪܻۢ߈ب
झझܳ۽rੌয়߈ ݺ֙߈ sਵ۽டೞݴоп࢝ࢤٜೞաоغযࣁ҅दਵࢲ۽ೞաغয
ޙചхࣻࢿਸӝܰӝਤ೧֢۱ೞҊ
ࢎपәਸݐѱࢲݶغо۰೮؍rࢤӣ࢜৬Ҵܲইٜࢲ۽ಞѼਸыҊೞ
ঋਸөsחۄѪਕբաۄоনೞӝب೮Ҋ ೠҴযоࢲొࢤبӝޙٸীযڌѱೞݶܻ߈ਸೞ
ա݅۽ٜࣻਸীೠҊਸӨ೮Ӓࢲېӝୡীrܻ߈ೞաঠsחۄә୍ਸъઑೞ
ܳݴझझו۽՜ࣻ۾بәݺҗә۽Ҋܳೣԋٜ݅ӒܻҊ೧әݺҗ۽ҊܳݽٚҮਭҗ
ীӓ߈ೞৈҮࢤഝਸೞࢲݶrաੌחয়߈ঠsࣘࣗחۄхҗࠗबਸו՜ࣻ۾بೞ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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ബҗۄ֥חਛәࢤݺӟইٜणաࣿഝز١ҔҔীࢲrੌয়s߈ܴਸࢎਊ೮Ҋ әݺਸ
ٛҊ݈ೡ݃ٸӝ࠙જইҊ݈ೞחࢤٜبѪ߄۽ࢤٜޙചхࣻࢿਸೣনदఃҊ
աә୍ਸपഅೞחѦ

ә۽Ҋ

ࣿഝز

Үपখജ҃

ࣗాೞݴইоחܻ
֙ীחܻ߈ݺਸನೣೞৈ୨ޙݺചࢤޙചࢤডܳରೡࡺ݅ই
שݽࠗۄפաبۄনೞӝޙٸী֙ҮਭҗਸҳࢿೡޙٸചҮਭਸࡐ֬ਸࣻহӒܻೞৈޙ
ചҮਭઁबాં۽rࣗాೞݴইоחܻsܳ೯ೞѱغ
ܻં۽ݾחনೠաޙۄചܳ೧ೞҊࢲܴ۽ਸੋೞߓݴ۰ೞחҗਸా೧ޙച
নࢿਸঌইоҊࣁ҅दਵޙࢲ۽ചхࣻࢿਸӝܰחѪӒં۽ੌജਵ۽rتоझউחݡইs
଼חۄਸ੍ҊੋҕغযੌӝࠁॄبҊ ّঠӝܳযղࠁ࢚ࣁࢲݶীחনೠޙചܳоࢎۈ
חѪਸ೧ೞݴӒٜঠӝীrҕхsೡࣻ۾بೞӒറޙചࢤٜਸࢶ۽فೞৈনೠޙചܳr
sೞࠗחझܳ೮ޙചࢤٜܻ؊оغযӒաޙۄചী೧ઑࢎೞҊࠗझܳ೮ࢎ ؘח
पীחझझޙ۽ചࢤਸ٘۞ղחѪী೧ࠗझ۞ਕೞঋਸөѣ೮Ӓࢲېѐੋ߹ݶ۽
ਸా೧ഝزী೧࠙ࢸݺ೮Ҋ فݽݺൔࣻۅೞৈࠗשݽҗੋఠ࠭ܳా೧Ӓٜޙചী೧
ӓਵ۽ઑࢎ೧য়ݽחणݒӝౠ೮ӒܻҊо֥ۄਛ؍ ޙചࢤٜࠗשݽաۄী೧
ҳٜীѱࢸݺ೧שݽࠗࢲݶաܳۄیझ۞ਕೞҊࡸ٠ೣਸוԕחѪҴҴਸоߑ00ࢤ
ഝزറtҳٜҴޙചী೧नӝ೧ೞחѪࡸ٠೮Ҋ ઁоҴࢎחۄۈѪیझ۞ਛযਃu
ࣗݴۄхਸঠӝ೮
ژೠޙചоইצࢤٜبনೠޙചܳೞࢲݶनӝ೧ೞزܳݴ١ೠޙച߉۽ইٜݽחणਸࠁ
ౠ ҳٜࢸݺ೧Ҋೣԋ೮ӝޙٸীӒബҗоߓоחغ٠೮־ҳࠁبৌबଵৈ೮؍
ਗ00ࢤtনೠޙചоחѪनӝ೮Ҋ ޙചҳٜبա৬эઓ߉ইঠೞחҳٜחۄѪ
ਸঌѱغযਃuࣗݴۄхਸঠӝ೮ޙചࢤࡺ݅ইۄפഝزীଵৈೠࢤٜ۞ೠࣗхਸঠ
ӝೞפrࣗాೞݴইоחܻsં۽ݾীࢿ׳೮ࢤחпٜযҭࡸ٠೮
ࢎपഝزীࢲחҮࢎࢲ۽ഝݾز৬ߑೱࢿ݅ઁद೮৻ળ࠺җ ղਊ١فݽ
ࢤٜ೮Ҋաח೯ੋਗ݅೧ੋࠄٜझझ۽ࠗझܳળ࠺ೞחҗীࢲޙച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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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աبࢤٜীѱߓחѪ݆ওޙചоܰҊಞѼਸыҊ߄חࠁۄѪইۄפӒनӝ೧ೞҊૌѢ
ਕೞחইٜਸࠁࢲݶಞѼਸ݅٘חѪযٜܲࢤחۄпٜҊখਵب۽Үਭഝزਸా೧ইٜ
߄ܰѱࣻۇߑ۾بೱࢿਸઁद೧חѪҮࢎೡۄҊࢤп೮
݄݃ਵ ۽rࣗాೞݴইоחܻsં۽ݽٚҗਸ࢚ਵઁ۽ೞৈࣁઙदҮਭীࢲҙೞח
rࢤޙചনࢿ࢚ઁܐsࢎসীଵৈ೮ં۽оҭࢿҕҊࢤп೮ӝޙٸী݆ܳ

ޙച पୌࢎ۹ Үਭࣻӝ

ೡݒѱਊ೮Ҋ؋࠙ীݽٚҗীࢲޙചনࢿҮਭਸपदೡࣻӒҗਸெࠁࢲݶҮࢎ

ҮਭٜҗҕਬೞҊरܻҮࢤҗҮࢎٜࡺ݅ইࣁۄפઙदܲҮীѱبં۽җ
җѾҗܳҕਬೞѱݶػ݅חೱਸࣻঋਸөࢤп೮Ӓܳࢲې࢚ਵઁ۽ೞৈ
ܲ֙ীѱҕਬೞҊഅҙפݽఠীѱदೞৈনೠҮਭٜࠅࣻ۾ب೮աо؍ࢤٜ بҮࢎ
ٜܲبաޙۄചܳೞҊܳ೧ೡࣻחӝഥܳઁҕೠѪэইࡸ٠೮

ղਊউղ Ҵ 

ޙചঌইࠁӝ ܻ 

ঔഅҙ࢚ܐ

ࣚࢽоݏۅഋޙചࢤҮਭਸా೧ೞաغӝ
աઁبҳٜیनաѱঠӝೡࣻয
ޙചҮਭਸݐਵࢲݶѣझ۞ਛ؍߄۽rҮࠗsҴաޙചоনೞҊоജ҃য
۰ࢤٜ݆بইҮীয۰חࢤٜਸب৬חѪޙചҮਭоࣼઁۄҊࢤп೮
ౠبੑҴࢤٜҴղࢤࢤٜী࠺೧যੋ۽ೠࣗాઁޙоযܳ೧ѾೞחѪࢶחۄ
ࢤпٜӒޙࢲېചࢤٜਸ࢚ਵݏ۽ഋೠҴযࣻসਸਗ೮ܻҮݶח١Үооמೠ
Ү݅۽ա҅ױоѺ࢚ࠗ৻ ݶٸؼъࢎоҮղ۽ٜযৢࣻহয֎ߡߕ٘ܳഝਊೞৈৡੋۄਵ۽
ࣻসਸೡࣻ۾بೞৈҮਭഝزীযରহ۾ب೯ೞ
ೞ݅ೠҴযࣻস݅ਵࠗח۽ೠ҃بղоҮࢎ۽оܰଢ଼؍ࢤ֙झীࢲ
بੑҴਸೞৈӝࠄࢎࣗాغঋח֙ӣ0000חۄࢤ֙ীࢤҗࣻসਸೡٸr଼
ಝࣁਃs rঊਵࣁਃs݈חۄઑରঌইٛޅ೮Ҋ ߣӝܳࢎਊೞৈѹӝࠄੋࣗాਸೞҌ೮ࢤߑب
җറೠҴযࣻসਸ೯ೞҊ݅оীࢲೠҴ݈ਸഃࢎਊೞঋইഃযоטঋওӒ۞פࠁ
աبࢤࣻبসೞؘחীয۰ਸוԕҊӒ׀݅۽ঌইٛחইоցޖաউఋөਛӒࢲېࢤ
যڌѱٚبਸҊरࢤחпٜҊҮਭҗࣁઙदޙചоਗࣃఠীࣘਵੋ۽۱ਸਃ
೮ೞܻ݅Үоदղزҗߡझ۽दрبѢܻڄ۽যઉӝޙٸীҮࣘੋਃ
ীੋب۱ਸҳೡࣻহয݆য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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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שݽա ب݈ۄೠҴ݈بनѱ
ܻҮীחҴղࢤࡺ݅ইبۄפੑҴೠࢤٜبযࠗשݽա ݈ۄೠҴ݈ਸفݽҳࢎೡࣻח
ࢤ ؘחӒীࢲ֙ীоܰଢ଼؍ܻ֙000ࢤझীࢲبੑҴೞৈ۞दইযܳਬ
ହೞѱೞࢲݶೠҴ݈بੜҳࢎೞחࢤفয݄ܳفݽ൨হࢎਊೡঌও݅ ߊೞై݈חա
ࣁоטनхহযࠁҊӒ৬ীrҴয݈ೞӝഥsࣗधਸ೮Ӓܻٸ000ࢤޙٙ
ۋৢځҊࠗשݽҗࢤҗӨ࢚ܳా೧ղоبೞৈഥীଵоೞӝ۽೮
ઁחrझਸࣗѐפs۽կࢶաۄझী೧ઑࢎೞҊܳਗҊ۽ࢿೞৈ۞दইয ೠ
Ҵ݈݈۽ೞ۾ب೮ࢎपࢤ۞दইয݈חೡѪبহҊೠҴ݈ߊبҗরনݒਬହ೮ӝޙٸীղ
ооܰѪनх ࠺যഅਸೞߣߨߑחഥݾחࢤ۞दইযীೠࠗबҗ
ೠҴযীೠनхਸы۾بೞחѪীחղখীࢲ݈ೞחѪઑରࠗبՍ۞ਕೞҊܻࣗݾоই
ࢲҴഥীաтࣻਸө݆ѣӒࢲېഥীଵоೞӝэ߈ҳٜখীࢲߊب೧ࠁ
Ҋҳٜҗשࢤࢶٜܲԋਗਸ߉ਸࣻ۾بೞடଲҊ୶ܳېѱೞ٠ՐহחѺ۰חӒࢤ
नхਸೠԈ࠘ثইҊ ܳష۽Ҵഥীࢲౠ߹࢚ө࢚ࣻ೮
ഥറӒࢤߊೡبܻࣗݾࠁٸनхبழౠ ೠҴ݈ী೧नх࢚হয
ࠁחઁؘחपࣻܳೞѢաౣܻ؊بۄѢஜহೠҴ݈ਸೞҊ Ӗॳӝөטযоݽחणਸࠁࢲݶഥ
оޙചࢤٜীѱ݈חഥࢤחۄпٜ

ࣗాೞݴইоחೞաػܻҮ
҅ױীऀѹܲա ݈ۄ
ܻҮחখࢲәೠ߄৬эޙചࢤٜࣻо݆ਸࡺ݅ইۄפҴоبনೞӒܳࢲېખ؊
߈ੋҮਭഝزীഝਊೞҊरౠܻҮח۽ա࢚ടীࢲݶب١ҮܳೡࣻחҮӝ
ޙٸীࠁӓੋҮਭਸೞҊरӒ۞ޙٙೠաޙۄചܳೞחѪrযsࢤחۄпٜҊ
୨ѐҴӝࠄࣗాযܳҮജ҃ী֣ইٜ۾بೞݶযڄөࢤחۄпٜ
Ӓܻೞৈ ѐҴӝࠄࢎࣗాযܳझ౭ழઁ۽ೞৈகࠗఠகөݽٚ҅ױীࠢӝࠄੋrউ
֞ೞࣁਃs৬э݈ਸѐҴযߣ۽ೞৈࠢৈ֬ਵܲפաۄীҙबহ؍ࢤٜبҾӘૐਸыӝद
೮ӒܻҊܻ݈݃җ݈ٜܲীनӝ೧ೞࢲݶনೠա݈ۄٜਸॄࠁݽחणࠁۧѱࢎࣗ
ೠѪэ݅ইٜীѱޙച৬ҙ۲ػജ҃ਸઑࢿ೧חѪ݅ਵب۽ೠޙചҮਭীೠѦաইтࣻ
ࢤחпٜ
ܻفݽחೣԋೞޙחചࢎഥীҊয
әҗ֙ীࢲં۽ܳೞҊ ޙചࢤٜਸ࢚ਵ۽Үਭਸೞפࠁࢤਸ࢚ਵ۽ബҗੋ
ޙചҮਭਸೡࣻߨߑחਸҊೞѱױ҅غীܲա݈ۄਸࠢৈജ҃ਸઑࢿ೮ਵޥפо؊ӓ
ੋ۽Ӓ۔ਃೞҊࢤп೮۞ೠҊীrޙച೧рsਸೞѱغ

220



ౠ rܲա݈ۄਸইۄs۽Ӓ۔ߊੋ߈ਸੌਵௌ੍ӝীࢲొ֙ইٜبইஜदр 
बदрীҮܳجইܲࢲݶפա݈ۄਸࠁҊ Ҵӝܳࠁݴनӝ೧ೞݽחणীೞӡੜ೮ࢤחпٜ
֙ೠ߈әױਤج۽ইݴפਸӝب೮ ؘחࢶࢤשԋࢲtইٜցޖաب
যೞҊ যڃաۄоחঌѱػѪэইਃuॹ݈ݴۄ೧दӝب೮۞ೠনೠഝزٜਸా೧ܻә
ীࢲदೞৈୡ١Үөాࣗفݽೞݴইоޙࢲݶചࢤٜ߈ੌ بࢤٜبೞաоࣻؼ

Ү҅ױ

ܲա݈ۄਸইۄ

ޙച पୌࢎ۹ Үਭࣻӝ

ޙച೧рীחনೠ೯ࢎܳ೯೮ ؘח֙ౠࢿীݏѱݏഋ೧Үਭ Ӓܻӝഥ١ਸपद೮

ޙച೧рನझఠ

ടझ۞ࣼೣغӝө
ߊ۸ਸ߉ই֙૩ޙചসޖ৬әਸݐਵࢲݶrޙചsীೠੋध߄Շѱغ
ࢶҮীয়ӝөޙചࢤࣗࣻҊইөಞѼਸоҊ߄݆ۈࢎחࠁۄҊࢤп೮
ೞܻ݅ҮޙചࢤٜഃӒۧঋওয়۰ೠҴযաणמ۱഻ঁڪযաҮਭഝزীࢲ
ܻ٘ܳೞ҃ח݆بওੌ۹ ۽ܻ߈ҴҴߑ00ࢤ߉טইॳӝীࢲաਸ߉ਸ݅
ఀणמ۱ڪযզࡺ݅ইۄפೠҴ݈بਬହೞҊਬ۞ݠझೠݶযҳٜࢎীࢲ೦࢚ੋӝӝ݆
ࢤۢޙചࢤۄҊ೧ࢲೠҴ݈աणמ۱ڄযחѪয়۽աಞѼࢤחۄп
ٜҊझझ۽ࠗबਸоݴҮࢤഝਸೞޙחചࢤٜਸࠁݴҮࢎ݆ࢲ۽ࢤпਸೞѱژغೠ 
rޙചsܳোझۣҊز١ೠޙച߉۽ইٜחইٜਸࠁݴѪೠޙചхࣻࢿইצоחۄ
ࢤпٜ
ۧѱടझ۞ਛޙ؍ചҮ৬݅թਸٍ۽ೞҊ নೠইٜҗೣԋޙച೧Үਭਸपഅदః
ࢲݶҮࢎࢲ۽աبೠகࢿ೮ژೠ۞ೠrޙചҮਭsਸా೧ܻҮࢤٜೞաоݽחغणਸࠁݴ
খਵب۽ইٜҗೣԋҮࢎࢿࢲ۽ೞ ࢲݶೠrޙചҮਭsਸਤ೧աইт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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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աद թޙചҮਭबীࢲ
ޙചҮਭਸपୌೞ
ഌ]ۄթبҴઁҮਭਗ

۰࢚

बࢎ
Ѽ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다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 체험관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간을 재구성 하는 등 다문화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
하였으므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ղੋࢤജmठӝ۽ޙചҮਭࠗѼҮࢎࢤഝ
֙ਘ ઁоҮࢎоغয݅լޙ؍ചࢤಕܖীࢲৡৈࢤणפӒࢤݒҴ
ੋݾҳ࠺ীؕࠁېژبҊҳٜࠁաաо݆ওणפಕܖनযפݠоೠҴੋҗഒਸ
ೞदؘࢲݶ۰ৡইࣗחਤ݈ೞחrبੑҴࢤsण߈ੌפࢤٜҗ݆ܳݽ৻ܲоҊחࢤ
җ݅լਸޖٸट݈ਸযڌѱ೧ঠೡ݆ۄށട೮णࢎפपܲইٜҗ߄ܳহחೠইੋ
ؘ݈ੑפ
Ӓҳܳ೮ਸࢎחٸपࢶੑѼਸоҊणפ
tࢤೠҴযחোޅೡѪҊ߈ҳٜҗبੜೞޅ೮ਸѢঠuۄҊ݈ભೞ݅ইח
դ֙рೠҴযәীࢲҕࠗܳ೧ೠҴযࢎࣗాоמ೮Ҋ߈ীࢲ߈חਵࠁੋࠄࢲ۽যܽزәࢤٜ
ਸڴೞѱୃӡইݧחࢤणפ
ӒࠗٸఠޙחചҮਭীࠄѺਵ۽ҙबਸоҊթޙചҮਭਗױਵ۽ഝزਸद೮णפೞ
݅թޙചҮਭਗױਵ۽ഝزೞ݅ݴաѱܲػҮޙചࢤٜ࢚ട࠙ࠗજঋওण݆פ
Үࢎٜҗࢤٜޙചী೧ࢲࢶੑѼҗࠗੋੋधਸоҊҊޙചחۄਊযܳਵ
۽әਸࠛಞೞѱৈ҂ਵޙݴചоইٜࠄੋٜߓ҃ਸ٘۞ղӝफয೮णפ
Ӓ۞פࠁrযڌѱ೧ঠޙചীೠੋधਸӛਵ߄۽Եࣻਸө sחۄҊࢤ҂णפӒܻҊ
ޙചࢤٜۈࢎٜܲदࢶীֿٜঋҊઁо݅լ؍ಕܖৈࢤۢೞѱҮࢤഝਸೡࣻ
ਵݶೞࢤۈ߄ח҂णפ
Ӓ۞֙؍ਘযוզ ۄթبҴઁҮਭਗޙചҮਭࠗѼҮࢎઁউઁоҮࢎޙࢲ۽ചҮਭ
بਸы୶ؘחജظणפ

ইदইޙചҙmҴઁޙചਸాೠޙചхࣻࢿӝܰӝ
ۄթبҴઁҮਭਗҴઁޙചࣃఠ *OUFSOBUJPOBM$VMUVSF$FOUFS ب֙חѐਗदթޙച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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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 ֥ ٜ݅ӝ ਸೡࣻणפ
ӝઓغযৡ۽Ӓ۔ղਊѼҮࢎо೯ೞחয়ܻূప࣌ޙച೧ҮਭҗѐҴоৈࢿ
࠙೯ೞޙాחചਵܖ۽যઉणפೞ݅ࢤٜޙചхࣻࢿਸ؊ӝܰӝਤ೧ࢲחܻ
ইٜrޙചsীೠಞѼਸহগҊইदইҴоীೠӛੋੋधୢਃ೮णܳפਤ೧ࢲח
ݢҮਭҗࠁ৮दә೮णژפೠӝઓҕрցޖತࣧҊࠁҳࢿ҃غযযदࢸੋܻ

ޙച पୌࢎ۹ Үਭࣻӝ

ҳࢿ࠺ਯо֫ও؍ѐҴо Ҵ ܻ ੌࠄ ߬թ కҴކҎ ҙਵ۽ҳ୷غਵݴпաۄ

݂؛ݽਃೠ࢚ടणפ
оইदইޙചҙܻ݂؛ݽ
֙بীۄթبղޙചо࠙ನبо݆߄ՇؘחӒীࢲبதࠁ٣ইоәѺೠૐо۽த
ࠁ٣ইޙചীೠҮਭਃ೮णפपઁҙীߑޙ೮؍தࠁ٣ইоࢤٜযפݠաۄоহ
Ҋपݎೞੌחٜߣ࠼ب೮णפӒࢲېதࠁ٣ইҙਸ࢜܂ѱ୶оೞৈӒҴоनޙചоٜҗࢤٜ
ӛबਸоࣻ۾بҳࢿ೮णפ
ӝઓীޙײਵ݄۽ഃযޖࢎࣗҊತࣧਵו۽ԑ؍ҙݽٚޙਸڍযղҊޛಿ߹
ܴܳࢸೞৈࢤٜڷٮೞبࢲݶ೧ೞӝएಞউೠҕрਵו۽՜ࣻ۾بҳࢿ೮णפӒܻҊ
ੑҳীחпҴо߹ਬݺೠ݃٘ےܳߓೞҊӒীחৈࢿъࢎשٜࣻসॳٸदחपઁੋࢎ݈ਸઁ
दೞৈࢤٜӒޙചীӔೣਸו՜ࣻ۾ب೮णפೣԋߓػ٣ణಁօীח೧Ҵইܴഘ
ࠁ࢚ਸࢤदெࢤٜӒաۄী೧ӛੋੋ࢚ਸоѱೞҊޙചоࢤٜࠗबਸו՜ࣻ
۾ب೮णפகҙঔীח୭Ӕթীࢲо֫࠺ਯਸରೞҊחҴоੋ߬թ࢚ࣻоৠਸ
ߓ೮ؘ֙חҙѐҙറ߬թޙചоࢤٜ߬թ৻ೡפݠীࢲपઁݴࠌ۽ҳٜ
ীѱࢸݺೞҊیೞݽחणਸࠁژפೠ݃ࡸ٠೮णפ
աইदইޙച۽Ӓ۔ҳࢿ
ইदইޙച۽Ӓ۔ҙৈࢿъࢎשٜҗৈ۞ର۹ഈഥܳా೧ҳࢿਸ೮णפӝઓࣻ
সীೠઁޙਸ࠙ࢳೠٍ࢚֙߹ࣻসਸҳ࠙ೞৈࣻળীחݏҮࣻणҗউਸೣԋࢿ೮णפӒ
ܻҊೣԋࣻݽসਸ೯ೞৈࣻসਸೱ࢚दௌणࣻפস৮ࢿ֫ܳبҊࠁ৮೮؊פࢤٜхࣻࢿ
֫ইҊъࢎשٜب؊ࠗबוԑҊӝೞ࣑णפ
ӒܻҊޙച೧Үਭয়ܻূప࣌ࣻসীࢲחrܻޙفݽחചੑפsחۄઁ۽೯೧ࢲӝઓޙച
ੋधীೠಞѼਸӵחѪী۱೮णפীשݽࠗੋࠄחೠҴੋੋؘ৵नޙചջҊ؍ޚغ
ইٜtੋઙҗҴ١ਸڪযֈযࣁٜৈݶࠁܻחفݽп݅Ҋਬೠޙചܳоޙചפۉ
Әࣽрীبৈӝۈࢎחٜڙэࢎۈೞաبহਗ਼ইਃ uۄҊࢸݺਸ೧ݶҊѐܳՍ؋زݴх
೧णפӒܻҊযוզդٍইٜࣚਸҊ৬ࢲઁѱ݈۠ਸ೧णפ
t൞ষ݃աࣻשࢤࢶۄসਸ೧࣊ࢲցޖیझ۞ਛযਃӒܻҊҳٜܻా৩ցޖࢁ
Ҋடଲ೧ࢲӝࡣযਃখਵب۽ࣻחস݆೧ࣁਃ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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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חթחࢎޅաੋۄ݅۽ঌওాؘח৩җ߄оೂٜ҃ցݧޖઉࢲԙоࠁҊरযযਃ
খਵزח۽թইաۄী೧ࢲೣࠗޖ۽दೞঋਸېਃu
Ӓ۠ࢤٜݽणਸࠁפખ؊ࣻળ֫ޙച೧Үਭਸ೧ঠѷҊҶѱೞѱغणפ
֙അ࢜܂ѱҳ୷ػইदইޙചҙী߈࢚חӝҮ ৈݺࢤٜଵৈ೮Ҋೞ߈ӝद
Ү ৈݺࢤٜଵৈ೧ࢲ୨ ݺࢤٜਸਗೡੑפ

߬թ࢚ࣻоৠ

ҙࣻসݽण ੌࠄ

ҙࣻসݽण ߬թ

ҙࣻসݽण Ҵ

ࣁ҅ޙചҙmޙചхࣻࢿਸыࣁ҅दӝܰӝ
֙ਘ ҴઁҮਭਗীب೧݃ೠೞҕрޙӒ۽࠺যणפೞ݅ޙചхࣻ
ࢿਸ֫ੌࣻחҴ୭Ҋदࢸਸҳ୷ೞѷ݃חоਵ۽Ҵӝઓࢶٜਸदೞࢲݶযڃ
ߑೱਵ݅۽ٜযтী೧Ҋೞӝद೮णפ
оҙҳ୷ਸਤೠ5'
బஎѐߊਸਤ೧ӝઓޙചਗשࢤࢶױٜҗৈ۞࠙ঠޙоٜਸನೣೠ ୨ݺ5'ਸѾࢿೞѱ
غणפ5'֙ਘࠗఠਘөѢݒ݈݃ݽৈৌೠషܳ೮ҊѾೠ୭ઙݾחr
ޙചхࣻࢿਸ߄ఔਵ۽ೠࣁ҅दӝܰӝsणפࢤٜޙചхࣻࢿਸоઉঠ݅ࣁ҅दৢ߄ܲࣁ
ܳӝܳࣻҊ౸ױ೮ӝޙٸੑפ
tܻ߸҅ࣁחژনೠࢎۈٜҗযڌѱೞݶೣԋ؊ࠛযѪੋо u
ѪޙചҮਭ୭ઙݾࢤۄпਸೞҊܳਤ೧Үਭࠗীࢲ݈ೞޙחചҮਭਃࣗ ಣ١ࢿ ߈ಞѼ 
ࢿ নࢿ ޙച೧ ഈ۱ ߂ࣁ҅दө୨ਃࣗܳࢤٜҗೠध߂୷ઁܳࣗ۽ಽযղ
חѾۿਸղ۷णפӒۧѱ୨ѐઓ য়ܻূప࣌ ࣁ҅য ࣁ҅ ࣁ҅ध ࣁ࢚҅ 
ࣁ҅୷ઁ ࣁ҅৬ܻ নೠబஎٜਸೣԋҳ࢚೮णפ
নೠ5'ਤਗٜೣԋഈ۱೧ࢲ݅ٚࣁ҅ޙചҙਸҙాೞݫחदחѾҴೞաणפ
tࢲܴ۽ਸੋೞҊઓೞࢲݶೣԋ೯ࠂೞѱইоu
Ӓۧѱޙചhࣁ҅ചदীܻࢤٜޙചхࣻࢿਸ߄ఔਵ҅ࣁ۽दਸӡ۞յࣻחҴղ
ਬੌҙ৮ࢿغ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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য়ܻূప࣌

ࣁ҅য

ࣁ҅

ࣁ҅ध

ࣁ࢚҅

ࣁ҅୷ઁ

ࣁ҅৬ܻ

ޙച पୌࢎ۹ Үਭࣻӝ

ੑҳ҃

աࣁ҅ޙചҙद
ࣁ҅ޙചҙࣻস֙ীഥҮनਸ߉ইݺղࢤਸ࢚ਵ۽पद೮णࣻפস
بੑࠗীࢲࢤٜݢక࠶݁1$ীӟҴઁޙചࣃఠযࣘޙചхࣻࢿపझܳా೧пഅ
ޙചхࣻࢿࣻܳஏ೮णפӒܻҊѐઓਸೞޙࢲݶചхࣻࢿҗࣁ҅दਸೣন
೧աщणפ
ݢয়ܻূప࣌ੑҳীࢲࢤٜҗೣԋࣁ҅নೠࢎۈٜݽणਸࠁࢲݶޙ೮णפ
tܻ߸নೠࢎۈٜҗযڌѱೞݶೣԋੜইтࣻਸөਃ u
ࢤٜrೞѱղਃs rࢲߓ۽۰೧ਃsੋై࢚חۄঠӝܳೞחݶೣԋইоӝਤ೧ࢲਃೠоܳ
ঌইࠁҊઁউਸ೮णפ
ݢrܻ݃ਸীযੌڃਸө s݃ਸبചցীࢲࢤٜࢳઑഝزਸೞࢲݶೣԋইо
ӝਤ೧ਃೠѐਃо ಣ١ࢿ ߈ಞѼ ࢿ নࢿ ޙച೧ ഈ۱ ࣁ҅द ী೧ఐ࢝೮णפӒ
۞Ҋաݶࢤٜঀঀೞѱঠӝܳ೧णפ
tೣԋੜӝਤ೧ࢲ۽ࢲחনࢿਸઓೞޙࢲݶചܳ೧ೞҊഈ۱ೞחѪਃೡѪэইਃu
Ӓrࣁ҅যઓsীࢲחࢤٜীѱࣁ҅ড ৈѐযযוযооࣻೠޙ
ਸ೮णפইٜ࠙ࠗrೠӖsۄҊਸ೮णפೞ݅ৈ۞աߨࢎੋۄҗރ ࣚ߂ंীӟৈ
۞оޙചߓ҃ਸಝࠄٍীࢤٜrযبۄ׳חೞ۰݃חэsחۄઁীѱҕх೮णפ
ژೠпҴযחӒաۈࢎۄٜࣗೠࢿਸաఋղӝীܻೠӖۢઓ೧ঠѷҊ݈೮णפ
rࣁ҅sীࢲࢤٜrࣁ҅ౠ߹ೠٜࢲܲ۽ਬsী೧ਵ۽ఐ࢝ೞాݴٜনࢿ
җޙചӂҊਬࢿী೧ಝࠌणפӒ࠳ۄr߰ۄં۽sীࢲ֎؏֙٘ۆٜ߷ചܳా೧
࠳ۄ࠼ୣਸਬݺҙҟ߄۽Դࢎ۹ܳࠁݴഈ۱ਃࢿী೧ೣԋঠӝܳա־णפ
rࣁ҅धsীࢲחৈ۞оधਵੋ۽೧ೂࢿ೧ܻधఌী೧ಝࠁࢲݶনࢿਸঌѱغ
णפౠпҴӘӝदחغधޙചhࢎߓ҃ਸঌҊӒޙചࢿਸ೧ೞݴઓೞ߈חಞ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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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Ҋܳఃਛणפ
Ӓցੋrࣁ҅৩sীࢲחࢤٜীѱযڃҴоةౠೠా৩ࢤӝѱ҃ߓػী೧ޙਸ೮ण
פইٜӝറhࢎੋਬੌѢ୶ۄஏ೮݅ࢎपઙҮੋਬחۄޙٸѪਸঌҊਗ਼֥ۋणפ
ӒܻҊӒޙചীೠࢎध߂೧بоਃೞחѪী೧ೣԋࢤп೧ࠁওणפ
rࣁ҅୷ઁsઓীࢲחࢤٜনೠӝળਵઁ୷ػܨ࠙۽ী೧झझ۽ಝࠅࣻ۾ب࢚ਸࢶఖೞѱ
೮णפৈ۞ઁా୷ઁ࢚ਸࠁҊդٍইٜ݈೮णפ
tҴ୶ࣻхࢎҗܻաࢳ୶ۄदӝ৬ध ֥ޙച١ࠗܰ݅rоਸࣻഛsਸхࢎೞח
݃חۄѪੋ࢚যਃu
tಁۡܿࢶٜࣻਸࠁפগبदޙചߓ҃ೞաੌࡺࢤחۄпٜযਃu
rࣁ҅৬ܻsઓীࢲחਬ֎झইకҮਭਗҗ.06ܳѾ೧ࢲоઉৡrࣁ҅৬োѾػܻsܳా೧Әܻ
оযڌѱࣁ҅৬োѾغযחܳಝࠁওणפࢤٜോಪ زചۢੌ࢚ࢤഝࣘޛѤٜন
ೠաۄഈ۱ਵܖ۽যחѪਸ࢜܂ѱӵ׳ওणפӒܻҊr೯زೞ҅ࣁחदsীࢲrӒۨఋొܻ߬sӝ
റਤӝಕੋਸಝࠁওणפrӒۨఋొܻ߬sоनತૐীೠۈࢎٜܲಞѼਸӓࠂೞҊࣁ
҅ৈ۞աۄഈ۱ਸ୶ೞݽחणਸࠄೠࢤઁѱঠӝܳ೧णפ
tэਵ߽ݶחѪীઝ೮ਸబؘӓࠂೞҊഝزೞݽחण݈ױ೮যਃӒܻҊࢤഝೞחदр
ܰبҊࢎҊߑध҅ࣁܲبৈ۞ࢎۈҗഈ۱ೞӝਤ೧ࢲחয়טಝࠄѐоܳपୌ೧ঠѷࢤח
пٜযਃu
пઓդٍࢤٜणഝزਸా೧ӝ߸নࢿী೧ੋೞҊޙചҮਭ೧ਃࣗ
ীೠѐ֛ਸղݶചदௌणژפೠѐо৬ো҅ࢤػഝࣘपୌডࣘਸೞҊपୌೞӝਤ೧ҳٜҗߊ
߂షۿਸपद೮णפ
݄݃ਵ۽ࢤٜޙചхࣻࢿࣻܳஏ೧ࠁ_۾࠺פରदૣ݅ࣻࢤٜ
݅хࣻࢿࣻࣻীࢲীࢲ݆ѱחөૐоೞחѪਸഛੋೡࣻणפӒܻҊٍ
ࢤٜઁѱঠӝܳ೧णפ
tܲبաۄীоޙݶചחۄѪਸঌѱغযਃಣࣗ൞߈زթইҳী೧ಞѼਸоҊޖ
दೠ݆ওઁؘחӒইܳੋ೧Ҋࢎજѱղঠѷযਃu
tࣁ҅ܳઁޙ೧Ѿೞӝਤ೧ࢲחৈ۞աۄоೣԋഈ۱೧ঠೠחѦঌওযਃӒؘ۠Ӓഈ۱ੜܖয
۰۽ࢲݶоܴਸੋೞҊޙചܳ೧ೞݴઓ೧ঠѷҊࢤп೮णפu
դ֙ֈѱ׳۰৳؍ӟੋղदрٜ݃ஜղѾपਸݛࣗೠࣽрٜणפ
֙࢜܂ѱҳ୷ೠࣁ҅ޙചҙী߈࢚חӝѐҮডৈݺࢤٜଵৈ೮ਵݴೞ߈ӝীח
ѐҮডৈ ݺ୨ ৈݺࢤٜਸਗೡ҅ദੑ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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క࠶݁1$ܳాೠӝبण

rࣁ҅যsੋࢎ݈ॳӝ

rࣁ࢚҅sݒࢎҙ

ࣁ҅୷ઁsੋఠ۩౭࠳٣য

rࣁ҅৬ܻs೯زೞ҅ࣁחद

णഝ߂زഈషݽۿण

ੋҗ౸ӝܳഝਊೠࠁ࢚ഝز

ߙٜ݅ӝ

ޙച पୌࢎ۹ Үਭࣻӝ

ࢎޙചхࣻࢿపझ

۽աী୶ݥبঋޙחചҮਭmҮ۽ইоӝ
۽աഛਵ۽ҮоਗѺࣻসਵ۽ജغযࣃఠ൨ٜযҮ۽ইоח۽Ӓ۔
ਵ۽द߸҃ೞৈਸ೮ण୍פೠߑҙܻࣘীܖযrইоחҴઁޙചsоڱա
णীۄ݈ݾ؍Үഅীࢲജਸ߉ওҊࢤٜনೠҴоాޙചܳҮীࢲউೞѱ೮ण
פ
ӒܻҊޙചоࢤٜઓхೱ࢚ਸਤ೧ӝദ೮؍rیࢎ۽sदࣼ߅ഋߑधਵبח۽
য۰ਕъࢎשٜҮޙߑ۽ೞੌחഋrইоیࢎח۽s҃߸۽ೞৈ֙ѐҮ
ب֙ ݺীחѐҮݺਸਗ೮णפ
ౠࢎӝޙചоࢤٜ࠺ޙചоࢤٜী࠺೧ઓх؊ڄযઉ҃חо݆ইӒࠗ࠙ਸ
ਵࠁ۽৮ೞӝਤ೧ઓхೱ࢚җো҅ೠ۽ఐ࢝۽Ӓ۔ਸઁҕ೮ਵݴনೠഈ۱۽Ӓ۔ਸా೧
хҗഈزबਸઑࢿ೮णפ
ӒܻҊਗѢܻࢻҗਗѺࣻসਸपदೞѱغয൨ٜযҮٜޙച೧Үਭਸਗೞӝਤ೧
թޙചҮਭোҳഥ৬ೣԋ5'ܳҳࢿ೧r֥ߓࢲݶחҴઁޙചԲ۞sܳѐߊ೮णפࢶթޙചо
࠺ਯ֫ѐҴ Ҵ ߬թ ੌࠄ ކҎ ܻ కҴ தࠁ٣ই ੋ֎بदই ੋ۞ بदই ਸࢶࢶೞ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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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ਭҗҗো҅ೠࣻসউزبदীѐߊ೮णפ
റҮীࢲࢤٜଵৈೠഝࢎزҗৈ۞റӝܳ߉ওؘחӒೠࢶࢤ࢚ੋॹ݈שӨण
פtࢤٜҙबחաۄী೧ࢎઑࢎܳೠٍҴઁޙചԲ۞ܳഝਊ೧ࢲਸ೮णࢎפա
࢚ਵ؍ࠁ݅۽নೠాঈӝ৬࢚ਸपઁ۽ೞݒפ൜܂Ҋਬೠणഝغزਵޙݴച
оࢤযפݠաۄী೧ࠗबਸоҊߊীଵৈ೧ࢲજওणפuۧ٠ইоח۽Ӓ۔
ਸೞৈ۽աੋ۽೧؊ࣗ৻ࣻؼ؍ܻޙചоࢤٜਸഅীࢲਗ೧ࣻযࢲݒ
ࣗ೮҃؍णפ

ইоחҴઁޙച కҴ

ইоیࢎח۽

֥ߓࢲݶחҴઁޙചԲ۞

Բ۞о٘

Բ۞

ࢲܰ۽ӝীܻח؊ࣗפ
֙ࠗఠӘөۄթبҴઁҮਭਗޙചҮਭࠗীࢲѼҮࢎ۽ೞ݆ࢲݶࢤٜਸ݅ա৳ण
פӒীޙחചоইٜبҊੌ߈оইٜبणפೞ݅ਸೞࢲݶೣԋਓח
ࣽр ӒҔীחӒրࢂܻইٜणפ
ҴઁҮਭਗޙചҮਭࠗৈ۞۽Ӓ۔ٜਸా೧ܻࢤٜনೠޙചࣗೣਸೞҊࢲܰ۽
ӝী؊ন೧ࢲೂࢿೞҊইܴѱߊೡࣻחѪਸঌওਵݶજѷणפӒࢲېपࢤഝࣘীࢲनҗ
ܲఋੋਸઓೞࢲݶഈ۱ೞӝਤ೧ޙചхࣻࢿਸपୌ೧աоӝܳӝפ
tࢲܰ۽ӝীܻח؊ࣗ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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߅ೠই]ೞթঔୡ١Ү߽ࢸਬਗ

۰࢚

बࢎ
Ѽ

ޙച पୌࢎ۹ Үਭࣻӝ

೯ࠂೠೠҴযә Ӓউীࢲࢿ߈زೠܻ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 과정에 대한 수기로 교사의 한국어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있으며
유아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수기이므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ೠҴযә җোইٜೠҴযמ۱ী߸ചоਸөਃ
ܻਬਗ֙ਘীѐਗೠٍ֙ীೠҴযәਵ۽غणפযݶ࢚ೠੌणפ
৻Ҵੋо֗݅۽ҳࢿػәীইٜೠҴযܳഃҳࢎೞޅ೮Ҋࠗాࣗࢎبשݽ
য۰݅ఀೠҴযҳࢎמ۱ծওӝޙٸੑפ
ೠҴযәਵੋ҅۽ೠҴযҮਭҗޙъࢎܳਊೠҊ೧بইٜೠҴযמ۱݆ೱ࢚غ
חঋਸѪэওणפೠҴযҮਭੋࢿ࢚࠙ࠗաୡ١ࢤ࢚ӝޙٸী৻Ҵੋਬইٜਸ
࢚ਵ۽ೠҴযҮਭ҃ਸоъࢎחইࠁӝ൨ٜणפѱоਬইӝחജ҃ࣘীࢲোझۣѱযܳ
णٙೞؘחܻইٜਬਗաоীࢲݽয ۞दইয ݅ࢎਊ೮ӝޙٸੑפ
חܻਬਗೠҴযәਵ۽غӝࠗఠইٜೠҴযҮਭਸਤೞৈযߊ׳ীҙೠ଼җޙ
ചҮਭܐਸߎծਵٍ۽ҊࢶߓҮࢎ ౠࣻҮࢎ١ৈ۞ࢎۈীѱઑਸҳ೮णפইٜҗࢎࣗా
غঋওҊ ࠁޖইٜীѱоҮਭਃחೠҴযҮਭۄҊࢤпغӝޙٸੑפযणӝ҅
ࢎਊ ӝୡೠӖزച଼੍যӝ ୌୌ߈ࠂೞߊݴചೞӝ١աܴߑࢎ۽౹ߑڪয֢ݴפ۱೮णפӒ۞
աইٜઁ݈ਸѢ೧ೞޅ೮Ҋrࢶࢤשs rചपs rউݡযsۢইӝୡࢤبࢲݶઓীਃೠೠ
Ҵযযൃݻо݈݅೮ਸࡺాহחਬਗীࢲೣԋࢤഝೞחѪৈ൨ٜणפ
rୡ١ۢҮоחѪبইפҊ ղо֢۲ೠҮࢎبইפҊ ޙചҮਭী೧ࢲ৻ޙبೠੋ ؘযڂೞ s
ೠҴযҮਭীೠޙधҗਊמ۱ ޙചҮਭ҃ࠗ Үࢎ݃ࢲ۽о١ળ࠺غޅೠઁޙ
ۄҊࢤпೞӝࠁҮਭജ҃൚ೣਸೞݴಞೱࢤػпਸܻച೮णפ

ೠҴযәदҗೣԋইৡ۽ա
۽ա۽ѐোӝغणפҴਬਗীࢲחইٜणҕߔਸߑೞҊߊࡅܰѱण
פәझ۞࢚ട݅Ҵ݆ࢶࢤשࢲࣚ۽ਸҊਗѺࣻসਸળ࠺೧աщҊ ҮਭաਬইҮ
ਭ൜ਗীࢲחਗѺࣻসҮਭ݅ܳܐٜযب৬णפӒ۞աܻਬਗীࢲשࢤࢶחٜٲൗ۰݅ٚ
ਬೠܐٜਸഝਊೞӝীয۰݆ওण৻פҴੋࠗשݽٜೠҴযੋػ۽ఠ֔ۖಬਸഝਊೞח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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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য۰Ҋ ೠҴয۽ൗ۞оח࢚ইٜ൜ܳՑޅೡѪ࡞೮णפ
ҟীࢲਬੌೠਬਗೠҴযәীਬਗә؍ఠبۄࣚӡਸਸҔহणפҊ
ҊਸѢٟ೮ܻ݅ইٜীѱೠਗѺࣻসߑߨځాبয়ܰঋওҊҮਭࠗզ۽ழઉ
݅щणݴפசਸੋఠ֔ࣘীࢲܳܐইաࢶѾҗ উҮਭաࢿҮਭэޖҮਭࢸݺਸٛঋই
بदпਵ۽೧ооמೠ۽ܐળ࠺ೞҊਗѺࣻস҅ദউীחрױೠࢸݺਸ۞दইযߣ۽ೞৈࠗݽ
שٜҗইٜ೧ܳب৳णחઁޙפೠҴযҮਭणחפҊীߣӝഥܳইٜrೠҴয
೧מ۱srೠҴযഅמ۱sਵ׳ߊ۽ೡࣻݾ۾بܳࢸ೮णפইٜҗࠌز؍ചݻӂਸࢶೠ
ٍ֍ܻܳࣗݾয֣ೞৈٜ۰Ҋ दٜਸחٸୌୌ੍ۄٮযࠅࣻ۾ب೮णפӒزউߓਛ؍
ೠҴযযൃ৬ޙਸܻೞৈઁҕೠٍ оীѱೠҴযоܰӝഝزਸా೧ೠҴয݈ೞӝ҃ࣘؼ
ࣻ۾ب೮णפࠗשݽٜԋࢲחইٜҮਭীӓਵ۽ഈઑ೧࣑Ҋ ইݽणਸز࢚ਵ۽୫
ೞৈә4/4ীҕਬೞৈ࣑णפ
ইࣗ۠ޖधহחইীѱחചܳѦযоীࢲয֥ܳڃ೮חঠӝա־Ҋߑࣻਸঌ۰ח
١ਬࢶ࢚ਵ۽ҙܻ೮णפਗѺࣻসਊ֥ܳܐпоਵ׳ߓ۽ೞࢲݶইٜਸ݅աӝب೮णࠂפ
ೠ֎زউীࢲইਸۄוೠଵݒҊࠗשݽҗডࣘػࣗотܻࢤࢲݶпࠁߓࣁفदр
Ѧܻӝب೮णפӒ۞աக߬ۆীࢲܳࠁ݃౹౹ݴڪજইೞחইٜ १झ۞ҷ
ࡈѐחইٜਸࠁݴҊࢤ֣׀٠ࢎۄҊইٜҗࠗ שݽӒܻҊݽ݃חইਬਗ١ਗਸӝ۷
णפ

оীѱೠҴযоܰӝز࢚
оীࢲߑࣻਸ
ੜఃҊযਃ

উ֞ೞࣁਃ 
ղܴ0000ੑפ

ܻоষ݃ ইࡅ 
ೡইߡ ೡפݠоযਃ

աݾחইਃ
ޛա৬ਃ

ই݅חఀաׂࣻࢿޙೱ࢚ਸਤ೧ೠѦ؊
tೠইঠ ೠҴযҮਗনࢿҗਸࣻೞݶযڌѷ פu
tࢶࢤ שೠҴযҮਭҗѐࢿੋաࢤٜ࢚ਵܖ۽যҊ ؘחਬইҮਭীਊೞӝীחয۵
ঋਸөਃ u
tೠҴযীೠӝࠄधਵݶইٜীѱೠҴযҮਭਸೞؘ݆חبؼѢঠ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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ߓࢶࢤשઑীۄٮೠҴযҮਗনࢿҗਸҕࠗ೮ण৻פҴੋٜೠҴযܳߓࢲݶযڃয۰ਸוՙ
ח ӒٜীѱযڌѱೠҴযҮਭਸೞחѪബਯੋঌѱغणפౠӝরীթחѪߊয়ܨо
ઑӝҙࣼೣੋঌওؘחঌҊࠁݽפয৬ೠҴযয҅ରޙٸणפӒਬ݆۽৻Ҵ
ੋࢤणীয۰ਸѻחחѪਸٛҊبইٜݽযੋ۞दইযߊਸোण೧ࠁওणפঌ߳
Ф<[I>ߊоয۰ਛؘחഃܳਤ݈۽ইחোण݆ਃ೮णפܻইٜبೠҴযݻݽ

ޙച पୌࢎ۹ Үਭࣻӝ

Ӓрৈ۞োࣻܳా೧݆ۿҗࢎ۹ܳ೮ীޙبചҮਭҗೠҴযҮਭীೠтૐ؍ରীࢶ

оߊਸয۰ਕೞҊҳ߹ਸয۰ਕ೮ؘח҃೧ࠁઁפঠইٜ݃ҕхغणפ
t۞दইযیೠҴযߊیೡٸഃۄ׳ਃೠҴযߊয۵ҊוԑѢաࢶࢤשҗڙэࣗ
ܻоաয়ঋইبҡଳইਃӘ݈بੜೞҊযਃu
ೠҴয݈ܳೞоܻࣗݾоইҊҷࠜযחইٜਸࠁݴबযܽѺ۰ܳೡࣻणפ
Ҵ݀Ҵযਗীࢲ୭ೠೠҴয ,4- Ү৬Үपഝਊܐѐߊҗীبଵৈೞৈبਸ߉ওणפଵ
ৈਬਗҮࢎחਬੌೞѱഒ݅ୡ١ҮীࢲഝਊೞҊחҮҳࢿਸ೧ೞࢲݶਬইӝী
ਃೠযൃࢶҗܳ ߨޙҳࢿೞৈਬইٜীѱਊೡࣻߨߑח١ী೧ࢤп೧ࠅࣻ؍ӝഥणפ
ۢৈ۞ߓҗਸా೧ೠҴযҮਭীೠधҗޙചҮਭীೠ೧ܳद݀ೡࣻणפ
ই݅חఀաׂ݈ࣻחۢ۞ೠߓܳೠԈࢿदெणפ

֙ঌଲೠҴযә ೣԋೞחٜӝী
tࢶࢤܻ݃ שই о ݺоਸhݽਵ۽աܲࢲׇӖٜܳ݅যਃu
t֥ܳా೧؊݆যൃٜܳ݅যࠅࣻ۾بೞݶજѷযਃu
ࣻݒসറ ೠҴযъࢎשҗпਬইೠҴযמ۱ী೧ഈೞҊܳ߈ೞৈݾܳࣻೞח١ݏഋҮ
ਭਸਤ೧֢۱೮णৢפ೧חҮਭীࢲߓ೧ળஶࢸఢبਵ۽ೠҴযәਸ؊ղपѱೡ
ࣻणפ
tѨ࢝ਸইਃu
tৈӝীযਃu
ஶࢸఢبਵ֥۽৬ೠҴযҮਭਸݾ೮؊פनաѱ֥ࢲݶೠҴযܳߓࣻणפইٜ
֥ীࢲߓೠҴযܳӝরೞৈੌ࢚ࢤഝীഝਊೞӝद೮Ҋ ೠҴযמ۱զтࣻ۾ೱ࢚غणפ
ੌ࢚ࢤഝীࢲױחযबীࢲ߸۽ഛೞৈনೠযൃܳ҃ೡࣻ۾بन҃ਸॄࢲ
ߊചೞणױפয৬ױযܳࠢৈୌୌ݈ೞחইٜ݈ਸөӈӝৈٜযҊ tࢶࢤשѢuۄҊ
݈ೞחইীѱt࠻షܰо о۾࠶ ݺਃೞҳաuۄҊ৮ࢿഋޙਵ߈۽೧णߑפߑҗറҗ
ଵৈ۽ਬਗীয়ঋחਬইٜणҕߔਸߑೞӝਤ೧ࢲחਬਗਗࠉࢎੋ۱ਸഝਊೞৈrച
ೠҴযs۽Ӓ۔ਸೞणפਵ۽ചܳѦযইٜҗೠҴয۽ചೞࢲݶইٜ҅ࣘೠҴযܳ
ೡࣻ۾بೞ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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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ഥبਬਗীഝ۱ਸ؊೧णפцझۣѱ҃ઁਵ۽ঈചػоী࠳ࣁח؊ச
٘۠ীࢲҮਭ࠺ܳਗ߉ইইٜ҅ࣘणਸযтࣻ۾بೞणޙפചоਗࣃఠীࢲחয
ߊ׳Ѩࢎܳਗ೧যࢲইٜೠҴযࣻળਸёҙਵ۽ঈೞৈݏഋೠҴযҮਭਸೡࣻणפ

ਗࠉࢎоࢿೠചೠҴযੌ

ীࢲrചೠҴযsܳೞݽחण

११ೣԋࢿೠܻ
ࣚ ރਵ۽ঠӝೞѢաtѢuۢрױೠदয݅ਸࢎਊ೮؍ইٜtࢶࢤשѢೞҊरযਃu tޛ
ݡҊरযਃuनࢎܳೠҴয݈۽ೞӝद೮णפҮীࢲୡ١Үࢶࢤשٜਸ݅աߑݶӚߑӚਓਵ
ݴҊѐܳࣼৈtউ֞ೞࣁਃ uੋࢎೞҊ Ѥ֎ޛחѤਸࣚفਵ߉۽ӝب೮णפ
tझॿ߄хࢎפu
t߄झӒ૾ۄэ֥u
Үपউীࢲفחоযоઑചغযٜ۰৳णפпয৬ੌੌغঋחযٜࠗоੋࢸ
ݺҗযܳഝਊೞాࣗࢎࢲݶਸ೮Ҋ ݺաযܽզ١җэਃೠզޙ۽ࢲݶغചܳաݶ־
ࢲҕాҗରਸӝب೮णפӒ۞ࢲݶܻޙ۽ࢲחചܳಞѼহࣻਊೞҊରী೧ਬোೞѱ
ࢎҊೡࣻѱغणפ
ইٜীѱೠҴযҮਭҗޙചҮਭਸೞઁࢲݶо؊݆ߓਛणޙפചܳ߄חࠁۄदঠоևযࢲݶఋ
ੋ೯ਸࢷܻࠛ౸ױೞӝࠁ೧ೞ۰Ҋ֢۱ೞѱغҊҮਭѾਸղܻӝখࢲࢲبӝળਸ೦࢚
جইࠁওणࠁޖפইٜীѱજҮࢎоغӝਤ೧֢۱೮؊פইٜೠҴয৬ೠҴޙചܳӛ
ਵ۽೧ೡࣻ҅חӝоػѪэই؊ਬػѪэणפইبਬইӝযߊ׳җ৻Ҵযࢲ۽ೠ
ҴযҮਭରӝ۽ীࢲҊೞҊ݅ ইٜীѱоજѪਸӝਤ೧খਵب۽Բળೞѱ֢۱ೡѪ
ੑ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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ఔசթݒষ݃աੌۙঠӝ
ա]ঔਬਗ

୭࢚ࣻ

बࢎ
Ѽ

한국 적응 과정에 대한 생생한 묘사뿐 만 아니라 다문화 강사 및 통역사로서의 활동과 성장이 아름답게
기술되어 다문화교육의 안과 밖을 모두 보여주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수기로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ח߭ীࢲೠҴਵ۽दਸৡաੌۙۄҊפૉ߭ীࢲোগѾഒਸೞৈߥॄݺ֗ܳكষ
݃оغणפೠҴաݴ۽ইٜৈࢽীٱೠݺਸоষ݃ਃইоҮ֙ ل૩ٱ
ۨૐറҵۆগܳоই۽ౠࣻҮীפҊਵࣇݴ૩חୡ١Ү֙թইੑ֔פ૩חਬ
࠺ࢽ૩חҙ ৈࢽ૩ח࠺ࣁह۽وਬਗࣁ߈ীפҊਵ݄ݴղੋੌғ૩ৢח೧֎۽যܽ
ীפҊפ
ૉ߭ীࢲੌ۽ਸৡթಞਸ݅աࢎیীࡅઉѾഒਸೞѱغযೠҴী৳݅ ীѱೠҴկࢶա
ۄणפ
ߓҊഃঠೡೠҴޙചܰైࢲبӝ݅೮ਵ ݴೠҴযبҕࠗ೧ঠغणפೠҴࢤഝীೞبޛ׀ࢲݶ
݆ൗܻҊթಞبҗইٜযࢲѼ٧ࣻਵݴইٜழоחоޛ׀ؘҗਓоٙೠदр
ਸղঠ೮णפౠل૩ܳоਸٸకযդѐਘࠗٸఠࢿҗݽणܲইٜҗցޖա߽ࢲۄ׳
ਗীࢲܳܐ೮ਸۨٸૐറҵ߽חۄਸоݽٱणীࢲցޖաݎਸוԕणפ
ۨૐറҵਸоٱইоয়ېޅبೠҊ೮ਵݴগܳоٱইࢿӒ݅ѐਘ࢚కীࢲ
୶ݥযߡܽѪणפ
Ӓ࢚۠కীࢲಣࣗইٜਸજইೞחীѱইٜࢤ҂ਵ֔ࣘ҅ݴ૩оࢤѹ߽ਗਸщ؊ࣘߙפীࣁहو
ܳоחѪणחפӒܻࣗܳٛࣽחрԷਸԲחѪэওणۧפѱীѱԷэোनਵ
ࣁ۽हوоই৳णރפցޖաޖѢਕୌӔ݅Ӕ൨ٜਵա উੌೞࣁݴইٜਸఃҊࣁहܳو
ਤ೧కҮܳৌब೮णפӒ۠ރؘցޖա൨ٜणפ
ੌ؍غզ٘ח٣যࣁहܳو೮णفݽפѤъೞѱకযլਵաઁރցݎޖоઉࢲ
ܐप۽ٜযо߉ܳܐইঠ೮णפաীթಞೠపঠӝٜܳਵࣁפहܳوձਵރઁࢲݶցޖա
ਤక۽ਛҊ೮णރઁחפউજѪܲݽبয়۽ࣁहوоకযդѪ݅ਵب۽ӝࢁҊхࢎ೮ण
ઁפӝࢄழࢲӒ۠ઁѤъࡈܻഥࠂࣻؼणפૉ߭ীࢲযפݠԋࢲࣁहࠊجܳو
द۞য়࣊ࢲѐਘببਸ࣑݅ૉ߭ইߡѤъউજਵ࣊ࢲदҊೱਵ۽о࣊ঠ೮णפ
ӒࠗٸఠࣁחहܳوഒࠁجওणޖפୋҊࢤझ۞ਛ݅ࢂইӝٜਸࠁݶ൨ٜҊ݃ઁ؍
بदജೠਓਵ۽൨ਸыҊח೮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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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కযդࣁहو৬ఔ_Ҋਓਵݴೞܖೞܖ೯ࠂೞѱղѱغणפӒ۞؍যוզ݄ղо৳णפ
ઁоੌғ૩ܳоѪੋؘਃ_ٱਵݶજѷҊࢤп೮݅ࢿ߹࢚ҙউೞҊٱٚ ইٜٚѤъ
ೞѱ݅కযաѱ೧ۄ׳Ҋӝب೮णפӒܻҊ٘٣যੌғ૩ইٜకযլҊೠపژೞա೯ࠂ৳णפ
݄ղחইѤъೞѱకযաউधҳفݽীѱਓҗ೯ࠂਸࢶޛ೧णפ
݈ݍա࢚ࣁחҊೠҴۆաۄоցޖજইҴبೠҴܴաਵ߄۽Բযࢲݶசթفܳݒ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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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җۨૐറҵগܳоࢿلݥ૩ ٱӒܻҊטষ݃ܳࣇח૩ইٜ ֔૩ ࢽ૩ ৈࢽ૩

Ҋઁחоցޖա೯ࠂೠষ݃ۆѪਸੌݒੌݒܻইٜࢿ೧оݽחणਸࠁוࢲݶՙҊחפ

೯ࠂೠܻইഖधҳоҗࣁहو৬݄ղݽण

ࢎۈٜܳࠅ݃ٸt݆ইٜਸযڌѱఃջ ൨ٜѷױ_ೞ_uۄҊ݈ਸפӔ݃
ীل૩ٱҗࣁहܳوਬݽରীకਕࢲਸࠁ۞т݃ۈࢎחࠁبٸೠѣঀ೧दҊח೮णפ
tवࢎ݆بঠѷযਃutೠ׳ীೠо݃ݡঀפաਃ ut࠙ਬیӝӈч݅ߔبਗٜਃ utחݡѢ ੑחѢ
ߥ݆بتؘח݆٘تفݽযঠѷযਃuۈࢎחࠁݴۄٜ݃ޤೞ۞ইٜਸ݆ձইࢲҊࢤझۣѱࢎו
ջࢲݶѣਸ೧࣑णפ
ۈࢎٜܲࠁওਸٸӒۧѱࠁੌࣻبѷ݅חӒۧѱࢤпೞঋणפೞשוԋࢲࢎیਵ۽न
очࠁੋޛܻইٜசթܳݒఃݽࢲݶٚইоೞաೞա೯ࠂҊաӝࢄܻоࣗೠ
ࠁࢤۆޛп۽ٜणפ
ѐਘীࢲࢿܽߡݥܻل૩ٱౠࣻҮ৬ߊ׳बܻࣃఠী֥ݴפܐ١ਸ߉ਵݴѤъب
غইоݽחणਸࠁҊҊਃ ޙചߑשࢤࢶޙਸాೞৈೠӖযҮਭ߉بҊبਸ߉ইࢲੌନࠗఠೠӖ
ҕࠗী൜ࢲݶࠁبӒܿزച଼بੜ੍חܻࣁहݽوणبѼೞਃইٜҗࣇ૩ইٜҕࠗب
ৌबੜೞ݅بزજইೞৈకӂ୷ بҳ ܻ׳ӝ١ޅೞחزহणפ
নޙചоਗࣃఠࢲبҙਸਊೞৈܻই଼ٜبೂࠗೞѱ੍ਵࢲةݴҮਭਸदఆࣻਵ
ࠗ ݴೠҮҗҕࠗחܰݽبѪ଼ਸా೧ࢲझझ۽ঌইоחইٜѼझ۠ݽणࣻࠅبणפౠ
ইٜҮਭաҮਭীਸكоҮਭਸೞחթಞજਸইٜߓҊੋࢲۄசթݒрী
ࢲذ۽Ҋߓ۰ೞݽחणޙٸীசթݒষ݃ࢲ۽؊ழۈࠁۆਸוՙࢲݶࠗबਸו՜ࣻחѪэ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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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ೠܻইٜਸࠅח݃ٸೞ߅ࣗܖೠੌ࢚ীхࢎ೮ਵࢂ߄ݴೞ࢚ੌܖীࢲبૉ߭ޙച
৬ࣿਸঌܻޙחചੋधѐࢶҮਭ۽Ӓ۔ૉ߭ъࢎ֙۽рഝزਸೞࢲݶਤ۽৬ࠁۈөוԕण
פӒܻҊ҃ࢲాࢎࠗب֙۽ఠࠉࢎഝزਸ೧য়Ҋणפ
ਬਗ ୡ١Ү Ү١ਸইоࢲૉ߭ా࢚җঈӝ ֥х١ਸࣗѐೞࢲݶೣԋా࢚ਸੑ
Ҋૉ߭ঈӝোبೣԋ೧ࠁࢲݶೣԋਓҊӝࢄਸוԑࠁחইࠁػۈҮਭदрਸоחઁࢲݶաੌ
ۙоইצইաೠҴষ݃ ࢲ۽சթܳݒѤъೞѱੜఃҊҮਭبੜ೧ࢲރҗ݃߄ܰҊѤъೞѱחۄ
ܻইٜݽणѼझۣҊӝࢁӝ݅ೞפ

ޙചੋधѐࢶഝݽزणҗܻইইӝݽٸण

݃աхࢎೠੌੌөਃ ೠҴթܳ݅աदਸ৬ࢲࢎیझ۠சթݒ֗ܳكষ݃оغҊഌ܂Ҋࢎ
ח߉یইղ ޙചъࢎࢲ۽ૉ߭ޙച৬ࣿਸೠҴযܽ ࢤٜীѱೡࣻ۾بҮਭъࢎܳೞѱੌ
ఠܳ݃۲೧ળೠҴࣗೞҊیझۣणפౠউযٜܲفݽदযܳפݠੜݽदחബܻࠗוݴuחۄ
݈ॹਸ೧दחפ؊दযפݠԋੜ೧ܻ٘Ҋࢄਸ߉ਵݴই೯ࠂೞѱҊਵפөਃ
ޛਵח۽ււೞחঋ݅சթݒрীࢲ۽ҊҮҕࠗبੜೞݴ߄ܰҊੋࢿ߄ܲࢎۈਵ۽
ࢿ೧աоݽחणӒѼೡࡺੑפ
೦࢚ইٜਓܻࣗ ܻࣗ۽दՑߢೞ݅ࢎ ࢚ࣁחࢎۈܻоજणפ
ૉ߭ীࢲకযաೠҴթ৬Ѿഒೞৈद৳݅ઁחযڃষٜ݃ࠁҮਭৌ݆بҊоਃೠੋࢿ߄
ܲইٜࢿ۽೧оݽחणীхࢎפ
ӒܻҊܻل૩ٱѐਘীࢲࢿߡݥ۰оढই݅ઁחҡଳणઁפীೠоਵ۽
ਓਵݴইоחܻل૩ٱחѪ݅ਵب۽хࢎೞפөਃ
ࣗೠܻইٜҗఔ_ೞܖೞܖदՍۣҊ ਓܻࣗоՐঋ݅ੜҮਭೞҊࠁٞযࢲೠҴࢎ
ۈਵࢎ۽ഥীࢲࠁۈੌחਸೞݴইоۈࢎחਵ۽ఃѷ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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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ԋ೯ࠂೠযܿҮਭ

장학사로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다문화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융통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으며, 그 과정의 어려움과 발상의 전환을 솔직하게 묘사하여 짜임새 있고 감동적인
수기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ਘ ࢚рҊࣘ۽بਤ۽ೞঢҳܴۅীѦೠࣻചܳࠆೠ۰ೠೂҟখ
ਵ۽աӔӡࢎחۄपীোनхೞࠁݴҮਭਗਵ۽ੑ೮؍ӝর࢜ب֙܂؊ী֙р
ࠁୡ١ҮীӔޖ೮؍যࢲੋկࢶف۰ࠁ৷Ӕೣוԑઉࢲજও
ੑ೧ৡզਸೖ פࠁӝઓޙചҮਭࢎস࠺৻ীҮਭӐഋߊਗޙചনࢿҮਭ࠺חۄ೦
ݾਵ۽রୌ݅ਗоࢎস࠺о࢜܂ѱಞࢿغযؘחসغܻ࠙ޖঋইࢲ۽Ѽ݅࠙࠙ೠ
࢚ടդ೮नhҳܳ݅աঠӝٜܳযࠌ݅ҕਬೞחղਊۋ׳Ҋ ۠গݒೠ࢚ടਸޅଵח
աয়ێ؋࠙ীबदрਸֈӝӝࠁҮਭਗޙചনࢿҮਭਸա࢜۽স୶۽ޖоೞѱغ
rөѪ ೧ࠁޤsܻࣘਸಿ֪ୣ݃ਸ࠘ࠁূҮࢤ࢚Ѿഒৈࢿਸষ݃ك۽
Үоਸ݅ఀޙചоࢤ࠺ਯ֫ഋੋ֪ୣ݃ਸ۽সױоߊ׳ೞঋౠࢿੋޙٸ
بੑҴࢤѢহҊفݽҴղࢤࢤٜܲীࢲۢইоחযъࢎ ాhߣਗ 
ޙച೧ੋഋӓҙۈ١ࢎস҅ദী߬ݏթ যഥചъࢎ যߊా ׳hߣਗࢎоࢶߊغয݅
ਘ݈өҮनযߊ׳ਗन߆ݺীഛੋೡࣻহחդхೠ࢚ടदೠߣпп۽Ӓ
۔ਸঌইࠁӝऔѱਃݾചೞৈܻೞҊनҕޙਸпҮীߊ࣠ೞחೠಞࢶߊػъࢎٜীѱചܳ
Ѧয۽աഛߑܳਤ೧۽Ӓ۔ददӝܳਘ۽োӝೞѱغਵפন೧೧ۄ׳Ҋࠗఌ೮Ӓ۞ա 
ೠݶ׳فաѷ೮؍۽աഛࣁо࢚৻۽Ѣࣁ࢚ࢎࢲݶୡਬৡੋۄѐҗਗѺࣻস࢚ട
غҊ ࣻৈ೯ਸ࠺܃ೠ࠙ࠗҮ৻ഝزਫ਼ࠁغܨ؊ҳա݄ೠয৬ాhߣ
ਗनبѢহ࢚חടীࢲਘਸݏਵ۰פҊӨয݅щ
ࠁѐୡ١ҮࢤࣻݺೞҮоѐ۽ӏҮਭҗ৻ߑҗറҮਭ ࠆجҮप
١ӝઓ۽Ӓ۔݅ਵ࢚ࢂ߄ب۽ട୶ۄо۽Ӓ۔ীଵৈೡৈ۱হؘחоޙചࢤ࠙ࠗ
ҴղࢤפࠁೠҴযࢎࣗాীয۰হ࢚חടীࢲ߬թযҮप١যҮपਸѐࢸೡਃ
ܳוޅՙחѪэও؊ҳաҳٜࢎীࢲrޙചsۄҊҳ࠙যחѪਸԁܻ פࠁҮࢎٜبrޙചsۄ
חఋౣ۽Ӓ۔ীӓଵৈೡоহ࢚חടੋ٠೮
ӝઓ҅ദী೧ࢶߊػযߊ׳ਗࢎ৬যഥചъࢎ ӝୡणੋఢъࢎܳਘࠗఠनҮীਗೞҊ
ాhߣਗߧਤܳоాनޙҗചޙݫद۽ഛ೮݅ ࢤпۢनࣻਃоטঋওӒա݃ࢤ
࢚য ߬թয ਗਸनೞחҮоহ࢚חടীࢲোঠӝܳա־ѱࠁػҵࠗݽো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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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ഥ݈ܿਵ۽о৳Әөޙചࢎসցੌޖഥਤੋؘо҅ࣘޙചࢤҗ
ࠗݽীѱ݅ഌఖਸחѤର߹ܻ֫ܳࣗݾݴۄৈ۞࢚ടޙചҮਭߑೱਸജೞ۾بਃҳೞ
ҊrӒ ې৵ԙޙചৈঠೞ s

ೣԋ೯ࠂೠযܿҮਭद
ޙച ࠺ޙച۽ҳ࠙ঋҊೣԋযܾࣻח۽Ӓ۔ਸ೧ঠѷݡ݃Ҋٜੑীࢲࢤ
п೧ࠁও
r߬թযܳԙޙചࢤٜীѱоܰঠೡө ೠҴ݈ࢲొষ݃ীѱযо؊ਃೡࣻبח
߈ؘҳٜীѱیೞҊरষٜ݃ܳ݅যࣻহਸө s
ইоחӝୡणਗҗযߊ׳ਗ١Үਃҳীܲٮਗਸदೞ ࢲݶनઑೠࢤ۽Ӓ۔
ਸrೣԋ೯ࠂೠযܿࠗݽҮਭs۽Ӓ۔ਵ߄۽Բӝਤ೧ର߹חۄѼਸ࣑ ؍ഥשԋোۅ೧
ࠗݽഥ࠙ݻਸ؊ࢼ৻ೞҊrࠁҮਭਗޙചনࢿҮਭࠗݽਗױsܴחۄਵ۽ഝزਸद೮
 ݢইоחযਗन࢚ਸҮਗҗਵ۽ഛೞҊ যਗীޙചযפݠٜೠ
Ҵযמ۱ೱ࢚ਸನೣೞӝਤ೧Үਭਗࢎসҗো҅ೡࣻחҙ҅ӝҙਸ࢝ޛೞৈੋਗਸഛࠁೠ
റೠҴযמ۱द࠺ష߈ਸѐࢸ೮য়ܻূప࣌ਸ݃Ҋ؊ߓҊरѱחޛ؊ פೠষ
݃оীࠉౣߓؘחਕࢲইٜ৩ਸٜ݅যੑҊरҊ೮ߓҊरߓؘחѱ೧ঠ
रযࠁীࠉҮਭਸ೧ࣻחҔਸইrযܿࠉҮपsਸѐࢸ೮

Ҵࠗ۽ݽਸҳࢿೞৈrযܿࠉҮपsਸदೠറӝ߈࢚ٜҙغӝद೮
־оदఅѪبইؘצೠҴষٜ݃৴פоغয߬թষٜ݃ਸࢤزۢୃӝҊझبޖֈחաରী
ࠛبҳೞҊ݃աঋইোझۨࢤز פਵܻࠛ۽ҊীկࢶೠҴਵ۽द৬ਬਗࢤٱਸ
 كই ೠҴࢤഝ֙૩۽ইࣇਸః חഘחॿגইٜҮࢤഝী೧ҾӘೡ۠۠ٸޙਸೡ
ࣻחפоࢤ҂ݴցޖજইೞݴৌब
ઑӘঌѱغਸࡺੋؘই݅חఀࠁੋҊ೮؍о ࠁ࠙ࠗী֙ֈѱҊ݅ ഋಞৈঋ
ࠁࠁ פఐߑӝഥоೠߣبহҊ೮ೠҴযפݠٜҗҮਭਗޖҙبਸযੋਵ۽
थਊରܳਊ೧ഥীѦࠁযܿޙചఐߑਸӝദ೮ೠৠҳ߽ܻҊఖীࢲҊ୶ਸ݅
ٜҊೠ߈بഋܻࣘࠄ۞لܳݎറରبೠਖ਼ߨܻࣘূࢎ৬ۨلӡఐߑറҕߑীࢲ
بӝਸೞݴ൧݂दрبоࢎࣘীࢲࠗ೧ݽणਵ۽೯ࠂೠࣗܳҊ߬חթযݠ
פٜݽणীэࣗѱࣽחغ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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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જইೞחӣߏҗ ࠃڂیযޗఔ١рधਸٜ݅ݴೠҴҗ߬թਃܻܳࢲߓ۽ਕࣻח
যܿਃܻҮपب೮݅উఋӰѱب۽աഛਵ߬۽թਃܻחӝഥܞ۽ঠ೮
۠۠ഝزਸэೞݴ೧ষٜ݃җ࢜۽بਸद೮ݺࢳ୶ਸখفҊਬਗҗୡ١Үী
ޙചনࢿҮਭъࢎ۽ೞѱ೧ݶযڄөೞ݃חীrधҗ֥ޙ҅ࣁ۽ചೞӝs۽Ӓ۔ਸӝദ೮
rࣁ҅ࣘೠҴਸࡃs۽ઁࠗחۄೠҴ Ҵ ߬թъࢎо౭டਵࢳ୶۽धੋ࣠ಞਸࡃয
ࠁҊрױೠ֥ ֢ߓېӝ١ਓաۄনೠޙചܳೡӝഥܳઁҕ೮

যܿਵ۽ਸఃޙחചনࢿҮਭࠗݽਗױনࢿӝୡҗ
ష߈ݽٸউఋӰѱܨೞޅ
ೠ߬թষ݃оೠ࠙҅न߬թীࢲਬ
ਗҮࢎѺөыੋۄҊؘٜחష
߈ѐࢸੌੌߊ״ҕীஂসೞࢲݶ
ߓਸನӝೠ҃ޙചࣃఠաҮ١
ীࢲъࢎഝزਸೞ҃ݻݻחܳઁ৻ೞҊ
ޙ࠙ࠗചоযפݠٜҕաध١ীࢲनמҗޖҙೞѱ҃ઁഝزਸೞҊ࣑ٜ҅࠙ݻ
بۄݺইٜীѱیझ۞ষ݃ࣻࢸ۽חਸఃਕঠѷחबਵ۽୨दрҗъചҮ
ਭ۽Ӓ۔ਸѐࢸೞӝݡ۽Ҋ ೠ׳ֈѱੋఠ֔ਸٍઉҴоੋӂਤਗഥਤୢъࢎࢲݶթޙചоਗࣃ
ఠীࢲޙചъࢎҮਭਸ೯ೞҊ҅नӣ ࣼ  ൞ޙ࠙فъࢎܳݽपࣻ
ޙചࢎഥ೧৬ޙചҮਭੋӂ ޙ߹࢚ചনࢿъউࢿ ߊ߂ೖ٘ߔө୨ഥ दр
җਵޙ۽ചনࢿҮਭࠗݽਗױনࢿӝୡҗrࣗాҗചઁੌsਸೞҊ Үਭܐࣻ۽ݺૐ
өߊә೮۽Ӓ۔ӝദীࢲъࢎࢼ৻  ࣻܐөѾ݅݅ೠҗহ݅ যפݠٜചҗࢿ
оࢿמਸࠅࣻחद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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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חपޙചনࢿҮਭࠗݽਗױप೯җ
֙оөযҊח۽աಃ࢚ੌؘਸ߄ԲࢲݶҮݽणਸইࠁӝ൨ٜѱৢغ೧
חӏܳݽৈࢤਗਸਤೠrೣԋࢿೞחযܿં۽s۽ইоחয ߬թয ৬ܻ
݈ب ాhߣࢲ࠺झܳҮ৬ইࣃزఠীਗೞҊӒܻҊ դ೧ӝୡҗࣻܐࠗݽٜ࢚
बചҗҗ࢜۽ଵৈߊҷਸਤೠӝୡҗਵ۽rೣԋఃਕоޙחചনࢿs۽Ӓ۔ਸೞ۰؍
ୡ҅ദҗܻ׳ٜࠗসਸೞۄוदрৈਬоহ פࠁҴࠗݽৈݺਸ࢚ਵ۽प೯җਸ
ೞҊࠗ ݢୌইदইੋӂޙചো ࣘࣗ൞җ ъࢎܳୡࡂ೧दрҗޙചনࢿࣻস
दোਸࠁࣻࢲݶসই٣যܳب೧пഝزউਸࠁחदрਸоറҙղୡ١Үࢎݺਸஶࢸఢ۽
ୡࡂ೧ഝزউਸѨషೞҊ115ઁোࣻܳਗೠറ౭டਵ۽ࣻসदোө୨दрݏਗҗ
ળ࠺җਵ۽೯ع

ਓաݺۄҗ֥ܳ҃೧ࠆਵ҅ࣁॄ۽दਵޙࢲ۽ചনࢿਸ೧ೡࣻѱೞஂחࣁ۽о
ߡഝزউਸળ࠺೮ҊೠҴ Ҵ ߬թࠗݺݽਸೠਵ۽ਘੌࠗఠਘୡөೠ׳ৈӝрز
উইоޙחചনࢿҮਭrೣԋݽৈইܴܻաۄsܳਗೞҊդ೧ীחࢎੋղоળ
ഝزউrधҗ֥ࢳ୶۽ૌӝӝsীݏೡਸ߉Ҋഝزਗਸաщৢ ݶ೧חষٜ݃Ѽਸݽই
ഝزউਸҊઁܳܐೞחҗਸѢࣻসਗөযоҊ഻ঁࣻҊ܂Ҋ൨ٚҗ݅
ਵ۽ѼਸղҊࢲب۽৬оࣻݴসਸ೯ೞݽחणਸࠁࢲݶկࢶ৻Ҵষ݃оইצܻ৬ೣԋ೯ࠂೠ
ਓݽणਵ۽ઓхਸఃਕоӡӝ೧ࠄ

৻ҴীաоࢎחܻҮٜ۽աಃؘࣘীزনੋחۄਬ۽rޚ݃೯sਸೞחউఋөࣗध
ਸೠܻоޖबࢎਊ೧ৡrޙചsחۄਊযী۠ର߹ਸрҗೞҊחѤইצಝࠊঠೞ
ѷӒܻҊ Ү߹ޖҮਭਵ۽द೯ޙחغചҮਭҗ߹ޙച۽Ӓ۔ٜਬೠোѾҊܻহ
ޙച৬࠺ޙചܳա־Ҋٜݽणҗڄزযੌഥਗਵ۽ӒҊחѤইצೣԋࣼҊೞ
חदрਃೞ֙рޙചনࢿҮਭਗ۽Ӓ۔ਸా೧झझۢহೣԋযܻݴઁٚҾӘೠѱ
ਸޛٸযࠅࣻחೠҴ݅ܳפٜযࣻযજওҊইٜীѱࢶࢤשਵࢸ۽ӝഥܳ߄ఔਵ۽ٜ
ೠҴীࢲೠܻਓਵ۽rೣԋ೯ࠂೠয়טsਸоԼоӡ߄ࠄ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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Ҋढبইٜ

적응과 배움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며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뿐 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드러나서 다문화교육 수기로서 감동과 공감을 선사하는 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 시기 교육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인상적이었다.

٘ܿҮоఎ࠘ࣗ֙উҮחۄѪਸٛҊ ࢲݶఎ࠘ਸ೧ࠄহחաחࢲ۽যݽڃणੌ
࢚࢚غঋওӒۧѱഐӝब߈ ѣ߈ੋ݃ਵܿ٘۽Ү۽ೱ೮Ҋ Үীب೧ࢲӡਸޛযࠁѱ
غթࢤلաоҊؘחҷҭߋইࠁաীӒࢤٜҴनࢤٜח
Ѫਸঌѱ ؘחغѮݽणਵח۽ೠҴࢤٜҗܴহחಣߧೠࢤٜ݆ܳѪࢤۄп೮ؘח
ܰঋওܿ٘Үী࠘חೠनࢤٜҗҴनࢤٜ࠘ೠनࢤٜఎ࠘ਸೞৈೠҴী
ੑҴೠ ݈Ӓ࠘۽ೠীࢲৡࢤٜҊ Ҵनࢤٜఎ࠘ೞनযפݠоҴীࢲѾഒ ਗঋחन
١ਵ۽ҴীࢲձҊ റীࣗ֙غযযۄٮܳפݠೠҴਵ۽ੑҴਸೠࢤٜҕాযפݠо࠘ೠ
ࢎחۄۈѪr٘ܿҮࢤٜೞաэҷ೧݉Ҋࢁs݈۠
ਗېѮਵ۽؊ߋҊਓۈࢎחղ࢚ݶ݆ܳоҊইٜҗэղҊইٜী೧ೠ ݺೠ
ݺঌইоѱࢲݶغӒ݈؊೧غӝद೮աदبযܽदইҗ࢚оӝޙٸীইٜ݃
ҕх࠙ࠗחغҊ ইٜਸೱೠ݃؊ழࢲݶইٜਸਤ೧ࢎݺхਸоҊੌਸೞӝद೮

݃ೞѱػೠҴ ࢿഒۆ
ঌҊࠁפܻইٜރীоदܳਖ਼ؗڱয֬ҊढبইٜӒࢲېೠҴী১җزदী٘
ܿҮীৡࢤীחҊढبۢनਸߑযೞӝਤ೧թਸଧܰӝبೠ۽ࢲоदٜܳ۽ࢲ۽ପ۞ऱ
ӝبೠ࠘ೠࢤٜՙܻ Ҵࢤٜՙܻয࠘חٸೠࢤҗҴࢤऱӝبೠ݅ࡺইࢤࢶۄפ
שदب൨ѹਕೠ
৵Ҋढبইٜੌө оद ࢚ о݆যܽաীಣߧೠࢎۈٜ࢚࢚ೞӝب൨ٚҊాਸѻറӝ
ਵ۽ইৡࢤٜ࠘ೠࢤٜఎ࠘җীࢲоҗࢤ߹ਸ҃ೞҊఎ࠘൨ٚҗਸѻҊ 
Ҵࢤٜ࠙ࠗకযա݃যפݠԋࢲইٜਸҴীթѹكೠҴਵ۽ഓ۽ੑҴਸೞ࣊ࢲৈ֙ۄ
חदрਸষ݃৬ڄযઉೡ פݠইࡅ Ҋݽ١җэմ
যیࢎפݠਸ࠙߉ޅೞҊ ࢿӝীযࠁפݠਸ߉ޅೞৈҮਭਸઁ߉۽ޅ೮ਸࡺই
ۄפযפݠীೠߓनхҗ࢚۽൨ٜযೠযפݠٜԋࢲೠҴীয়दҊഒਸೞѢաষ݃ীইࡅоই
ܲצઓоחѪदبࢤٜীѱ߉חইٜӝয۰ઁޙӒ࠙ࠗࢲېࢤٜযפݠ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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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١ҙ҅ীযפݠԋࢲחӒزউউೣਸޛبۄ۽न೧۰Ҋೞ݅ইٜযפݠ৬эҊ
חӘх࢚ࢎیਸוޅՙ҃חо݆ࢤীחѾҴযפݠ৬т١ਸӝޅೞҊदҴਵ
ج۽ইр҃بҴनࢤٜೠҴীয়݃Үীয়ѱݶغೠҴযоաࠗۄఠदೞѱػ
ߊਸ੍ਸࣻѱݶغtউ֞ೞࣁਃuࠗఠա ҴਸޚҊೞחഅਸߓѱ࠙ࠗػࢤٜ
tযוաۈࢎۄੑפө uޛਵݶtחҴࢎۈੑפuۄҊೠѐਘীࢲ֙بաݶҊೞӝद
ೠաחrҴࢎੋۈо s rೠҴࢎੋۈо sࢎप࢚ࢤٜೠҴীੑҴೞݶѐҴࢤӟֈয
ੌաоݶغҴਸѐࢶఖ೧ঠೡٸоৡपઁب۽ҴѐੋѪۢࢤٜ݈۽ഒۆदӝী
݃ೞѱػѱоয࠘חפݠೠ࠙दפr࠘ೠࢎੋۈо sחۄҊөبೣԋоҊӒܻҊযפݠ
ҊೱۄҊೞ࠘חೠী೧ࢲبҾӘ೧ೠۧѱࢿഒۆदӝܳѢೠҴীࢲࢤഝೠ֙ب
оݶغೠҴযبয࢜וਬହೞѱೡࣻѱغҊ оदо݆ਬো೧ݴೠҴীࢲࢤഝೞחѪࠁח഻ঁ
ಞ೧חѪэযܳפݠ೧ೞӝ൨ٜযೞ؍ইٜয࢜וযפݠоӒۡࣻ߆ীহ؍Ѫਸ೧ೠҊ
ೠदӝܳѻইٜ؊ױױ೧ઉীೞҊ ஂসೞৈઁחtೠҴࢎۈuਵ۽ԹԹইоח
ݽणਸࠅࣻ
Ҋढبܳউਵ۰ݶইࣻ߆ীহоदীପ۰ೖоܲ
Ҋढبо൨ٜযࢲߊߡوசٸҊढبܳউҊ࢚ۈࢎחח؊Өয
Ҋढبоߊߡوਸٸݥঠ࠺ࣗ۽Ӓژೠইݥ
߄۽৬эܻইٜਸrউחsחѪଵইੌইٜ൨ٜݶٸܻبद൨ٜযই
ٜಣউоޛݠؘѱٸؼܻदಣউ೧
ইٜਸrউחsחѪইੌ݅ ইٜਸ݈۽ನӝೞঋҊөӝ۰ ݴইٜীѱࢎیਸ
Ҋ Ӓٜоীഥࠂ۾بച೧ࢲ۽Ӓٜਸਤ೧֢۱ೞҊ ݈য۰ੌ݅ইٜҗन܉ҙ҅
ܳऺחѪӒࢲېӒٜࠛউೠ݃যؔוউغযҊ ࢚оযبוऱݒযҊ ࢿغتযઉ
ࢲٶীࢲӒٜೠҴࢎۈਵ۽ੜೞৈࢎחѪաೡ ܻҮࢎݺইקөर

ࢿӝ৬ೣԋೞחೠҴযҮਭ
ೠҴযҮਭदࢿഒۆझ۞दӝইٜীѱبࣻؼߑחೱਵ۽೯ೠࢲೠҴযܳ
Үࠗ"۽ఠदೞৈࣻળ߹Үਭਸ೯ೞҊਵ ݴೠҴী೧ঌইоޙחചҮਭҗযפݠҊೱੋ࠘
ೠ ӒܻҊթ࠘ೠాੌীೠҮਭਸా೧ࢿউীبਸযबܻਵب۽উࣻؼ۾بೠ
ޙചҮਭഝزਵח۽ೠҴా֥ ֥ োզܻӝ ైഐ ઁӝରӝ١ ৬ాद Үాਊ
ೞӝ ࢎਬఐߑ ాੌޙചӝ೯ ೠࠂ١пઙഝزҗకӓӝӒܻӝ গҴоࠗܰӝ ೠҴधٜ݅
ӝ ೠҴചх࢚ ೠҴ֢ߓېӝ١֙ݒੌߔੌాח࠘ೠী೧؊ࣁঌইࠁݴࢤٜ
ࢤпೞੌాחী೧ӖҗӒܿਵ۽അೡࣻחदрਸળࢤٜಿਸࠁࢤݶпࠁੌాীೠਗ
рೣਸו՜ࣻࢤٜ٘ܿҮউীࢲ ӒܻҊೠҴࢎഥীࢲݢৡాੌਸ҃ೞੌాݴਸܞ
оҊٜాੌېীغҊాੌച೧оغযٶਸইܴѱٜ݅Ҋࡄյ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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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যܳੜࢎਊೞঋҊҴয۽ചܳೞ݅ݭష݂۽Ӓ۔ਸా೧ೠҴযചदрਸט۰݈ೞӝמ۱
ೱ࢚ীب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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ژౠ߹ೠѪ ࠘ೠࢤٜҗҴࢤٜࢲݭ۽ష ݭ౭оغযೠҴযܳоܰҊߓݴҙ҅ܳऺই

۽ա ҮਭഥࠂਸਤೠചೠҴয
۽աоҴղীࢲबпࢿੋࢲݶغ١Үࣻসоغযೠࣻݶ࠺חب׳فসਸ೯ೞ
ੌࢤٜীѱೠҴযߨޙъܳೠѐٛѱೞҊࢤٜҗ۽ചೞৈߓߨޙਸࢎਊೞৈചܳೞ
Ҋ ੌױযঐӝܳೞҊঐӝೠױযޙ۽ਸٜ݅যࠁѱೞҊ଼ਸ੍যഛੋೞߑחधਵ۽೯ೞৈ
णҕߔਸ୭ࣗചೞӝਤೞৈ֢۱೮ژೠੌੌীೠߣ୨ܻधਵ;۽00.ਵ۽ೠױঀݺযदਸࠁ
ӝب೮ࣻݶۿޛসࠁחणബҗоೞѷ݅ ࣻݶসदী҃חೞޅೠചೠҴযܳೞৈ
ೠ ݺೠߓݺߨޙਸഛੋೞҊোणೡࣻחदрযࢲજওҊ ѐੋ߹۽ചܳೞפࠁࢤٜҗ؊о
өਕחदр؍غѪэಣࣗࠗೠױযणਸঐӝೡࣻחदрغӝب೮Ӓറ ܻҮ
חࢤࣻо݆ঋইୡ߈ೠ৻ઁܳب׳فೞҊࣻݶחসਸ҅ࣘ೯ೡࣻ

ޙചҮਭӒܻҊܻઓਬ
ޙചҮਭחۄѪੌޖө ޙച ၞየặ ޙചо݆ޙചо݆חѪনೠաۈࢎۄٜݽ
חѪޙചҮਭޙചоনೠ࢚ടࣘীࢲҮਭਸೠחѪੌѪ
٘ܿҮ࠘חೠࢤ Ҵࢤ ೠҴࢶࢤۧשѱѐաޙۄചܳоࢎۈٜ݅աҮਭਸೞҊҮ
ਭਸ߉ޙחചҮਭਸೠחѪ݈۽एੌইפաହदਸجইࠁݶೠѐэޙച
ߓ҃ਸоࢎۈٜੋݽҮਭഅীࢲࢎبѤ ࢎҊٜ݃ա݆ওחоೞޙݴޛചҮਭۙীח
ࢲܳ۽೧ೞޅೠשࢤࢶٜ࠘ೠࢤٜਸࠁࢤݴпೠ৵ۧѱѢச ৵ۧѱઓब् 
৵Ѣ݈ਸੜೞ١١ژҴࢤٜਸࠁࢤݴпೠ৵ۧѱӝ ৵ۧѱѐߑ ৵ۧ
ѱহ١١ࢤٜب৬߈ࢤ۽пਸೡѪэ
֙૩ٜҗزҊ ۅزჯສჯᚨ ೠաࢎ חपইبٜࢎҊߑधҗ೯زਵੋ۽೧ٮӘѺ
ਸ߉חѪ߄ޙ۽ചѺੌөইٜࢿഒۆҗ؊ࠛয۞ೠޙചѺदҊझۆ߉ח
Ѫೞ݅नӝೞѱبܻݽחٚഒࣘۆীࢲبೞաٜܳ݅যմпઙয۰ਸѻযৡܻ־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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ҳࠁ۽࢜بജ҃ীਸੜೞݴযځೠ࢚ടࣘীࢲبੜইմয়ڢӝۢੌযդܻইٜਸ
ࠁݶଵनӝೞӒࣘীחযڃѦইחف࠘بۄށೠࢤٜҗҴࢤٜࢲߓܳ۽۰ೞݴনࠁ
ೞݴੜղҊചоযয়ܰࣽחр৵হѷחоऱبٸೞ݅ইߓ۰ܳ־ҵо
दೞҊ Ӓߓ۰оदߓژ۰оݴغনࠁоغযܻܳցӒۣѱ೧ળয۰উীࢲبਓਸࣻѱ
೧ળࢤٜীѱޙחച݅ࡺܴই ۄפաରөبয۰ࣻؼҊ١߈ਸઁ৻ೞҊחೠ
Ҵযࣻળী߈ۄٮաѱ ؘחغӒࢲېೠ߈ীѱ݆חѱחөೞٜ݅যܻ
ҊޖदೞঋҊաо݆ҊଚঋҊࢲب۽৬ҊೞաغযҮࢤഝਸੜೞݽחणਸࠅٸযڌ
ѱۧѱࢎیझ۞ইٜաरࢎ۹۽ࢤச౸ী١ਸࠗ٭ѱغਸ ٸഋ
ச౸ਸഒղݽחण ଼࢚ژਸѹঠ೧ࢲҊחࢤਸनೞৈ଼࢚ਸߣٜযѹݽחण
ٜਸࠅݶٸցیࢎޖझۣۧѱউীࢲాੌਸߓࣗރҊदೠܻחӒ־ҳࠁъੋೣਸо
ઓ۽ইоѱؼѪژೠܻҮࢤחഝ࠙ࠗبী؊ъઑೞৈҮਭਸೠࢿҮઁ ൚ো ۱
١ೠӏٜࡺ݅ইۄפইࢎࣗೠٜࠗ࠙ীࢲөੋࢿҮਭܖযࢤഝبоޙചҮਭী
যࢲоऔঋࠗ࠙ೞաੌѪэӒٜۄৡജ҃ ޙച৬ࢎҊоܰӝޙٸীҮӏਸ
ఃחࢎݴѪऔঋӝޙٸೞ݅दӒٜҊೱਵج۽ইоঋҊೠҴࢎഥীೞৈӝਤ
೧ࢲژחೠਃೠҮਭࢤۄпೠࢤٜदӘ೧ೞޅೞ݅दрաݶঌѱؼѪۄ
ࢤпೠоՔ൞ࠁݎঋחѪэղоೞҊ ੌחղооҊחӡחݏഛੋೞҊ
रਸٸоࡅ߃ח۽ٸژةীޛਸࠠחѪэೞ݅ੌоੌחী ԙਃೠੌী൨
ਸղҊ ژ൨ਸմӘҮਭബҗо ߸ചо׀ীࠁঋ؊ بۄઃоࢤٜࢿೞৈդ
զਸഥ࢚೮ਸٸrӒ ٸଵ൨ٜ݅ Ӓڷٮبې೮যsۄҊӝরೡࣻݶӒѪ݅ਵب۽ܻࣻҊо
غঋੌغঋਸ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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ടഅ]ࣻਗदӖࣃܿ٘֙ࣗߥ۽ఠ

۰࢚

बࢎ
Ѽ

ޙച पୌࢎ۹ Үਭࣻӝ

৻Ҵੋо֗
ೠҴࢎഥҳࢿਗਵ۽झ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락배달이라는 조건을 활용하여 소중한 기회를 만들고,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도 관계 맺기, 학업 지원을 시도한 노력이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다.

rزӒ׀ۆীਬդࣻبસਸఋחইs
 оܳ ݺ݅դѤ֙ ۽աੋ۽೧ܻ݆Ѫٜ߸ചغӝद೮؍ਘࠆզ
णࣃפఠदӝോҙਸೖೡࣻহणࣃפఠীࢲࠁחഐӔੋ۽۽೧ীഒযѾध۰
оחߓٜ҃ࣗ֙ਸ࢚ਵب۽द࠺ࢲ׳ߓۅझܳઁҕೞणפदبद࠺ࢲ׳ߓۅझन
ਸೞҊ׳فחৈӝрزউبद׳ߓۅਸೞ֎ݴоജ҃ਸҙೞѱغणפ
tхࢎפu
ೞҕрীࢲࣁधҳоղبח ݴदۅਸ߉ਸࣻ݃ٸસѱੋࢎ೧઼णפӒۧѱ
৬ੋࢎܳա־Ҋ যפݠ৬ചܳా೧оঠӝܳٛѱغणפ

r൞ইੋࠄחೠҴੋۄҊࢤпೞؘח৵ҴੋջҊޛযਃs
যઁ҃חפݠয۰ਵ۽ҴীࢲೠҴਵ۽য়ѱغҊ ೠҴীࢲୡ١Үزହࢤੋইߡܳ݅
աѾഒೞҊܳೠҴীࢲ೮णفݽשݽࠗפҴҴਵח۽ೠҴীࢲకযլ݅
ҴҴੑפೠҴীࢲకযաࢲӘө҅ࣘೠҴীࢲҮܳפҊҴয়۰ೠߣبоࠁޅ೮ח
݈بؘભחೠҴীࢲకযաۋӝޙٸীҴীোҊоহҊ ҴযܳഃೞޅפೠҴ
ৈוইٜۢೠҴযܳࢎਊೞ ݴೠҴੋҗڙэणפ
য۠חפݠоࢎӝীযٜࢲݶೠҴੋਵࢲ۽ҳٜҗযܻ۞ݴೠࢲ۽ই৳ח
ؘҴҴੋѪী೧ࢿഒࣻৢۆਸ۰ೞҊ࣑҅णפযחפݠউੋೠҴܨ
ܳਤ೧ೠҴӈചળ࠺न ؘ୭Ӕц࢚ࢶࣻী࢚ࢤѹѤъঈച۽ӈചળ࠺৬҃ઁഝزਸױفݽ
ೠ࢚కੑפӒࢲېইߡഒ҃ઁഝزਸೞदѱغҊ۽աੋ۽೧оীࢲࢤഝೞחदр
טযաࢤࢲݶഝ࠺ীೠࠗ؊֫ইणפ

rࢲਗਸबਵ۽s
ߓҊरѪ݆بҊ ഐӝब݆بୡ١ࢤܳਤ೧ࣃఠীࢲೞחୡ١ߑҗറইؘ
۽Ӓ۔ଵৈܳউղೞҊחӒۧѱࣻসীଵৈೞѱغण۾࠺פ۽աࢎחۄഥ࢚ടਸҊ۰ೞ
ৈৡੋۄਵ߆۽ী݅զࣻহ݅Ӓبې۽Ӓ۔ଵৈܳా೧൨ਸѪэ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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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פоਵݶજѷযਃs
ࢎחӝীযٜѱࢲݶغҊ݆بইҊ ষ݃৬ঠӝೞחѪ೧णפষ݃ҙबҗ
ઑрࢼҗਖ਼ܻࣗו݅۽ԑחষ݃ࠁۿٸחա݃ਸঌইחҳۢӝҊरפ৬
ചೞҊर݃ழणפ
tפীѱҊ࢚بೞҊઁоӖॳӝܳજই೧ࢲ ಞبҊ߉ਵ ݴэച۞ࠁبоҊरযਃu
۽աੋ۽೧ҳܳࢎӈחѪऔঋওӝীrҙ҅ݛӝsীೠҳחழणפ
ࣃఠࢎ۹ҙܻחr݅פٜযӝsܳݾݭ۽ష݂ࢲ࠺झܳো҅ೞणפ
ীѱҳэפ৬Ҋ࢚بೞҊ ઑبٜਵઁޙݴ೧Ѿߑߨਸझझ۽ਸࣻ۾بೞҊ
रणݭפషࣃחఠܳਊೠҊӈചೞৈೠҴҴਸஂٙೠࢤפੑפ
Ӓ۞ա৬ࢤݭషחѻ࢚؍ടҗࢲݽٚѪۋ׳णפ
חয়۰Ҵࢲܳ೧ೞޅ೮Ҋ פ৬ചח൜܂ঋওणפറפ৬ചࠁ
חରܻۄҮҕࠗীೞחѪիѷࢤחпٜѱغҊ פ৬݅թࣼઁۢוԑࢲݶೖ
ೞѱغणפ

ࢶࢤ שࢤیפചೞחѤ࠙рউೞҊरযਃu
ࣃఠীࢲחӒ݅ೞѷܳࢎחઓೞৈࢲ࠺झܳઙѾೞѱغण҃פਸా೧ೠҴীࢲక
যաۆ৬بੑҴೠݭషݒடࢤпҗחܰחѪਸ҃ਸా೧ߓѱغणפীࢎ۹
חীѱҳٜܳ݅যࣻߨߑܲחਸӝद೮णפ

rӖࣃߥ۽ఠоחѱૌѢਕਃs
֙оਸ۽աࢎഥѢܻفӝ҅ױо৮ചػदӝীېژחҳ৬݅թਸदೡࣻण
ࣃפఠղࣻসٜݶਵ۽೯عӝޙٸੑפӒزউৡੋۄਵ݅۽ա؍ҳٜਸपઁ݅۽աѱغण
 ࣿפӝఋ ࣻࣻসীଵৈೞݴҮҳٜ৻ীࣃبఠղҳ  ࢤز פয়ࡅ١নೠߓ҃ਸо
ਊٜҗೣԋҕࠗܳೡࣻणפएחदрীחооજইೞחѱਸೡ֥ࣻחҕрী
ࢲѱਸૌӝݴկоܿਸೞ؍ࢤٜҗোझۨоөਕࣻणפrѱsਸݒѐ۽ച݆بইҊࠄ
ېդӝоٙೠߋݽणաఋլणפ

r)J )JHIযܻ٬ױਗغs
റࣃఠࢎ۹ӂਬ۽যܻ٬ഝبزदೞѱغणפযܻ٬ױਗਵࡅ۽ঋҊଵৈೞ
ݧݴಿٜب৮ࢿೞҊࢿஂхࠁݍبѱغ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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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ੜೞҊर݃ীחইएоٙೞ݅ ࢎ۹חযܻ٬ী൜ܳࠢݒݴߋই
ܳਤ೧Ѻ۰ೞҊਗਸইՙঋणפ

rࢎۈࢎۈਸযঠೠs

ޙച पୌࢎ۹ Үਭࣻӝ

tೡԅӒۗযਃܲҳٜࠁߓݢਕࢲ؊ੜ೧ਃب؊ੜೞҊरযਃu

ࢎחӝীযٜݴ೧חदӝীೣԋঠӝܳա־Ҋ ҊਸٜযחҳоחѪਵ۽
൨ਸ߉ਸࣻणפझझ۽ೠҴੋҗܲহҊוՙؘחೠҴੋইח߉ࢲۄפର߹җରܳ҃ೞ
ܲࢲݶഋకࣗ৻хҗࢿഒۆਸѻҊחੑפ
оࢎഥীࢲੜೞӝਤ೧Ҵਵੋ۽ೠର߹աࣗ৻ܳѻঋҊࢎഥೠҳࢿਗਵࢿ۽
ೡࣻࣻ۾بਗदӖࣃܿ٘֙ࣗߥ۽ఠоখਵب۽ೣԋೞѷण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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ց܂৻ޖҊࠛউ೧ਃ
ۆ൞]؋Ү

୭࢚ࣻ

࢚ӝр] ਘ _ ਘ ഥӝ
࢚ਬഋ]ѐੋ
बࢎ
Ѽ



ޙചࢤਬഋ]৻Ҵੋ

Үә]Ү

ਃഐࣗࢲ]ઁޙ

외국인 신분의 중학생으로써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불안과 자해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로서 전반적으로
사례에 대한 기술이 잘 되어 있으며, 호소문제에 대한 상담의 과정과 절차, 개입의 방향이 적절하게 기술
되어 있다. 상담사례 개념화와 개입의 내용이 충분히 잘 기술되어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상담개입을
했는지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상담개입의 방법 또한 적절하며 효과적이다.

ղӝࠄࠁ

ղߑ҃ਤ





ࠄੋղߑೞৈ࢚ਸनೣ





























֙өחәীೠҳٜযҮࢤഝૌѢਛؘ࢜ח֙ݴغೠҳٜ߈ܲفݽ
غҊೣ࢜۽әীҳبহҊ ਭदрաࣻসزदрীഒ֗ҳٜղܳଧೠࢤ
ਵࠅ۽өࠛউೞҊ Үपীࢲചաׂҳبহয৻܂Ҋ ࢜܂ѱҳܳࢎӈӝয۵Ҋ೧ࢲҮীоӝ
फҊೣ֘ীഒਸחٸલҊरࢤחпٜҊ೧೯زਸೞѱػҊೣхઑউغয
ਸೞѱؼөࢲޖਕࢲ࢚ਸन೮Ҋೣ
ੋࢎ೦
оܴ ৈ
ա۱Ү֙
оҙ҅ࠗ ݽթࢤز
ਃഐࣗઁޙ
࢜۽ҳࢎӈӝоয۰ਕ೧ਃ
Үपীࢲҳহഒݶפଧೠࢎۈਵࠅ۽Ѫэইࠛউ೧ਃ
ഒਸٸલҊरࢤחпٜҊ೧ܳೞѱظਃ

 ղ೧
ੋ࢚߂೯زҙ

















ӟࢤ ܻݠӭՔೠ৻ ݽೞঢೖࠗ ױೞѱҮࠂਸਊೞਵա݃оܲҳٜӡী࠺೧ૣҊ ѢਸٜҊ
ࣻݴפदܳݽ৻۽ഛੋೞݽחणਸࠁܻࣗݾоߋҊ ࡅܰ ݴओহ݈ਸೞҊ ী൨ٚхਸ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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ೠҴযഅࣼמೞҊചীয۰হ࢚ടҗхഅਸҳਵ۽ҳࢎೣ
оҙ҅













ইߡ ࣁ ࢎস ীࢲࢎসਸೞৈ߄ࢁҊਖ਼ܻࣗо݆ಞۄҊೣ













যࣁ פݠਗࢤ ਗҕࠗܳਤ೧ೠҴী৳Ҋ߄ࡅࢲীןѱٜযৡҊೣղоযפݠীѱ
য۰ੌա࢚ࣘೠੌਸഅೞݶ؊࢚ࣘ೧ઉࢲ൨ٚੌ݈ೞঋחҊೣ





ޙച पୌࢎ۹ ࢚ࢎ۹

ೡبٸਓਵݴഅೞޛ׀ਸࠁ݃׀ஜਸೞݴхഅਸੜೣೠҴয݈ೞӝഥীࢲੑ࢚ೡ۽ب



թ ࣁ ࢤزୡ١ࢤ ࢤزӈৈبٸ݅ӈଳѱೞחઓࢤחۄпٞࢤزҗऱݶ೦࢚যܽࢤزҗ
ऱҊഒլҊೣ
ߊ߂ࢎ׳ਃഐࣗઁޙ৬ҙ۲ࢎػѤ













ղࢎࠗࠗੋחীࢲకযլਵݴթ֗֗ 









ইߡࢁ߄חҊ যחפݠ৻ೞৈןѱٜয১ࢤزӈଳѱೞח೯زਸ݆ೞҊդԲ۞ӝ
Үীࢲҳٜ݆بҊ ੜչؘחҳٜীѱ৴ܳٮೣҳٜ৴ٮೞחղীѱrଧೞҊࠛहೞ
sݴܻࣗ۽ചೞחѪਸٜੋ۽೧લҊरࢤחпҗ೧೯زೣҮীоחѪف۰ਕҮী
оঋযפݠীѱҮࢤഝয۰ਸഐࣗ೮ਵաਗੋਸղীѱইղ߄ܳઁޙԲۄҊೞৈ
ೞҊചоլറীחղ൨࢚ٚടী೧যפݠ৬ചೞঋѱؽযפݠоೠҴਵ۽ਬ
ৢٸҳҙ҅য۰ਸѻҊחղীѱೠҴীࢲҕࠗ೧ࠁחѪযڌѷջחӂਬীযפݠ৬ೣԋ
ೠҴਵ۽১ೠҴীࢲੜղӝਤ೧ೠҴযҕࠗܳৌबೞҊ ֙ীೠҴয݈ೞӝഥীࢲੑ࢚ೣ
֙өೠҴযәҗәীҳٜҗ೧ઉҮࢤഝૌѢਛ࢜֙ࢲݶغೠҳٜҗفݽ
غ߈ܲযਭदрաࣻসزदрীೣԋקҳоহҊ࢜ҳܳࢎӈҊरؘযڌѱೡۄށ
ೞҊ ҳٜࣻসदрীഒחղܳଧೠࢤਵࠅ۽өࠛউೣҮࢤഝ൨ٜҊ ৻܂Ҋ 
ࠛউೞҊೣҮীоҊरঋۢલҊरࢤחпٜҊ೧ܳೞѱؽ
बܻѨࢎѾҗ
 ".12Ǐ
оࢲ೯زౠࢿ୨ ҙबҵࢶ 
बܻࠗ

ӝ࠙ઁޙ

ࠛউઁޙ

ӝాઁࠗ









աҙ۲ޙ೦ࣻ
લҊरࢤחпٚӒۧ 
ҳਵ۽҅ദਸࣁইפয় 
ೠߣبۄਸदبೠইפয়
೧ҙ۲ޙ೦ࣻ
೧ܳೠ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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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ÉաੋחېӝחোӝоחغѪ
Éղоೡחٸҳٜহਸٸ
Éযܻࢳѱبղоف۰ਕೞחѪҳٜաܳځաחѪ
Éղооڷٮೞѱוՙۈࢎחҳ
ÉղооनחѪোӝೞחѪ
Éղо݅ড৻ٰҔীഒѱݶػҳٜҗэҊर
Éղࣗਗ݃ܖ۽যݶ
૩ࣗਗੋӝחোӝоחغѪ
ل૩ࣗਗҳٜ݆ইݶજѷ
ࣇ૩ࣗਗೠҴযܳੜೞחѪ
Éաযࢁ߄חפݠ
Éযפݠ৬ա݈חউాೠ
Éইߡ৬աܰݽחѷ
Éܲоী࠺Ү೧ࢲܻоউೞ
ÉղоࠁחաখզੋӝחোӝоؼѪ

 ࢎ۹ѐ֛ച
࢚оঈೠղઁޙ















࢜֙غযәীࢲr݃חݏҳsࠗ۽Үীয۰ਸ҃ೞࠛ ݴউҗх ࢤп ೧
೯زਸࠁҊೞҊח૩ ࣗ֙ӝߊ׳ౠੋࣗࣘхਸೱೞחౠҗ؊ࠛযযܽदࠗఠо
ীࢲוԑঠೡউੋӈࣘхࠗ۽ҳٜҗࣗࣘхਸా೧উхਸוՙ ݴrҳ݅աܳ೧ೞҊࣻਊ
Ѫsࢤחۄпਸߊ׳दெ৳؍Ѫਵࠁ۽ل૩ әীࢲ࢜۽ҳܳࢎӈؘחয۰ਸѻਵ ݴഒח
दрࣘࢲݶغ৴҃ٮਵࢤ۽ѹդrഒݶפଧೠࢎۈਵੌࠁ۽ѪsࠗחۄࢎزҊо؊೧ઉ
җبೠࠛউҗхਸו՝ࣇ૩ ղझझܳઁޙ۽೧Ѿೡࣻহחೠ҅ܳוՙݴೣҗف۰
ழઉҮীоҊरঋࠗחхਸࠁ
ղࠁഐਃੋҗਤਃੋ
 ղࠁഐਃੋ
࢚ীߊҊӓܳઁޙ ݴ೧Ѿ೧ࠁҊೞחо݆
хഅਸੜೞҊ х߸ചܳхೞѱঌইରܿ
যणٙמ۱җ೧۱ڪযթ
хਸഋࢿೠҳٜҗҙबਸоҊبਸחೠҴযәࢶࢤשٜ࢚ېژਗਸоҊ
যפݠоೠҴযמ۱ࣻೞҊ֗оઁޙצী೧ҙबਸыҊҙ҅ܳѐࢶೞҊೞחо
 ղਤਃੋ
৵ҋࢎػҊੋ۽ೠࠛউ хӝࠂ ӝాઁࠗ֫
যפݠо߄ࡅഒחद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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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पୌࢎ۹ ࢚ࢎ۹

 ࢚ݾ߂࢚ۚ
࢚ݾ
 ৴҃ٮীࢲߩযաѤъೠইѐ֛ਸыѱೠ
 ઁޙ೧Ѿ҃ਸా೧ઓхਸೱ࢚दఅ
 ղযפݠ৬ҙ҅ѐࢶਸా೧оীࢲউӈࣘхਸыѱೠ



࢚ۚ
 ղо࢚ݶਸా೧ޖઑѤࣻਊغҊੋ߉҃חਸా೧оઑѤചࢤػпਸߩযաѱೞৈࠛউਸ
хࣗदఅ
࢚ܿجٮടীࢲҳٜ যפݠীѱ݈ೞҊर݅അೞޅ೮݃؍ਸഅೞӝ ࣻਊҗҕх҃ೞӝ
ҳٜࠗ۽ఠܿجٮਸ೮؍tӒٸѢӝࢲuוԕ݅ઁࣻ۽ਊೞҊઑೞޅ೮؍х҃ਸtӘ
ৈӝࢲuदӘഅೞৈઁו۽ՙҊҙ೧नхਸঌইରܻҊী࢜۽ߑधਵ۽ೡࣻ
۾بೠ IFSFOPX
࢚ܿجٮടীࢲղоഅೞޅ೮݈؍ٜਸ࢚ݶীࢲഅೞחোणೠ࠼ ӝߨ 
࢚ܿجٮടীࢲࢤӟࠗࢎزҊܳӛࢤпਵ۽ജೠ
 хਸঌইରܻҊઑೡࣻߨߑחਸҊਊ೧ࠁחذ۾ب
хਸঌইରܾࣻ۾بrх֢যࠁӝsোणਸా೧ࠛউ ӝ࠙গয۰ਸٸхਸઑ
ೡࣻחذ۾ب
ࠛউ х߸ചоਸبٸ߉ਸࣻߑߨী೧ঌѱೞҊਊೞѱೠ
 ࢎࣗాള۲ਸా೧ࢎഥࢿߊઁޙ߂׳೧Ѿ҃ਸыѱೠ
әղ࢜۽ҳܳࢎӌীয۰ѻҊחղীѱઁޙ೧Ѿਸਤೠrաߨ׳sࢎࣗాള۲ਸ
ా೧ੋҙ҅מ۱ೱ࢚җઁޙ೧Ѿࢿҕ҃ೞѱೠ
 ղ৬যפݠ৬ҙ҅ܳѐࢶೠ
যפݠ৬ҙ҅ѐࢶ߂ղоפҊېژחҙ҅ীࢲܳઁޙѐࢶೞؘחযפݠҙबҗ֢۱
ਃೣਸੋधदఃҊղߊ׳ౠࠁܳઁҕೞҊ ചߑߨடਸా೧֗ܳࣻਊೞҊ ҕх ೣ
ਵ۽ղীೠҙ߂కܳبѐࢶೞب۾ب৬ղооীࢲউӈࣘхਸыѱೠ
উҙ҅ѐࢶਸా೧rҳ݅աܳࣻਊೞҊ೧ೡѪrחۄ೨बन֛߸ചࣻؼ۾بೠ
࢚җ߂ѐੑղਊ
ղࢤп ೧೯زഅҗ".12ǏѨࢎܳా೧ࢲ೯زਤҵਵ۽ஏغযҮղਤӝҙܻਤਗഥܳ
ৌযࡅܲѐੑҗনೠبߑߨ ࢝ݽҮղ৻ਗਸాೠࢲউхਸࣻ۾بೣ
۽աੋ۽೧࠺ࣻݶসٸղח١Үೞৈղਗ ೠҴযә ೠҴযәъࢎ ә
 ࢚ ࢎਸాೠण ࢲҙܻ৬࢚पदೣ
ഥӝ߹ਃড
ഥӝ ഐࣗઁޙୢߊਃੋఐ࢝ 















അҮࢤഝ৻܂Ҋ൨ٜযࢲҮীয়ҊरঋҊೣযઁ֘ীલҊरࢤחпٜҊ ೧೯ز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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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ӝ೯زਸೞѱؼѪэইࠛউೞҊೣ ೧೯زਸೞѱػदӝ ח֙חٸೠҴযәҗәী
ೠҳٜযࢲҮࢤഝૌѢਛҊೣ֙غযࢲ֙ٸ೮؍ҳٜࣻؽ߈ܲفݽস
زदр ਭदрীೣԋקҳоহযࢲց܂৻ޖҊ ഒݽחणਸଧೞѱࠅөࠛউೣ࢜۽ҳܳ
যڌѱٜ݅যঠೡۄށೣߎীഒਸࠛٸউೞҊೠࢤпٜҊࢤпҗ೧ܳೞѱؽ
ഒחղܳҳٜଧೞѱࠅѪۄҊࢤпೞחਬ חҳٜীѱ৴ܳٮ೧ࢲഒ ٸק
ܻࣗ۽ղܳࠛहೞҊଧ೧ࠁੋҊೣ൨ٜযࢲষ݃ীѱ݈ॹ٘۷݅ઁޙؘח೧ࢲষ݃ীѱചо
աҊ೮ҳٜदࢶࢲޖਕࢲҮীоঋওҊ ࢤпҗ೧೯زਸೣ
ഥӝ".12Ǐ 4$5Ѩࢎ बܻѨࢎपद 













".12ǏਤӝبഛੋਸਤೠѨࢎীࢲחࢤпਸೞҊ ࠛউਸӝਤ೧೧೯زਸೞҊਵա
ҙ۲ ҳ҅ദਸоҊঋҊ അ࢚ടীೠझۨझ ࠛউ ӝ࠙ ઁޙӝాઁࠗ֫ѱա১
ਤࢶҙबҵਵ۽ஏؽ















Ü".12ǏѨࢎѾҗࢶҙबҵ  ਵ۽ஏغযࠛউ ӝ࠙গࣘदӝాઁࠗਵ۽೯زਤ
ਸѪਵ۽ஏغযਤӝҙܻਤਗഥܳాೠदәೠӔਃ









4$5Ѩࢎࠗݽ৬ҙ҅ীࢲrաয ࢁ߄חפݠযפݠ৬ա݈חউాೠ ইߡ৬աޖחҙबೞs
rҳٜҗҙ҅ীࢲחղоೡחٸҳоহਸ ٸযܻࢳѱبղоف۰ਕೞחѪҳٜաܳ
ځաחѪs rղо݅ড৻ٰҔীѱݶػҳٜҗэҊरs
Üоউӈࣘхࠗ۽ҳٜҗࣗࣘхਸా೧೧Ѿ೧ৡѪਵࠁ۽Ҋ ҳ৬ҙ҅оղ
ӝ࠙ ࠛউઁޙীਃೠਃੋਵࠁ۽
ഥӝ оҙ҅ఐ࢝ 

















ীࢲইߡןࢲࡅ߄חѱӈо೮Ҋ যبפݠਸ࠺ਛҊೣԋয۽ࢲبпੌਸೞҊചܳ
ೞঋওҊೣࢤزӈৈبٸ݅ӈଳѱೞחઓࢤחۄпٚҊೣޙٸࢤزীഒլҊ
ೣࠗשݽԋࢤزҗऱݶ೦࢚যܽࢤزҗऱҊഒլҊೣೠҴী৬ࢲইߡ৬ాചೞҊ݅
ীਸחٸইߡ৬ೞঋওҊೣযחפݠചоੜాೞঋחҊೣೠҴীࢲҳٜহݶ
݆൨ٜਸѪۄҊೣղ൨ٚ݃ਸযبפݠঌওਵݶજѷҊೣ
ഥӝ যפݠ৬ҙ҅ѐࢶਸాೠࢲউхыѱೞӝ 
যפݠച࢚

























ചܳాೠ࢚ਸ೯ೣযפݠоनহ߄ࡅࢲ֗ࢲয۰ਸۋށҊೣधࢎೡٸҳٜ
ঠӝبೞҊ ҳٜҗ֥۞दղী֗৳Ҋ೧ࢲੜղחঌওҊೣ֗оցޖೞҊغޅѱ
ҷযࢲऱѱؼөࠊޖҙब೮Ҋೣ֗ܳযڌѱ೧ঠೡܰݽѷҊೣࢎӝ֗নਭয۰ਸ
ࣻਊ ҕхೞҊҕࠗೞחযפݠৌਸѺ۰ೣ֗बܻѨࢎѾҗী೧উղೞҊߊ׳ౠ ҕх ࣻਊ
ചߑߨடೣযبפݠਸా೧֗ઓхೱ࢚ࣻؼਸউղೣ֗оࢲਵ۽উ
ٸؼөࢶࣽਤܳоҊҙबਸӝৈѪਸਃೣ࢚पചߣഐউղೞҊ֗ҙ۲بਃೞݶ
ઁٚোۅೞӝܳਃೣ
ഥӝ ղࠗࢎزҊఐ࢝  













അхਸх٘۽അೞѱೣr৻ ܂ೞࠛ উೞࠗ झۣ ൨ٜsܳࢶఖೣәীࢲೣ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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ೞҊ൨ٝӒܻҊ࢚ടਸযڌѱ೧Ѿ೧ঠೡࢲۄށೣ















ÜtҳহഒਵݶଧೞѱࠅѪuࠗחۄࢎزҊо
ഥӝ ઁޙ೧Ѿਸਤೠࢎࣗాߑߨোणೞӝ  





ղоוՙחхীоݢ೧ѾೞҊरхੋޖо അәীࢲ࢜۽ҳܳࢎӈҊरؘ
যڌѱ೧ঠೡۄށೞҊೣ ֙ীחҳٜҗযڌѱ೧חо ೠҴযәҳীղ

ޙച पୌࢎ۹ ࢚ࢎ۹

קҳоহয৻܂ҊҮীয়ӝफҊࠗझ۞ҮपীࢲഒݶפҳٜଧೞѱࠅѪэইࠛউ



৬࠺तೠदӝীӈҴೠҳоযࢲӘߑ೧ࣻҊәҳٜҳٜݢо৬য೧
Ҋೣ ೠ݃೧Ѿݶغয࢚ڃടؼѢэա ҳٜदࢶਸधೞঋইࢲ݃ಞউ೧Ҋ 
ҳٜҗࣻڄبҊ زदрীೣԋפҊ ৻܂ঋইҮয়חѪૌѢѪэҊೣ Үয়חѪ
ૌѢਕӝਤ೧ղоೡࣻחѪ ܰݽѷҊೣҳٜفݽೠҳؘٜחղоՙݶफয
ೡѪэইبೞӝоয۵Ҋೣ әղীҮࢤഝীয۰חҳٜਸ࢚ېژחذীೠࠁ
ܳঌҊա ࢚ېژীೠࠁܳѱद౸ীࢲࠁӝח೮־ؘחҳੋܲݽחҊೣ࢚ېژܴਸ
উղೞҊ࢚ېژীѱبਸ೧ࠅѪਸӂೣযڌѱبਸ೧ঠೡܰݽѷҊೣഅղ
хয۰җਗೞחղਊਸഅ೧ࢲبਸೞחrաߨ׳sചߑߨਸடೣrաߨ׳sਸোण೧ࠆ
࢚ېژীѱبਸೡࣻѷחо ೧ࠁѷҊೣ࢚ېژীѱبਸ೧ࠁ۾بѺ۰ೞҊ 
࢚ېژীѱبೞӝܳҗઁ۽ղષ













࢚ېژীѱղr݃ਸաׂҳsࠗܳࢸݺೞҊ࢚ېژ৬ഈ۱ೞৈղоҮपղ
ೡࣻ۾بೣ
ഥӝ ઁޙ೧Ѿࢿҕ҃ա־ӝ 















ഥӝ࢚റबदрী࢚पী೯ࠂೠਵޙߑ۽ೣ࢚ېژীѱrաߨ׳s࠺तೞѱঠӝܳ
೮Ҋ ࢚ېژоখਵ۽ೣԋפҊ೮ҊೣӒࢲېցޖજ࢚ݴप৬ࢲഅೞҊх 



അו՝ ಞউೞҊೣ ಞউೠхਵ߸۽ചػਬ࢚ېژ ח৬ೣԋࣻزসदрীэפҊ 
ਭदрীبэغযಞউ೧Ҋೣষ݃بীੌନٜযয়Ҋ ೣԋधࢎبೞҊ ঠӝبੜٜয
ળҊೣ য࢚ڃടਸ߸ചदௌחо ࢚৳ਸחٸഒ൨ٜѱউજࢤп݅೮ؘחҳীѱ
ب৬ۄ׳Ҋഅਸ೮ҊҳоэפҊ೮Ҋೣ ҳীѱبਃೡٸҡଳওա ݆য࢝ೞҊ 
൨ٜযࢲ ݈ೞ۰ҊѾबೠ૩զ݈ਸޅ೮Ҋ զ݈೮Ҋೣ࢚ېژоചೞҊೡڣڣޖٸೞѱ
߈೮ݶঠӝޅ೮ਸబ࢚ېژؘҳоਓਵࢲݶঌѷҊ೧ࢲ݈ೡࣻҊೣ ࢚ടਸ߸ചदః
ؘחਃೠѪੌޖө ҳীѱ݈ਸ೧ঠೠҊೣ ղनীѱೞҊर݈ t݈ਸ೧ঠחغѢঠ
݈ਸ__ইੜ೮uۄҊೣղীѱਊӝܳղযഅೞҊ ࢚ടਸ߸ചदఅ೯زী೧டଲೞҊѺ۰ೣ
 ഥӝ ۄ݃೧Ѿೞӝ  















ਃ્೧ܳೞҊरࢤпٜٸоח ਃ્ࢤп ೧೯زਸೞঋחҊೣ ೧೯ز
աࢤпլ࢚؍ട ীࢲҳٜҗࢎоաࡅਸٸҳٜҗद೧ӝਤ೧ࢎҗب೧ࠁҊ 
ੜޅਸҊѷҊ ੜޅਸঌ۰ۄ׳Ҋبೞਵաޖदܳೣചपীࢲҳٜܻࣗ۽৴ܳٮೞח
ղীѱrଧೞҊ ࠛहೞsܻܳࣗחٜҊೣ ചपীࢲ࢚ടীೠו՝ ਸଵਵ۰Ҋ֢۱
ೞޛ׀ਸൗ۷ҊହೖೞҊ ࢼޖҊ ೞҊ ҮীоӝफযҮܳоঋওҊೣ ࣻਊೞ࠙ݴযؽ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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ਸঌܻҊӒசٸөӝ۰ષ _࠙оܻܳࣗղݴষ݃ীѱ৴ܳٮ೧൨ٜҊঠӝ೧ب
ষ݃߄חՇػݶҊೞ߄ݴՉࠗ࠙ਸ೧೮ҊചоլҊೣ ղੑীࢲ࢚ടਸ࠙അ೧
ࠁ۾بೞҊղоוԕਸ৻۽җೣ ֢࠙ ೠхਸҕхೞҊࣻਊೣ दӒ࢚ٸടਵج۽ই
рݶযڌѱೞҊरҳٜ ষ݃ীѱഅ೧ࠁѱೣ ࠼ӝߨ 







Үীࢲഒחפҳܳࠄח оҊ݈ೣ ҳоഒݽחפणଧೞҊࠛह೧
ࠁח ӒۧঋҊೣղоࠁחҳݽणਸࢸݺ೧חۄ׳ਃীڙڙೞҊ য ೠҴযب
ੜೞҊ ࣻبੜೞחѪэҊ ੜࢤӟҳۄҊೣ ҳبഒפפଧೠࢤۄҊࢤпೞҊਸө 
ইۄפҊೣ ղ৬ࢤrڙэ࢚ടীࢲ৵ܰѱࢤпೞחѪੌө উજӝরաࢲӒۧѱ
ࢤп೮؍Ѫэ ৴҃ٮחղחଧೠࢎۈs݆ա ਫ਼दࢤпೞইۄפҊೣ Ӓۢചपী؍
ղীѱয݈ڃਸ೧Ҋर ցחଧೞҊࠛहೠࢎۈইפঠ ҳٜ݈بহ৴ܳٮदெ
࢚ࣘೞҊࢲޖਛ؍Ѣঠ ҳ৬ചоউغযࢲਫ਼दഒ؍ѢঠuۄҊ݈೧Ҋ ೣԋযҊ ࢚ࣘೠ
ঠӝٜܳযѪ ղীѱҳ ח൨ٜҊ ৻۽ٸীযҊঠӝٜܳযۄۈࢎחҊೣ
ҳٜীѱղחযڃҳоغҊर ൨ٜٸೣԋযҊبਸחҳоغҊर৴ࢎٮѤٸ
ষ݃ীѱוԕ࢚ࣘ؍ೞҊചоլ݃؍ਸrաߨ׳sਵ۽അ೧ࠁҊষ݃݃بٜযࠁ۾بҗઁܳ
ղષ
ഥӝ хঌইରܻӝ৬೧Ѿߑߨইࠁӝ 













դഥӝীষ݃ীѱוԕ݃؍ਸrաߨ׳sਵ۽അ೧ࠁওח ষ݃оղ݈ਸٛҊ൨࢚ٚടਸ
ࡈܻ೧Ѿೡࣻߨߑחਸঌ۰ҊरযࢲӒۧѱঠӝ೮Ҋೣষ݃оղоӒۧѱ൨ٚݴۋށ
উ೮Ҋࢎҗب೧ࢲજওҊೣ ষ݃ীѱഅೠറ࢜܂ѱঌѱػѪ ܻࡈܳઁޙ೧Ѿ೧Үࢤഝ
൨ٜঋѱೞ۰Ҋ೮؍ষ݃݃ਸঌѱ ؽষ݃݃ਸঌѱػѪীೠו՝ ষ݃о؊જই
աܳࢎیೞঋওҊࢤп೮یࢎؘחೞҊࢤחпٝষ݃ࢎ݃یਸ೧ೞѱػղо
ೠࡩۆѪэҊѺ۰ೣ খਵ۽࢜ب۽ജ҃ীࢲࠛউ хࢤӡؘࣻחযڌѱ೧Ѿೡ ېژ
࢚৬ষ݃ীѱࢎਊ೮؍rաߨ׳sਵ۽അ೧ࢲܳઁޙ೧Ѿ೧ࠁѷҊೣղীѱ݃൨ٜٸ
ࠛউೞҊ ೠх٘חѪ־ҳաоࣻੋ࢚חхਸࢸݺೞҊхറ೯زਃೣਸ
അೣࠛউೡٸхਸঌইରܻҊ೧ࣗೡࣻߨߑחਸউղೣաࢤпҗх߄ࠁۄӝোणҗ֘दрী
ࠗхࢤӡ҃೧ࣗೡ࢚ࣻחӝҙച 4/4ܳউղೣ ղхঌইରܻӝীਃೠ
֢৬х ߄۾ݾۈܳࢶޛೞҊഝਊߑߨਸউղೣ  Ӓ৻ղоࠛউೞҊೡبٸਸࣻ
࢚חחо ষ݃ ҳ ࢶࢤשীѱ൨ٚ݃ਸഅೞѷҊೣ 





೨बन֛ੋrҳ݅աܳ೧ೞҊࣻਊ೧Ѣঠs߸חۄചܳഛੋೞӝਤ೧ ࠛউೞҊೠхࢤӡٸ
ղܳ೧ೞҊبਸࢎۈٜ־оਸө о ࢶࢤשٜ ҳٜҊೣ
ഥӝ хঌইରܻҊઁޙ೧Ѿೞӝ 













୭Ӕী࢚ࣘೠхࢤ҂؍ח ҳоডࣘਸউெചبաҊ ࢚ࣘ೮Ҋೣ ҳীѱࢤӟ
хਸযڌѱ೧Ѿ೮ח ࢤпೞҊरঋইਬౚ࠳ࠁҊೣӘبҳ৬ইۧޖبঋୋೞݴ
ਓਵݴղ݅ҳীѱ࢚ࣘೠ݃ਸоҊҊೣ ҳীѱ࢚ࣘೠ݃ਸഅೞঋਬ࢚ࣘ חೠ
݃ਸഅ೮оࢲ۽য࢝೧ҊҳоղܳफযೞѱؼөѣغযഅೞঋওҊೣх ߄ۈ
۾ݾܳҊઙীࢤпҗхٜਸ߄ࠁۄӝਤ೧࢚ടҗוԑхਸઙীযࠁѱೣ যࠄറয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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ࢼࢼ೮؍ѪэҊೣ ࢼࢼೠҙ҅ܳ೧Ѿೞӝਤ೧ޖਸೞҊर ҳীѱղࣘ݃ਸ݈ೞ
ҊरҊೣ ࣘ݃ਸযڌѱ׳ೞݶજਸ ݈ೞӝࠗחՍۣҊ ಞܳॳѷҊೣ࢚पীળ࠺ػ
ࢂಞࢶఖೞѱೞৈ ҳ৬࢚ടীࢲוԕ؍хҗ߄۔ਸಞ۽അ೧ࠁѱೣ ಞܳ׳ೞݶ
࢚ടযڌѱ߸ചؼө ҳоա݃ਸঌѱغҊ աبҳীѱೞѱхҗ߄۔ਸഅ೧ࢲ؊೧
Ѫэ ҳীѱഅೞחѪਃೠਬ݈ חਸ೧ঠҳоա݃ਸঌѱغҊ ݃ਸऀӝҊೞݶ



ࠛಞ೧ࢲ؊೧ࣻহਸѪӒܻҊա࢚ࣘೠ݃ب೧Ѿ ؽҳҙ҅ীࢲਃೠѪ r࢚ࣘೡٸ

ޙച पୌࢎ۹ ࢚ࢎ۹

ח ҅ࣘॳפࠁҳоডࣘਸযѹചоդѪࠁղࠁܲҳܳ؊ਃೞѱৈӟࢤחпٜয

ҳীѱхਸऀӝঋҊ ݃ਸഅೞחѪsۄҊೣ
ഥӝ ࢚ബҗஏ 

















࢚ബҗஏਸਤ೧ୋبޙҗ".12ǏѨࢎपदೣrղоજইחبsܳా೧ইઓх߸ച যפݠ
৬ҙ҅߸ച Үੋ بҙ҅מ۱ ઁޙ೧Ѿמ۱ ".12ǏѨࢎܳాೠࢲ೯ زࢤп ೧೯ز
߸ചஏೣইઓхୋبޙীਵ ۽যפݠ৬ҙ҅ҙ۲ਵ ۽Үഐхب
ҙ۲ਵੋ ۽ҙ҅מ۱ҙ۲ਵઁޙ ۽೧Ѿמ۱ҙ۲ਵ࢚۽ೱઑؽ
".12ǏѨࢎܳా೧ࢲ೯߸زചܳஏೠѾҗ߈ਵ۽ӛ߸ചܳࠁ
बܻࠗ

ӝ࠙ઁޙ

ࠛউઁޙ

ӝాઁࠗ

લҊरࢤחпٚ

೧ܳೠ









Ӓۧ  
ഃই פ

Ӓۧ  
ഃই פ

୶࢚ࣻ



















ࠁࢳ࠺ૉٜ݅ӝ۽Ӓ ۔ாٜ݅ӝ۽Ӓ࢚߂۔ਸా೧ӝࢲҙ߂ࢿஂ҃ਸాೠઓх
ೱ࢚ ࢎഥࢿߊࢲ ׳উх ۽ఐ࢝҃ਸоࣻ۾بೣ

 ࢚ࢿҗ
ইઓхೱ࢚ؽ
Üইઓхୋبޙपद ਵ࢚۽ೱઑؽ
ࠗхࢤӡٸхਸঌইରܻҊઑೡࣻߨߑחҗઁޙ೧ѾਸਤೠࠁܳоҊਊೞҊ
Üх֢যࠁӝ ҳ о ࢶࢤשҗചೞӝ  4/4࢚ӝҙউղܳాೠઁޙ೧Ѿ
যפݠо֗ীೠ೧оևযઉӛҙ҅ߊ۽ೞҊ оীࢲӈࣘхਸыѱؽ
Üযפݠ৬ҙ҅ୋبޙपद ਵ࢚۽ೱઑؽ
ੋҙ҅ীࢲदبೠചߑधࢿҕ҃ਸా೧ࠛಞೠҙ҅ܳӓࠂೞҊҙ҅מ۱ೱ࢚ؽ
Ürաߨ׳sਊਸాೠҳ যפݠ৬ҙ҅ѐࢶ
Üੋҙ҅מ۱ୋبޙपद ਵ࢚۽ೱઑؽ
х ҙ҅١ܳઁޙ೧Ѿೞઁޙח೧Ѿמ۱ೱ࢚ؽ
Üઁޙ೧Ѿמ۱ୋبޙपद ਵ࢚۽ೱઑ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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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ਤӝܳউਵ۽ߑೡࣻѱؽ
ÜҮഐхبୋبޙपद ਵ࢚۽ೱઑؽ
ࢲউхਸా೧ࢤпҗ೧೯زਸ୶ݥѱؽ
बܻࠗ

ӝ࠙ઁޙ

ࠛউઁޙ

ӝాઁࠗ

લҊरࢤחпٚ

೧ܳೠ









Ӓۧ  
ഃই פ

Ӓۧ  
ഃই פ

৴ࢎٮѤਵࢤ۽ӟࠗࢎزҊ৬оীࢲউӈࣘхࠗࢤ۽ӟоઑѤചػ೨बन֛߸ചࢤӣ
Üࠗ
 ࢎزҊrҳоহഒݶפଧೠࢎۈsrبਃೠ࢚ടীೠࢎ ۈsਤӝীೠࢎۈs 
rഒחפѪਸಞউ೧ೞۈࢎחs
Ü೨बन֛rҳ݅աܳ೧ೞҊࣻਊ೧Ѫsrҳ৻ীоҗ߸ীաܳ೧ೞҊࣻਊ೧ࢎۈٜ
s
۽աੋ۽೧࠺ࣻݶসبٸ١Үೞৈղਗ ೠҴযә ೠҴযъࢎ ә Үҗݾ
ࢶࢤ࢚ېژ ש  ࢎ࢚ޙӛҙबҗࣻਊ҃ਸా೧Ү۱ೱ࢚җ࢚ܖযઉਤӝ࢚ട
ࡅܲदрউীউਵ۽೧Ѿ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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୭]ҳࣁഅୡ١Ү

࢚ࣻ

࢚ਬഋ]ѐੋ
बࢎ
Ѽ



ޙചࢤਬഋ]Ҵղࢤ

Үә]ୡ١Ү



࢚ӝр] Ә _ ࣻ ഥӝ

ޙച पୌࢎ۹ ࢚ࢎ۹

݃ѢܻN

ਃഐࣗ]ઁޙоҙ҅ ࢲ

사례개입의 과정과 절차 방식으로 사례가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담자의 학교적응문제와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해 상담자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강조와
다문화의 차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점이 돋보인다.

ਃഐࣗઁޙ

оઁޙইࡅоࠁҊरযਃ
ੋҙ҅ઁޙҳٜաࢶࢤשҗਵݶૌѩӝبೞ݅ޥоࠛಞೡبٸযਃ









݈ݢѦӝоࢸݎৈઉਃ
णޖػӝ۱աחੜೞחѱহযਃղоযڃѪী൜оחܰݽبѷযਃ

 ӝࠄࠁ
ੋࢎ೦
 ࢿ ݺо݃ ݺ
 ࢤ֙ਘੌ܉द݅ࣁ
 ۱܉दୡ١Ү֙
 ࢿ߹ৈ
ղ҃ਤ















֙ਘੌ ݾਃੌ ݃ࢶࢤשԋࢲҮղ8FFېझীߑޙೞৈ܉ೣಣࣗীبજঋ؍
۱؊ڄযҊೞब
ੋ࢚߂೯زҙ

















ࠁాఃী݃ܲഋਵ۽౹җܻоӡݴө݅ೖࠗীғठܻݠहԁಽೞҊ׀Ҋࣘ׀ॊই
ӟಞਵ۽ࠁӝীبҴੋ৻ݽ৩ਸӈѱࢁѱੑҊחܻࣗݾಞೠҴ݈ߊ
જಞҊഅ۱নೞঋҊױઑ۽ಞѦѦחઑबࢿѱѦਵ࢚ݴपী৬ࢲইۨ
ܳࠁҊࠄੋજইೞחѢ۽߄ݴۄ೧ࠁҊर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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बܻѨࢎѾҗ
 زоച ,'% 

















৽ଃ݃ য়ܲଃ ݽೣԋ݅ݽחࡃܳفणਸӒܿ࢝சೠ݅חف৴݅ۄفҊ೮ਵݴখܻݠо׀ਸ
оܻ֎ ۄҊޛਵפҊѐܳࣼҊחѢۄҊೣࠗܳӒܻঋݽ৬बܻѢܻооө࢚ݴഐ
ਊഝߊೣਸ୶ஏೡࣻ

 ӝ߂ࢿѺѨࢎ +5$*  















ӓ୶ҳоUJMF֫۽ಞݴزթٜѼೞޅೞऀחয࢚ࠁחਸੜߊѼೞݶ߈ח
ױҳоઝٸؼऔѱചܳղѢաਸ࢚पೣੋࢲۄٮҙ҅ীযࠛউೞҊ ੌীযࢲ
ࣘੋ֢۱ࠗೡࣻਤഥೖبUJMF֫۽ಞࠛഛपೠ࢚ടաࣼೞঋ࢚ടী
ೠف۰݆Ҋࢎഥ࢚ടীࢲਤ୷غҊࣻસযೣࠁۈࢎܲ؊݆৬Ѻ۰оਃೣ/4
৬)"֫ӝౠ݃ੋҙ҅ܳয۵ѱೞחਗੋੌࣻبਯࢿҗোхই
ծ߈ݶӝୡਘই֫ࣻਯࢿҗোхਸೠߔ࠙ਤࣻоUJMF۽ইծইࢲࢿࣼ
ೣਸೣ+5$*חఋبୋبоহযࢲѨࢎनب܉ী೧ࠛ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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ޙച पୌࢎ۹ ࢚ࢎ۹

 ࠗݽনਭకبѨࢎ 1"5  



ஂࢿݽ۱җҗӝחա߈ݶрࢼҗߥ൚ೣୡ١֙ীחೠрࢼҗߥਸ
ా೧ࢤࢿஂࣻળрѨਸೞҊӒѾҗীܲٮೖ٘ߔਃೣਸடೣ࠺ੌҙੋনਭకחب
֗ࢿѺੋਃࣗࡺ݅ইۄפੋஏݶীੋࠗبೱਸࣻҊ ࢎഥࢿߊ׳ীبоաࢂ
ೱਸࠗחೠకੌ۽بҙੋনਭߑधਸೡ࢚ࣻ۾بೣ

 ׳ߊ۽ӒܿѨࢎ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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അ݃ࢿח " оغҊरԷਸыҊҊకӂ ب3 ী൜ܳוՙҊ࢚חక$4٘ӟ
ೞ݅3 * "بਵ࠺۽तೠࣻળन൜৬ࢿਸӝਤ೧নೠ҃ӝഥܳઁҕೡ
ਃо
о߂ࢎഥҙ҅
 য  פݠৈ֙ૉ߬ఃझীࢲ১Ҋੋহਵաইܰ߄ഋకੌਸрਵ۽
ೞब݃৬࢚ഐਊ݆ಞҊনਭߑधҙೞҊೲਊੋಞҴઁѾഒೠթಞҗ݅חթറ
ݻदр݅ীࢎیহחѾഒਸೞҊ݃оޖ۵ഒೞҊഅթಞҗৈ֙ഒೣ
 ইߡ  ࣿਸݡҊ݃ߑীٜযоࢲࢿ୶೯ਸೞҌೞ݅ ࣿਸ݃दঋ࢚కীࢲ݃ח৬
֥ইӝبೞҊযܽզࢶޛਸࢎӝبೣ݃ݽীѱتਸౠ߹ೞѱبঋҊ৻חੌببҊೣ
 ࢎഥҙ҅ױҳחহҊәীࢲࢿزبҗೠࢎۈ߹۽হৈࠁթ৬ҙ҅ܳחݛѪ
؊োझۣҊࡅܰҊࠁҊೣ
ߊ߂ࢎ׳ਃഐࣗઁޙ৬ҙ۲ػਃࢎѤ













݃оࣁޖ۵ࠗ৬ݽоഒೠറݽ৬оӘ҅ࠗ৬݅ա࢜۽оਸԲܻѱ݃חݽؽ
ࠗ৬ѾഒदগহחҴઁѾഒਸ೮ਵա അ҅ࠗ৬یࢎחਸוԑഒਸѾबೞѱغҊೣ
Үपীࢲ଼݃оߑಌܳਫ਼Ӓঋചपਸщয়߈פҳٜоߑਸৌযࠄࢎѤ
Ӓറ۽ԙಌܳਫ਼ӒҊפ۰ೞ݅যߡܾبٸҊೣҳٜҗೞѱয۰֥Ҋरਵաߑ
ߨਸܰݽѷҊೠҳٜഋࢿغযযࠛಞೞҊೣ݃חझझܳ۽ੜೞחѱহਵשࢤࢶݴ
աҳٜখীࢲߊܳೞחѪनহҊೣܲҳٜۢڙڙೞبঋҊҕࠗܳੜೞب
ޅೠҊࢤпೣ
ղъҗਗ
࢚ח߉Ѫী೧ӛ
ݽ৬ࢶࢤשҙबҗࠆج
അࢿоغҊरԷਸыҊ
൨࢚ٚടীࢲبѾࢳೞঋҊѾ࢚కоજ

 ࢎ۹ѐ֛ച
ઁޙਗੋীೠ׳ߊ߂ݺࢸۿҗ













݃оࣁٸࠗ৬ݽоഒਸೞҊݽഒনਭࢲ۽ೡਸೣӒറیࢎחݽਸו՛അ҅ࠗ৬
ഒਸೞҊӘਵܳࢎ۽ೣࠗ৬חগহѾഒਸ೧ࢲ݃ܳձҊ߄۽ഒਸೞҊഅ
োۅਸೞঋۄחҊೣݽоীࢲӝࣻמળഅթಞҗ݃ীೠӝܳदఃӝ
ਤ೧ࠗ۠оਸԲܻҊই՝হח൞ࢤਸೞח١җӝמਸೣਵॄ۽ӝ࠙ചࣻળ֫ঋಞਵ۽
ࢎ࠙ؽܐചࣻળծݽ৬݃חਲ਼ҙ҅ࠁ۽ৈݽ৬݃҃҅оܐݺೞঋҊ۰҃҅
ীࢲ݃ݽחѼաхীزೞחغҊઓೞחҙ҅ੌо݆ࢿמীݽࢲۄٮо
թಞਸӒܻਕೞغ׳݃חযઉࢲ݃хبӨࢤп೧ࠁঋҊनѪਵ࠺ޖ۽౸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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ࠁ־חҳաыҊחইߡrઓsীೠৌੌݎо֫ࢿמইࠁ+5$* ইزਊӝ߂ࢿѺѨࢎ ীࢲ
ࢎഥхࢿߔ࠙ਤUJMFੋ߈ ݶোхUJMF۽рѺबೠಞҊ ౠোхҭծ
ߔ࠙ਤࣻ ӝਵࢎח۽ഥࠁ࢚नഐ৬ఋੋхীೠхࢿডр֫݅ ࢿѺਵ۽
ޙחചо҃ߓחۄਵࢿ۽җীࢲఋੋীѱҙೞঋਵ࠺ݴ౸Ҋ࠺ഈઑੋࢿѺਵ۽
ഋࢿغਸоࢿמযࠁ۞ೠࢿѺېژٜҗࢎഥҙ҅ܳחݛѪীযࢲগоغਸ



Ѫਵؽܐࢎ۽নਭೠࢿஂ۱֗ߊ׳ীӛੋೱਸசࣻ݅աѱ

ޙച पୌࢎ۹ ࢚ࢎ۹

߉ইٜਵܳࠗ҅ॄ۽Ӓܻਕೞחхਸоࣻبژೠ ୡ١֙ਵࢲ۽rӒsইߡܳࠁҊरযೞӝ

ݶغझۨझܳ߉ѱغҊࠛউҗୡઑೣਸߊࢤदఆࣻژೠ ֗അपҊёҙੋݽणࠁ
؊җӝܳೞѱݶغӒӝীࠗೞޅೠҊוՙݶ؊ਤ୷غҊઓхծইࣻ
ࢎ۹ীࢲ݃पઁӝ UIFBDUVBMTFMG ৬ݽо݃ীѱ߄࢚חۄӝ UIFJEFBMTFMG
оࠛੌೣਵח݃ॄ۽नמ۱ীೠхࣗغҊਤ୷غҊࠛউҗਸ҃ೞח
Ѫਵࠁ۽ৈ1"5ࠗݽনਭకبѨࢎীࢲрࢼҗߥ൚ೠ߈ஂࢿ ݶ۱җҗӝੌ࠺ ҙࢿ
աѪਵࠁ۽Ҋؽ
࢚ݾ߂ѐੑߑೱীೠݺࢸۿ
 оࠁઁޙਟࣁо࢚ۿীݶܰٮഅ݃৬חݽਲ਼ػҙ҅࠙۽ചࣻળծইӟҗ
ࠛউࣻળ֫ಞ݃झझࠗ҅۽ীೠх ࠗীೠхਸഅೡࣻ֗ݽ۾بр
ܐݺೠ҃҅ࢶࢸؼਃоղߑदݽ৬݃ࢎоաѱਲ਼غযযܻ࠙
दఇਵݽॄ۽ೱীઝغঋਵࢲݶҙ҅ܳਬೡࣻ۾بೣܳా೧݃৬חݽਯҊ
بࢲݶ݀ةਃೠ۽ࢲחٸ೯ࠂਸਤೞৈഈزೞҊೞ۽ࢲݴীࢶೠ೦۱ਸࣻ
۾بೣ݃ ݅оୡ١Ү֙ݽۄடҗೠхೲਊೞ݃غन
хਸഅೣਵ֗ݽॄ۽р࠙ചࣻળਸ֫חѪਸݾ۽ೣژೠ۽झੋрब࢚ۿীࠗۄٮ
ীೠхਸҕх೧ષਵॄ۽Әוՙחхਸ࠙וՙҊഅೡࣻ۾بೣ۞ೠҕх೧
ܳా೧݃ѐࢿҗхਸਸࣻ۾بೣ
 ੋҙ҅ޙઁޙചоܳ݃҃ߓחۄ؊ਤ୷غѱ೮ਸоࢿמ೧Ѿब࢚ۿী
ۄٮनъҗਗਸഝਊೞৈҳٜীѱ݈ݢѤ֎ӝܳݾ۽ೣ
 णޖػӝ۱ೖೞѢաӓࠂೡࣻহ࢚ੋࠗחടীࣘਵ ࢲݶغ֢۽যځೠदبա֢۱بѾҗ
ܳ߄ԵࣻহҊৈӝҊޖӝ۱೧חഅ࢚ਸ݈ೣनয֢ڃ۱ਸӝৈبѾҗо߄ՇঋਸѪ
ࢤחۄпਵੋ۽೧ ೡ࢚ࣻחടীࢲبই۠ޖदܳبೞঋѱחغѪਵ۽࢚प ৌ١х ١
ਵ۽যࣻनמ۱ী೧झझ۽হ࢚חక ۄف߈۽#BOEVSB ӝബמхਸ
֫חѪਸ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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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ݾhۚ߂ѐੑର
࢚ݾ৬ۚ
 оઁޙ
  ݾоਬҙӝҙীࢲ࢚ উղܳ߉חѪীࠛಞೣহ۾بೠ
աनхਸࣛೞѱഅೞҊӝઓхҗ࠙ചࣻળਸ֫ੌࣻ
  ۚইزী ೠ ࠁઁҕ  ݽ৬ ݃ ۱ ೱ࢚ਸ ਤೠ ਬҙӝҙ উղ ߂ ਬҙӝҙҗ
ਬӝഈઑաੑӝߨ ա* ߨ׳NFTTBHFӝߨ ޖઑѤӛઓ ҕх ա࠺ನ৪
 ੋҙ҅ઁޙ
  ݾҳٜীѱ݈ݢਸѤ֑ࣻ
  ۚয়సয়օשࢤࢶ࢚۽җࣗా ҳٜ݈ਸੜٜযӝ नо݈ೞӝܳ
ా೧नхఃӝ
 णޖػӝ۱
  ݾनજইೞੋޖੌחఐ࢝ೞҊपઁࢿҕ҃ਵ۽ӝബמхਸ֫ੋ
  ۚ۽Ѩࢎ पઁࢿஂ݈҃ೞӝ ఋੋࢿҕݾѺ݈ೞӝ ӝঐदӝߨ
࢚җ߂ѐੑղਊ
 оઁޙജ҃߸ച৬ࢲ ҃ઁয۰ਵ۽֗নਭীഒۆਸоઉৢѪਸ࢚ೞৈݽীѱৈ۞
оࠁܳઁҕೣղੋ݃оୡ١Ү֙ӝبೞҊبݽܻա݈ۄҗޙച৬ࢎউо
൚ೠਸҊ۰ೞৈ݃৬ܳݽೣԋ࢚ೞӝبೞҊܲदрܳ೧࢚ਸ೯೮ݽীѱইز
ࠁഐޙӝҙ ೧߄ۄӝࣃఠ ࣃఠ١ਬҙӝҙਸউղೞҊো҅ೞৈबக࢚җӓੋࠁഐܳ߉ਸ
ࣻ۾بઑ۱ೣܳా೧ޙചо݅ೠҴীࢲࣗ৻хਸוՙӝࠁחਤӝ࢚ടীࢲ݃ب
ѢܻחNਸוՙѱೣઁ҃חݽ݀ਸਤ೧ࣘ׀ॊোসӝࣿਸߓӝ۽ೞҊӓੋࣁ۽
ߓী೮݃חইࠁزഐࣃఠীো҅ೞৈद҅ܳഛೣইࣃزఠীࢲ݅ա ېژח
Үࢎ١җҊনߑೱੋ࢚ഐҮܳܨೣਵॄ۽द҅ೱਸࣻزਵ߉۽ӝ݅ೞחѪ
ইۄפद҅҃ਸࢶఖೞҊࣻ೧աхਵ׳ߊॄ۽җਸب࢚оࠗীೠࠗੋх
ਸ׳ೞחѪਸনೞࠗ݃ݴীೠӒܻਸഅೞҊӒഅਸҕх೧ࣁ҃۽ೣ
ܳా೧݃৻۽ਸ೧ࣗೞҊ݃ݽחणӒ۽ооוח՝ਸо۾بೞҊ
ইઓх֫ই࢚ࣻ݃ഥࠂਸਤ೧࢚दҗী೦࢚ա࠺ನ৪ਸೣࣚفਸ
ա࠺ݽনਵ۽оढਤীৢܻҊ݃बܿী ࣚ৽ۄٮয়ܲࣚߣтইషׯৈષਵ݃ॄ۽
উਸыѱೣաߨ׳оҳࢿਃࣗ೯ࢎ زѤ աх ߄ ۈҳ ࠗఌਸਊ೧ࢲোणਸೣ
ܳా೧ݽ৬ېژۿޛח١ࢎഥҙ҅ীࢲ࢚ߑਸ࠺դೞঋҊनхਸഅೡࣻਵ ݴ
࢚ߑաঠӝী҃ೞѱغҊղоਗೞחѪੋޖী೧ࢲبഛೞѱ׳ೡࣻਸ
҃ೞѱೣژೠաੑӝߨਵݽ۽೯زਸ࠺դೞѢաೞӝࠁ݃חхীୡਸ
୶ݏযഅೞ۾بೣࢲݽ۱ীݶ೮ਸࢿٸਵ݃۽नੑਸߋب۾ب
ਵ֗ݽॄ۽рࢲ߈ࢎ߈ঈࣽജীࢲߩযզؘࣻחذ۾بബҗݽীѱ݃بо
۠അਸೡٸী҃ೡѪਸ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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ౠ ۽աীೞৈ8FFېझীࢲपઁ࢚ࡺইۄפয়సয়օ ޙܳഝਊ೧ࢲदрҗ
ҕрઁডহ࠺࢚ݶହҳܳഝਊೣ݃ࡺ݅ইחݽۄפҮ೯ઁ߈ࢎ೦ۿޛೠҴীࢲ
ҙҕࢲীࢲઁޙ೧Ѿמ۱ࠗೠࠗ࠙যޙ ച য়సয়օਸഝਊ೧ࠁܳઁҕೞӝبೞҊ
۽աߔनઙറߎী݅֗ݽযࢲࠛউ೧ೡٸबܻ ࢲউചܳਤ೧࢚ਸೞӝبೣܻޛ
ੋѢܻݣחয࢚ࢶےبਵ݃۽Ѣܻܳગ൧ࣻѱغҳٜীѱ݈ݢਸѦࣻਵ۰ݶ



ҳীೠ೧৬ҕхמ۱ਸӝܰחѪࢶۄҊࢤп೮ӝী࢚݈ਸӈӝৈٛחѪਃೣ

ޙച पୌࢎ۹ ࢚ࢎ۹

 ੋҙ࢚҅ઁޙҮࢎ৬ҙ҅оغ݂؛ݽযېژ৬ҙ҅١ࢎഥҙ҅ࣻؼߊ۽࢚۾بೣ

ী࢚पীࢲ࢚Үࢎо೮݈חਸٛҊࣿೞחোणਸೣٸୡ١֙ࣻળীחݏӡঋҊ
Ӓো۸ীחݏदܳઁदೣਵ݃ॄ۽о൨ٜযೞঋࣁ۾بबೞѱߓ۰ೣࢲ۽ೡਸ߄Բয݃о
݈ਸೞ࢚ݶҮࢎо҃റࣿਸೣ࢚पपઁࢤഝীࢲ୷ࣗ౸ਸӵײҊ࢚पীࢲোणೠ
ѪٜਸपઁࢤഝীࢲبਊೡѪਸঠӝೣनਸ݈ೞۄҊೞীחহҊೣ࢚Үࢎо
ݢѐߑੋక۽بਸ݈ೞ݂؛ݽחਸࠁޥоױೞҊѢࠁࣗࢎחೠѪٜفݽ
ࣻؼҊ݈೧ષ݃טחҳٜੜೞ࠺ؘח೧नੜೞחѪহযࢲ݈ݢѦӝо
൨ٜҊೣ࢚Үࢎо࢚ݢपীԲળदрডࣘਸੜఃחѪ݃ۄҊೞӒ۠Ѫ
غبջҊೣষۄҊடଲೞҊनਸఐ࢝ೞب۾بষ݃о೧दחधਸݍѱ
חݡѪҗъই৬ੜ֤חਸঠӝೞҊடଲਸ೧Ҋੋ҃ਸా೧ੋҙ҅ী
ࢲनхਸоਵݶજѷҊ࢚ೣ ژҳٜनޛѤਸ݅ਸٸചܳղݶҳٜफযೡөࠊ
ޅ೮ҊೞחѪী೧࢚ೣӒ࢚ടী೧ࢲبхਵ۽ചܳղӝࠁחनࢤпҗࢎܳ
ഛ݈ਸೡਃоਸঠӝೣ࢚ടীࢲبաߨ׳ਸా೧ചܳղঋҊبनхਸ
ബҗਵ׳۽ೞبࢲݶҳ৬ҙ҅ޖبցঋਸࣻਸঌ۰Ҋোणೞחदрਸо
ҳ৬ҙ҅ীࢲ݃بоੌߑਵ۽ଵѱ݃ݶغо൨ٜযҊӒҙ҅بࣘغޅೠҊ
࢚ೣ
 णޖػӝ۱ୡ١Ү֙ਵࢲ۽۽ীೠੋधࠗೠো۸݅4VQFS৬(JO[CFSHীೞݶ
ୡ١Ү֙दӝחনೠসҗੌী೧ഐӝबਸоҊ࢚࢚җҕ࢚ਸૌӝחജ࢚ӝী೧ؽ
दӝ۽ജ࢚ $BSFFS'BOUBTZ সীೠ൜৬מ۱ ࢿਵ߸۽ചؼоࢿמఀ$'1*۽
ߊ׳ѨࢎܳपदೠѾҗ۽ജ࢚3*"4&$۽ੌীݶܰٮҙणഋࢎഥഋ $4 ౠਸࠁ۽Ѩࢎ
ܳ೧ࠁפनযڃѪীҙबਸࠁחܳঌѱغযࢲӝࢁҊೣ۽ѨࢎחೞաଵҊݴܐ
݃ݽٚѪਸաఋղחঋחҊࢸݺ೧Ҋখਵ߄ب۽ՉࣻחѢۄҊ࢚ೣഅ݃о
ೞҊरੌࢿۄҊೣਬౚ࠳ীࢲࢿоա৬ࢲܻࣗݾ؊ࡂೞݽחणਸࠁҊ߈೧ࢲࠄੋب೧ࠁҊ
रҊೣ۽ജ࢚җੌחبઑӘծ݅খਵ۽֙ৢۄтࣻ߸۾ೡࣻחѢۄҊ࢚ೣ؊ࡂೞח
Ѫਸ࢚Үࢎখীࢲपઁ۽೧ࢲೞݽחणਸࠁթখীࢲनযڃ೯زਸೞחѪਸࠗՍ۞ਕ
ೞחಞੋؘӓࠂೞҊ؊ࡂݽणਸࠁৈળѪী೧ѱடଲ೧ષࢿחۄসݺਸؘ࢚חۋށਸ
ా೧ঌѱغযࢲӝࢁҊೞҊࢿоغӝਤ೧ࢲݾҙܻܳੜ೧ঠؽਸ࢚ೞҊࢿоغҊर
൞ݎࣘݶۄԲળೠҙबҗোणਵࣻؼ۽ਸѪۄҊѺ۰ೣߓҊरѪకӂب৬ೖই֢
ۄҊೞৈݽ৬࢚റਗӘਸ߉ইࢲъणਸ߉ਸࣻ۾بઑ۱ೣకӂߓبחѪী൜ܳыҊ
ৌबೞݽחणਸடଲҗѺ۰ܳ೧ષకӂبীࢲܲҳٜथәबࢎܳਤ೧ৌब֢۱೧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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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ݽחٮܳڽणਸࠁҊࠄੋبৌबೞݶೡࣻѷҊೣߊରӝೡٸীۄৢ֫ߊחо
ঋই࢚ࣘ೮ҊೣԲળפҊোण ֢۱ೠѾҗઁۄৢ֫חоחѪীࢿҕೞѱغҊঠӝೣ
݃झझࢿ۽ҕೠ҃җఋੋࢿҕ҃ਸా೧֢۱ೞݶೡࣻחӝनמ۱ীೠӝ
ബמхਸ֫Ҋणޖػӝ۱хীࢲߩبযզ࢚ࣻ۾بೣӝঐदӝߨਸঌ۰Ҋtզ݃ݽٚݶ
ীࢲաח؊աইҊणפuܳѢਸࠁݴ೧ࠁ۾بೣ࢚ॄ۽оহח Үपীࢲ 
ܻࣗࣘ݃חژ۽ਵ৻۽࢚ࢲݶ৬ঐഐۢ݃ѢܻNܳוՙࠗחоੋബҗب
ীীӛੋӝঐदߨਸా೧ࢲनীೠनࣻੌ֫ܳ܉࢚۾بೣ

 ࢚ࢿҗ
оઁޙ



















݃৬ܳݽਬҙӝҙীো҅ೞৈबܻࢲਗਸ߉ҊਬҙӝҙҗҗѢܻоݣযҮాਵ۽
৴ࠂೞӝীदр݆ࣗਃغҊनೖ۽хਸഐࣗೞৈରਗਸਃೞৈࠗਸ؏যષઁ҃ݽ
݀ةਸਤ೧সള۲ӝҙਸצѾҗࣘ׀ॊোҗࣻܐૐਸ߉Ҋষӝ೮ҊѺૐदਸখفҊ
݃חইࣃزఠীࢲणடҗ֘धࢎਗਸ߉Ҋېژ৬࢚ഐਊ࢚טୡӝ
ীחইࡅоࠁҊरҊঠӝೞҊോച۽ࢎبইࡅࢎਸӒبل۽ਵաഅੋࠄח
ࢎਵ߄۽ՇࠗীೠӒܻਸরೞҊࠗೞӝࠁחхਸഅೞҊҕх೧ܳ೧ષਵॄ۽
х೧ࣗܳఠٙೠѪэݽ৬࠙ചࣻળਸ֫ৈࠛউҗӟࣻળਸծ୶חѪցޖয়ػېҙ҅ӝী
ױӝрী߸ചחয۰ਕࠁӒ۞ա۞ೠ࢚ടਸݽоੋೞҊҊ֢۱ೞݽחणਸࠁҊݽ
хਸхਵ݃۽খীࢲࠁঋਵ۰ҊೞҊਵ݃ݴоनѼਸੜഅೞݽ۾بоݢ
݂؛ݽਸೞ۰Ҋ֢۱ೠҊೣ*NFTTBHFبোणೡחٸҍੜೞ݅पઁ࢚ടীࢲחইӘߑࢤпա
ঋחҊೣযܲױبӝрীೞӝীחҭয۰ѪۄҊঠӝೞҊӒ֢۱ೞחҗਸடଲೞҊ
ԲળೞݶࠁചؼѪۄҊ࢚ೣݽীѱחթಞࠗ ݃ীѱࠗࠗח۽ഒۆೠ࢚ട
݅ࢎഥਬҙӝҙ ইࣃزఠো҅৬ਬӝੋഈઑ١֎ਕܳഋࢿೞৈ݃৬ݽо
݃Ѣܻ݅ఀNܳוՙ۾بೠ࢚ܳ҅ਗೣ
ੋҙ҅ઁޙ



















۽աࢎ۽ഥੋݶҙ҅оযٚ݅ఀҮীࢲ݃оपणೡӝഥ݆חঋওӒ۞ա 
ইࣃزఠ కӂب ೖই֢Үणࣗ١݃द҅ח؊טযդ݅ఀনೠࢎഥҙ҅ܳ҃ೡࣻ
חӝഥपઁࣃ۽ఠਗ שకӂبࢎߧש١җੌ ରदр١ਸ֤ೞӝਤ೧ӓਵ۽
ചాചܳ೧ࢲܳઁޙ೧ѾೞݽחणਸࠁҮपীࢲ݃بоपࣻ۽оߑਸৌয֬Ҋࠂبীաр
߈ؘחҳٜоߑীࣚਸঋওਵࣚݴਸݶनࢤпਸ*NFTTBHFӝߨਵ
۽ঠӝೡѢۄҊೣҳٜҗبदрӝٜযࢲח؊хਸוՙҊ݈ݢਸѦӝبೣपઁ۽
8FFېझীࢲ࢚ױਸ೯ೡٸীبഒਸחࠁٸইࣗӓҊਤ୷ݽػणթইਵա
࢚ୡӝী࠺೧ӓੋݽणਵ۽ױীೣ୭Ӕয়సয়օߎ۽ীইࡅীೠҊթই
Ҋ೧ࢲযڃҊջҊޛਵפইࢲݶפ೧ѾغҊೞݴ۽ࢎਸࠄੋࢎਵ߄۽Բ
ী೧ࣘੋఐ࢝ਸೞҊ݃хਸҕх೧ਃоѷनী೧ৌࣚоۅ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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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ೠਸӝ߈ਵੋ۽ҙ҅ীযࢲبनхਸыҊот࢚ࣻ۾بೣҷ࢝ܰҊ
Ҵੋ৻ࢲۄݽѢܻхוԑઉ݈ݢѦӝоয࢝ೡبٸ݃؍ীѱࢲܳ۽೧ೞҊ࢚
݈ীӈӝৈٛ݃ݶחѢܻחNחۄਊӝܳоѱؽ
णޖػӝ۱ 

















۽ѨࢎѾҗҙणഋࢎഥഋౠਸࠁࢎۈٜҗೣԋೞחѪਸૌӝ־ݴҵоܳоܰҊب৬ח

ޙച पୌࢎ۹ ࢚ࢎ۹

ӒܻҊॄࠁۄҊೞ࢚פୡӝࠁ؊݆ॳҊࠄੋۧبѱ݆חۄ֥ݴۋށਕೣ



ੌীҙबਸоҊࢎחഥഋౠীۄٮױदनੜೞחইۨ۽җੌਸٜ݅ӝܳ
ױਗীѱоܰ҃חਸೞѱೣनੜೞ࠙חঠী೧ܻ؊भਸߊൃೞחӝഥоغҊ݃ب
झझޖ۽оܳ೧յࣻחनхਸҊೣখਵ۽ҙणഋౠਸ۰դੌزউ߉
تҗࢎਊೠتਸܻ೧ࠁחदрਸыѢաӘ݃ооҊחӝبҳ৬֢оযڃѪݻѐ
חઑࢎೞৈܻ೧ࠁח۽ഝزदрਸо҅ദ۞ೠदрٜਸా೧աࢿҗੌܳب
ࢤп೧ࠁҊղо৻ਵ۽ੜೞחѪীҙबਸӝਵॄ۽ബמхਸ֫ৈणޖػӝ۱ীࢲߩযաӝ
ਤ೧ઑ۱ೡ҅ദӝঐदӝߨਸԲળ࢚ೠѾҗनࣻؼ۽ѷࢤחпীಿܳڽ
ٮӝਤ೧ৌबకӂפܳبҊژೠݽ৬࢚ਸా೧֗ীѱҗӝ৬աࢿஂ۱
য়۰֗ܳ؊מޖೞҊޖӝ۱ೞѱٜ݅ࣻਸ࢚ೣ֗ࢎࣗೠ߸ചীبҙबਸыҊੜঌই
ରܻҊੋೞҊடଲਸೞѷҊೞब݃ী೧ઑѤചػоیࢎ۽ਸӝࠁઓޖ۽ઑѤ
ӛઓਸೡࣻ۾بடೣࠗ߸שݽചػకبী݃܂࢜חѱחפకӂ بೖই֢ 
ইࣃزఠ١ীࢲبੜೞҊৌबੋݽणਸࠁੋҊೞब݃חకӂبীࠗ൜ܳࠁҊ
࢚חకޙചоীࢲࢿೞחইٜनמ۱ী೧ࢲࠗਵ۽пೣਵॄ۽۽߷ী
ࠗ٭ഊਸٸऔѱನӝೞ҃חо݃ݽীೠ࢚ӝ৬݃അपӝрࢲ 
݃ѢܻоNоࣻؼ۾بনਭட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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হחইࣘݎীࢲࡄաח൞ݎਸࠁ
߅ز]ೠনҕসҊ١Ү

۰࢚

࢚ӝр] ਘ _  ݾഥӝ
࢚ਬഋ]ѐੋ
बࢎ
Ѽ



Үә]Ҋ١Ү

ޙചࢤਬഋ]Ҵղࢤ

ਃഐࣗઁޙҮࠗ оҙ҅ ੋҙ҅ ࢲ

학교폭력 경험을 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취업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으로 조울증을 경험하는
사례로서 상담의 과정과 절차, 개입의 방향이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사례
개념화와 개입의 절차 등을 충분히 잘 기술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상담개입을 하였는지 잘 알 수 있게
사례가 기술되었다.

ਃഐࣗઁޙ

ইחҮ۱ೖ೧ܳೞҊաࢲҮઑ৬नѤъਬ߂࢚ਸా೧উхਸইооঈކ
җхӝࠂ णҙ೧ ӓबೠх١ਸѻਵࢤ࢚ੌݶഝয۰ਸрഐࣗೞౠই
חԷীࢲࢤࢤبೞѱೖ೧߉ݶٜۄৢځਫ਼ਸѢޅࢲݶӓ೧ઉҊझझ۽ীೠৌ١х
ݒژೠхীযࣽрनઓооহҊוԑӝبۄೞݶ೧ܳदبೞ۰೮Ҋ־ҵо
नबܻয۰ਸঌইҊࠁٞযӝܳഐࣗೞইחनݾ۽৬അמ۱ ࢿஂࣻળ
ࢎীҦܻхࠛפࠁউхҗઝхীࡅࢲݶхӝࠂबചغҊઑૐҗૐߣтইաఋաࢲݶӝ
ઑয۰ਸוՙݴӒੋ۽ೠੌ࢚ࠗਸ۰ೞ݃ח



ӝࠄࠁ

ੋࢎ೦



















оഋకחয פݠѾഒ ৬־ա ӒܻҊই۽ҳࢿػೠࠗݽоਵࢲ۽যܽदࠗఠইߡחযפݠ৬
ইܳࢲਵ۽ҊాਸҊౠইীೠনਭ৬଼хহਵݴঌةਵ۽ҕѺੋ೯زਸ
ೞӒੋ۽೧যחפݠоಣചܳਤ೧ೠҴੋթಞҗഒೞҊযਵోࢲ۽ҊޙചରܳѻҊ
যই৬ࣗాೞؘחযࢲ־աоबੋೡਸೞҊইחযפݠ৬ೠಞ݅न
ؼѪэইࣁೠनࣘ݃җঠӝܳੜణয֬ঋҊ־۽աীѱೞחಞযחפݠ
ইীѱޖоܳ೧Ҋर݅ই׀ܳ҃חࠁࣗೱߣݒפࠁೞݽחण۞٘ف־ա
חӓҊਵ۽അೞҊоपੋоೡਸೞҊ
ղ҃ਤ



















Ү۱ೖ೧ܳೠইחҗѢী࠺بतೠ࢚ടযࢲबܻ࢚৬Ҋాо೧ࢤҗܻ࠙ೞࢲ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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बܻ࠺ࢲܐझܳোѾदெӒۧѱইחઑӘঀউхਸইоח٠ೞоࢲਵࠛ۽উೠ
ݽणਸࠁۄ݃ীܲٮঈކীযࠛݶૐীदܻ׳оח۽ٸജпաജ҃بೞࢎ݅ࢲݶо
ӈଳҊоۄঊחӓबೠ࢚కীܰѱغӒ۞оӝղݶझۨझੋ۽ೞৈणҙੋ೧о
աఋաҊӝઑਸೞӝ൨࢚ٚടীܰѱغҮ࢚ഥӝܳযоبࢲݶҮղҙ۲ࠗࢲ৬
җ ࢚पрਬӝੋഈ۱ҙ҅ܳҳ୷ೞৈইী൨ॳӝ۽ೞ۞ೠੌ۲җٜࣘীࢲ



࢚Үࢎۄ݃ࢲ۽హ࢚߆ࣻؼীহחҳઑਵݴৈ۞Ӕҗदبоਃ೮Ҋৈ۞ਗਸোѾदெ

ޙച पୌࢎ۹ ࢚ࢎ۹

ਵ۽ইীೠ࢚ਸ೯ೞࢲݶҮ৬ਬӝੋҙ҅ܳݛҊחनҗਗޙҗড߂ޛ

ࣻחҮਭࠂࣃఠ١җبഈઑܳՑযղҊೞࢲݶઙੋ٣֎ఠ৬࢚Үࢎࢲ۽ই
ী൨ॳѱغ
ੋ࢚߂೯زҙ ࢤۚ
बܻѨࢎѾҗ



















बܻѨࢎ ୋח بইबܻ࢚క৬ই৬࢚ݾ৬ѐੑۚਸܐݺചೞݒؘחਃೠࠁܳઁҕ
ೠࢲۄٮ۹ਵࢎ۽ਊחغୋبী݅ઓೞӝࠁইীѱݏधਵ۽ୋبٜਸп֤ޙܐաࢲ
١ਸଵҊೞৈߊҷ೧ࢲ҅Ҋਵ۽ୋܳبഝਊೞ
о,1*% ࢚बܻਬഋ
 ೠҴ౸%4.ࢿѺޙ୷ױഋҳࢿҗఋച ഘకച৻ ࢚बܻೠҴ౸օ  
ୋ ࢲࠗחبѣӔबࠛউ١ ҙ҅Ѿ  ࢿҙबਃҳ ઑઙ߂җ ఎরઁ زઑ
য۰ नૐ न߽ܻૐ࢚ ೦ݾਃٜࣗਸஏೞҊਵݴо࢚बܻୋبӔрਸ
חܖҴ%4.୭न౸ਸ߈ೞҊਵ୷ױࢲݶഋೠҴഋѨࢎ۽ਊೞѱৈѹࢤ
ୋبѾҗࢿࢲࠗחҗҙ҅Ѿ Ҋ݀ ఎরઁ  زनૐ೦ݾীҊܰѱਬೞѱա৬ࢲ
ࢲয۰җੋрҙ҅Ҍ ۆઑמ۱Ѿৈ न࣭ডஏ۞٘فݶחѪਵ۽աఋլ
աېژগਬഋୋب
 ࣗ֙গਬഋҗࣗ৻хੋҙ҅ীחೱ ઑ ҃թҗӝࣿҮ߮ହসਗ
ইزоࠂҗоܐҕ  











ୋחبਬೠ࢚җҙ҅ݽणਸஏೞחѨࢎ۽উഋ ઓഋ Ѣࠗഋ ف۰ഋਵ۽
աࢤୋبѾҗחઓഋҗف۰ഋزदীաఋաਵ۽ೞҊरਵبࢲݶ
ੋрҙ҅ীࢲف۰җࠛউਃࣗо۞٘فחѪਵ۽աఋլ
,**1ੋҙ҅ઁޙୋب
 ࣗ֙ࠗݽച҃җੋҙ҅ઁޙҙ҅ীࢲಣо۰৮߷ݒѐബҗ ഌ ೠনҮ
ਗ  

















ୋੋחبрҙ҅ઁޙਃࣗܳஏೞחѨࢎ۽ղਸҊೞݴఋੋਸాઁೞѢաઑઙೞҊ
ೞࢿחೱҗҙ۲ػrాઁߓs ఋੋੑਸ೧ӝࠁनউ֞ী݅җبೞѱҙबыח
೯ਤ৬ҙ۲ػrӝबࢿs ఋੋীѱগ١ࢲܳ҃ೞҊഅೞחѪীੋ࢝ೠਬഋੋ
rպs ࠺ࢎഥҙ҅ܳೖೞח೯ਤ৬ҙ۲ػrࢎഥরઁs ఋੋীѱनҳܳഅೞѢ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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ೞחѪਸয۰ਕೞח೯ਤ৬ҙ۲חr࠺ࢿs ڢ۶ೠҙহఋੋ݈ਸցޖऔѱ
ܰٮҊՑ۰חפѪҗҙ۲חغrҗࣽࢿs ఋੋࢤпҗхਸաѱन҃ॳҊपݎदః
ঋਵ۰Ҋগॳ଼ݴ۰ח೯زҗҙ۲ػrӝ൞ࢤs ఋੋীೠҗبೠଵѼҗաѱܳઁޙ
ஏೞ۰ח೯ੋزrҗҙৈs۽ҳࢿػࢤѨࢎѾҗ࠺חࢿ֫ѱա৳Ҋաࣻਊҗ
ӝ൞ࢤٍܳחѪਵܖ۽যࠁইनীѱबਸفӝࠁఋੋधҗఋੋઓࢿೱ
ъೣਸࠅࣻ
ۄইѐ֛ୋب
 ݃ҕࠗоইࢿزѺ ইѐ֛ ֢࠙ాઁ۱߸ചীחೱ ҃ بਗҟҮਗ
Үਭҗ  















ୋחبन۩झ оஂডೞѱ߄חࠁۄӝীೠҙਸಝࠅࣻҊѱ
न ب؋ ࢿѺ о ࢎഥ מ۱ইחۄೞਤ೦ݾਵ۽ҳࢿغযࢤѨࢎѾҗחन ب؋
ইоծҊоইоо֫Ѫਵܖ۽যࠁইनೠݽणীೠৌ١хҗӒ
߈ਊਵ۽җࠂࣻక بҊೡࣻחоীغযחন࢚ਸࠁҊ
݃о बࠗ ਃࣗѨࢎ
 ࣗ֙ੋр৻࢚҃ੋҙ҅ઁޙীחೱীࢲӝ࢚҅ࣚݒѐബҗ оܼ
Ү࢚बܻਗ࢚җ ೠࣻ҃ ֙ਘ  







ѨࢎחоীࢲҗѢࢲ नߑࢲ  नߑоೞਤਃੋਸ
ஏೞҊೞؘחࢤѾҗীࢲ࢚חਵࢲ۽҃؍Ѫਵࠁ۽ৈ
оղীࢲইߡࢲ ۄ݃ ҃ࡸܻоغয҅ࣘੋрҙ҅োࣘੋपಁ৬
ઝࣘীࢲ؊ஂড೧Ѫਵࠁ۽ৈ
߄ӝ बࠗ ਃࣗѨࢎ
 ࣗ֙গ ੋҙ҅ౠࢿm+PJOFSੋҙ҅बܻݽഋਸबਵز ۽൞ Ҋ۰Ү
Үਭਗ֙ਘ 















 ୋੋ חبҙ҅ ҳ ୋ* ب/23  ח+PJOFS   ੋҙ҅ बܻۿਸ Ӕ ۽ೞৈ 7BO 
0SEFO 8JUUF FU BM  ѐߊೠѪਵࣘࣗػױ۽хҗוחغ՝ਸஏೞҊ
ࢤѨࢎѾҗࣘࣗػױחхীनߡܿ߉ওҊթٜীѱוחغ՝ীࢎ۽ഃ
ਸաఋղҊ
ࢎੋрҙ҅ਬഋѨࢎ
 җҊ৬ੌ߈Ҋࢤࠗݽনਭకب৬ੋҙ҅ࢿೱীࢲ৮߷ݒѐബҗ ҳоܼҮ
Үਭਗ࢚बܻҕ ୭ӈࣽ ֙ਘ  









ୋبীࢲೡੋҙ࢚҅ടীࢲѐੋஂೞחೡযڃਬഋੋоীۄٮߓ
ਘ ଼݀ةхࢿೱਵ۽ҳ࠙ೞҊࢎഥҙ҅ࢿೱѐੋࢎഥҙ҅оযڃਬഋੋо
ীࣻزۄٮਊ ࢎҮഐਵ۽ҳࢿػഅࢿೱੋҙ࢚҅ടীࢲ࢚ߑীѱ
ஂೞחకبоযڃਬഋੋоী҃ۄٮ੬ҕѺ җदӝ߈ ஂب೦ࠛनਵ۽ա
ࢤѨࢎѾҗࣻزחਊ҃ೱҗ߈೦ࠛन҃ೱ֫ѱաఋաࣽݽਵ۽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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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߂ࢎഥҙ҅ ࢤۚ
ߊ߂ࢎ׳ਃഐࣗઁޙ৬ҙ۲ػਃࢎѤ













ইחযܽदইߡࢲ҃ܳೞҊࠗשݽഒਸೞѱࢲݶغӔࠄੋੋрҙ҅Ѥъೠ
গ҃ਸыޅೞҊযܽदࠗఠܿجٮҗҦ܂൨ਸѻѱࢲݶغઓف۰ ࣻਊࠛनҙ҅ࣘীࢲ



ഒۆझ۞ੋрҙ҅ઁޙীࠉೞҊࢲਵب۽নоਵ۽ܰ҃חೱਸࠁݴ؊աইоҦ܂൨җ

ޙച पୌࢎ۹ ࢚ࢎ۹

ೞҊࣻਊೞҊೞ۽߈بࢲݶबೞѱغҊѢܻܳفҊೞ҃חೱبաఋդ

ܿجٮਸѻਵࢲݶઝхਸוՙҊࣘࣗػױхҗनޖоࢿ झ۞х ਸוՙݴӒীೠ
֢࠙ܳणҙ೧۽ಽযղҊ೮ҊѾҴӝઑغঋҊӝܳبೞӝীܰۥਵա࢚Үࢎ
ഝডਵ۽೧Ѿࣻؼ

 ࢎ۹ѐ֛ച
ઁޙਗੋীೠ׳ߊ߂ݺࢸۿҗ













ইઁޙਃࣗחѱੋਃࣗ৬ࢲਃࣗ ӒܻҊݎਃࣗ۽աࣻࠅׇੋੋஏݶ
ೖఠನաӝrनചsۿਸష۽ঠӝೞݶఋੋхҗࢤпਸਬ୶೧ࢲनхҗࢤпҗ
ೠӐഋҙ҅ܳמחܖ۱ਸनചמ۱ۄҊೞؘחӒࠗ࠙Ѿৈী೧ػୡӝࠗשݽҗ
ҙ҅חनചמ۱ߊ׳җѤъೠগҙ҅ഋࢿ߃ѢؘܴחغӒࠗ࠙ীࢲઝҊېژ
ҙ҅ীࢲ݃ࣗࣘغޅೠߑੋਵ۽թٜীѱӒחغѪэܻ݃ѱػѪबܻ
rઑցۿsী࠺୶যࠅٸই೧աӝبदࣘࣗبхҗӝохࠗীࢲߊೞҊ
؊աইоrࣻबsীࢲ࠺ػ܃Ҋೡࣻࣻबъೡࣻ۾ӝҦઁޙ೯ز؊۞٘فѱחغ
Ѫ݅ࡺইࢲۄפஏݶীࢲبrܻର٘۞ېझsۿীࢲۢх࠺৬নӓࢿਸ೧ೞҊ݃
ೞޅೞҊӒхٜীٍࢴৈߡܻੋࢲݶрҙ҅ীࢲࢤ࢚ੌبഝীࢲܳ҅҃بֈաٜݴഒۆীࡅݶ
ࢲхӝࠂबചחغഅ࢚ਸইחѻѱ݅ࡺغইۄפrঈࣄഐ֎sۿীࢲۢࢎۈѾҴੋ
ݎਸೞҊఋੋীѱੋ߉Ҋনೠۚҗࣿਸࢎਊೞݶחؘחইदࣗࣘхҗੋ
ݎਸҊয়ࣻ܃ਊೞҊ࠺ࢿஏݶਸъചೞࢲݶҙबਸҊೞبݶח
࢚ݾ߂ѐੑߑೱীೠݺࢸۿ













࢚ݾחѾҴېژҙ҅ীࢲपಁਃࣗ ޙചоחۄౠࣻࢿ যפݠ৬࢚ഐਊীࢲೠ҅ 
ইߡࠗ۽ఠࢲ١ৈ۞ࠂੋ࢚ടࣘীࢲࢶ૩۽ইनചמ۱ਸ֫ৈחѪ
नചמ۱খࢲನաӝۿਸә೮٠ఋੋҗनхҗࢤпਸӐഋхѱઑਯೞҊ୶ۿೞҊ߈
೧оח೨बۄೡࣻҊѪইоҊਵ۽ѻয৳ੋ؍ҙ҅য۰ীࢲաৢࣻח
ఎҳоؼѪӒܻೞৈѐੑनചמ۱ਸؘ֫חী࢚חоղীѱёҙੋୋبٜ
ਸӝ߈ਵ۽ӓrࢶsҗr࠙ࢳsചܳਃೞѱࠁҊӝޙٸীୋبӝ߈ੋ࢚ਸߊਵ۽
ೠӒܻҊܻ٘ܖېझۿਸష۽নохਸӐഋѱࣻਊೞҊ೨बхҗࠁઑхਸҳ࠙
ೞݴхܴਸঌҊా೧աইоחѪਸݾ۽ೠܳਤ೧rदsܳഝਊೞৈबܻrష݃झҊٚs
Ҋٚ ؛ݽद֎౮झۚ ਸ߈೧ࢲҳઑചػхदਬনधҗ؛ݽਸਊೠځয়ܰחҊҗ࢚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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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ࢲਃށੑೞחחхޖҊхਃࣗܳ࠺ਬ৬ҳചܳѢӒݶт١ਃࣗܳഅ
೧ࠁࢲݶҾӓਵח۽दܳॳ۽ࢲݴҮܨ೧ࠁחഝزਸೠਵ۽ঈࣄഐ֎ۿਸӝ߈ਵੋ۽
ݎਸਤ೧যڃनۚࣿਸࢶఖೞҊח߄ࠁۄҊೠۚࣿਸࢶఖೞৈѤъೠੋ
ݎਸೡࣻߑחೱਵ۽աইоݾ۾بܳחѪبਃೞ

 ࢚ݾhۚ߂ѐੑର
࢚ݾ৬ۚ
˝ইनചמ۱֫ৈӝ ۚୋبӝ߈ੋब࢚ഝ ز







ইনೠஏࢤ ݶп х ইѐ֛ গ ҙ҅ਬഋ١ ਸࣁ࠙ചೞৈпੋୋܳبഝਊೞৈӒ
Ѿҗ৬ޙ೦߹߈ਸٮઉࠁࢲݶୋبӝ߈ੋबࢎഝزਸೞ࢚ॄ۽ݴҗীࢲrࢶsҗr࠙ࢳs
ӝഥܳыח
˞ইনохਃࣗܳ࠙ࢳೞҊాೞӝ ۚदਬ࢚ഝ ز







ইоށੑೞחݶਃࣗ ۄ݃ ীࢲځয়ܰח೨बхҗࠁઑхਸա־ҊӒхٜࢎীࢲ
т١ਃࣗܳఐ࢝ೞݴхਸ࠺ਬ೧ࠁҊҳചೞৈrदsبחۄҳܳഝਊೞৈॄࠁҊࢲ۽Үܨೞחഝزਸ
ೠ
˟ইѤъೠੋݎपഅೞӝ ۚੋݎীܖࣿۚܲٮӝ  





ইӔࠄੋఋੋਸೱೠੋݎਸपഅೞӝਤ೧ࢎਊೞੋחрҙ҅ۚ ࣿਸঌইࠁҊݶ
ೞৈѤъೠۚࣿ߄۽Լࠁחҙജਸחܖഝزਸೠ
࢚җ߂ѐੑղਊ
˝ୡӝ҅ױୋبӝ߈ੋब࢚ഝ زഥӝ 











ੋѺਸחܖখࢲबܻѨࢎஏݶীࢲәೠੋୋبٜਸबਵ۽ইझझ۽ղݶਸпೞҊ
೧ೞҊੋਵੋ۽धೡ࢚ࣻ۾بഝزਸೠ









ੋѺਸ࢚חܖबܻ नਃࣗ ੋрҙ҅ ࣗࣘхҗࣻब ইѐ֛ नചמ۱җࢲઑמ۱ 

नചמ۱ࢲઑמ۱
नച߂ઑୋب

࢚बܻ
,1*%

ੋрҙ҅ গ ਬഋ ઁޙ
ېژগୋੋبрҙ҅ਬഋୋੋبрҙ҅ઁޙୋب

ইѐ֛ नо
ইѐ֛ୋب

ੋ ݎनݎ
ۚࣿࢸ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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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
ӝࠗх
ࣻब
ઑցୋب



r࠙ࢳsҗਸѢझझ۽пೞҊޙ೦߹җ߈ী೧ࢲ۽ചܳաࣽױݴ־ೠҕхҗীࢲ
ߩযաೠӝ৬݅թਸبࣻ۾بਗೠ 




















˞ӝࢲ҅ױबदਬ࢚ഝ زഥӝ 



Ҋٚद֎౮झۚਸ߈ೞৈदਬ࢚ഝزীࢎਊೡࣻחনधਸҊউೞৈই৬ӒҊా

хҮܳܨഝࢿചदெળ
҅ױ
࢚ട

х

࠺ਬ

ҳച





ҳࢿ









झ۞ۄ݃৬ࣘݶীࢲ়ٍெߡܽনохਃٜࣗਸ݅աr࠺ਬsߑߨਸഝਊ೧ࢲхాҗ

ޙച पୌࢎ۹ ࢚ࢎ۹

ੋݎ١ਸпୋبীѢೞৈ࢚ഥӝ݃ই৬ҳਵ۽Ѿҗܳݶೞৈԝԝೠrࢶsҗ


ղਊ

ځয়ܰחҊ࢚ടਸযࠁࣁਃ
ӒࣽрਃށੑೞҊחх
ੋޖоਃ
ਵ۽नਸ࠺ਬೞࣁਃ
ࢎز ޛध࢝ ޛӭ١
न࠺ਬܳҳച೧ࠁࣁਃ
ठҊӒܻז١
т١ਃࣗ

т١

˞_ˡࠗ۽ఠӒ۰חղݶт١ਸ
ঠӝ೧ࠁࣁਃ
दॳӝ

दॳӝ

˝_ˢਵ۽৮ࢿػनநܼఠܳ
बਵ۽दܳॄࠁࣁਃ
ࣗх

ࣗх

ഝزਸాೞৈࠄੋוՙҊࢤпೠ
ࣗхਸॄࠁࣁਃ

ਤনधীځۄٮয়ܰחۄ݃ ೨ब ݶীೠ೨बхਸঌইࠁ࠺ݴਬ١ਸా೧ҳചೞҊ
೨बхҗࠁઑхрт١ নӓࢿ ਸಝࠁݴदী֣ৈնਵॄ۽rदsܳݒѐ۽पೠхҮܨ৬х
ઑמ۱ਸबചदఆࣻౠхਃٜࣗਸх٘աনೠх۾ݾٜਸഝਊೞৈ୭ೠ݆
ࡳইյࣻ۾بхࢿਸೞҊӒҗীࢲनೖೞҊरхਃࣗ৬नࠢҊरх
ਃࣗܳਬೞѱಝࠁ࢚ݴҗীࢲࣻܙ݅ࡺইۄפхҗநܼఠܳоҊrदsܳ৮ࢿ೧
оࢲݶनղݶਸӨӵ׳ਸࣻਵݴन৬оী೧दೠߣࢤп೧ࠅࣻࣗחೠ
ӝഥоࣻؼইदী೧दഋधਵॄ۽ҊӒۧѱबযܽҮܳܨೞࠁࢲݶӨח
ҕхਸ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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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ױܻޖݎबۚҗࣿജ࢚ഝ زഥӝ
ৈӝࢲחইੋݎীۚܲٮҗࣿਸੋрҙ҅ࣘীࢲযڌѱഅغҊযڃधਵ۽աఋաח
ݶೞࠁࢲݶѤъೠߑೱਵ۽ҙਸ߄ԲযജदெࠁѢաࣻ೧ࠁחসਸೡࣻпਵ۽पୌ
ೞࢿ࠙ࠗחѺъೞפࠁইоয࢚ڃടীೞѤӒࠄઁޙੋрҙ҅ীਵݴೠੋрҙ҅
ਸఃਕחѪਃೠؘӒѪ߄۽Ѥъೠੋрҙ҅ۚ ࣿਬোೠജӒࢲېഝزܳ
ష۽ೣԋചܳযо࢚ݴҗীݾदெࠅࣻ
ഝزद 



















ࢎࢎܿجٮੋߨױഥোҳݽ
 ࢤٜәইٜࠗ۽ఠੋਸ߉ਸࣻחղਊ
˝ࢿ˞҃ઁ۱˟מز۱ˠ֢۱ˡਬݠхпˢ৻ݽաಁ࣌ˣҳٜਸੜܻ٘ೞחѪˤਊӝ
˥൨ ৮۱ ˦ѱप۱˧ੋ˨ݓѾױ۱˩ੜ֢חѪ˪ৌ˫ࣿхп  ֢ې١ ≗ӝఋ 
оਤ೦ݾղоഅоੋ߉ҊחѪ о
աਤ೦ݾղоখਵ۽о؊ੋ߉ҊरѪ о
 աઁੌҳೠоܳҊܰदয় 
˝˞ۅ˟ಞউೣˠఋੋਵࠗ۽ఠੋˡਬˢחˣࣗࣘхˤ
˥Ѥъաউ˦ࠗਬೣ˧ࢿҗҮۆױ˨ܨೠо˩ӝఋ eeeee
 ղоթ݅ఀחژӒ࢚ਵ۽оҊחѪೠо  ח
˝ࠗ ҃ઁ ˞৻ݒ ݽ۱ ˟જࢿѺˠৈ۞оמˡъೠ۱ա൨ˢמˣೂࠗೠхࢿ
ˤ֢۱җੋղ˥ࢎҮמ۱˦ӝఋ eeeeeeeee 
 թٜࠗ۽ఠੋ߉ӝਤ೧о݆ࢎਊೞۚחੋޖо   
˝ࢿৢܻӝ˞ޛѤࢎӝ˟ࠗఌٜযӝˠߓ۰ೞӝˡࣃୋೞӝˢѐӒա֪ਵ۽ҙबՑӝ
ˣইࠗೞӝˤҗदೞӝ˥൨ॳӝ˦৻ݽաझఋੌоԲӝ˧Ѣ݈ೞӝ˨டଲೞӝ˩ೲࣁܻࠗӝ
˪ޖदೞӝ˫ܻجٮӝ≗ӫইղܻӝ≘ӝఋ 

 ࢚ࢿҗ
ইחইߡࢲ Ҵੋযפݠ৬ࢎࣗాࠗ ۄয়ࢲݶѻোࣘੋېژҙ҅ࣘܿجٮҗ
Ҧ܂൨١ীࢲઝҗݎਸࠁݍওਵݴӒੋ۽೧хӝࠂҗೣԋӓबೠхী݃݅
࢚җҗ؊ࠛযܐӝҙো҅ܳాೠਬ ড ޛഝزҗҮਭࠂࣃఠো҅ܳాೠо߂ਗҗݭష݂
ਗ١ਸਬӝਵઁ۽ҕೣਵॄ۽ইਬীӝৈೡࣻࠁޖӒۄ݃৬ঈކ١ই
बпೠबܻ࢚కܳউदఃҊഥࠂ۱ࢿਸ֫ৈળѪبӝৈೠࠗ࠙ౠणҙ೧৬ӝ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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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Ѫࢿҗۄೡࣻইחରनࢎ৬ࢤпਸژ۶ঠӝೡࣻҊхਸࣁೞѱ
ঌޅೞ݅যبוഅೞݴઑೞҊਤࢎۈҗੋрҙ҅ীࢲղੋ൨ਸоҊѤъೞѱݛਸࣻ
ѱ࢚ࠁޖغҮࢎഓ࢚ઁޙ۽ടਸѐੑೞחѪইۄפࢎഥࠂࢎ ܐӝҙ ޙҙ۲
ࠗࢲ ࠁѤҮࢎ ࢚Үࢎ ҙܻীܰӝөࢲ۽ഈ۱ೞҊпਤীࢲೡਸݐبই୭ࢶਸ೧
ܘѾҗࢲ۽ইઁח೧աزਸוՙঋҊউхਸਵݴԷਸೱ೧ৌब׳۰оҊ



ॄ۽হחইࣘݎীࢲࡄبաח൞ݎਸࠁওҊӒ൞ݎզѐоಌٙחѪਸࠁݴখਵࣗب۽नਸ

ޙച पୌࢎ۹ ࢚ࢎ۹

ߊࡅܲܳೞҊࣘੋ࢚җࣘীࢲݛଵ݅թҗन܉ҙ҅ܳ߄ఔਵ۽ইউਸఆࣻ

оҊաਤীࢲߢڢߢڢաইоܻۄ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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