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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의 베트남어 습득을 위한 강좌:
글로벌 · 다문화 교육역량 육성의 일환

Vietnamese Language Classes to Develop Prospective Teachers’ 
Global-Multicultural Competences

이윤영*, 배정옥**

Yunyoung Yi*, Jungok Bae**

요 약 기회의 땅 베트남에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의 공급이 절실하

다. 국내 교실에서는 베트남 배경의 학생들이 그 수에 있어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교사들이 베트남어로 소통할 수

있다면 긍정적 효과는 클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 최초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이 대학생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다문

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어를 개발· 운영한 결과를 평가하였다. 베트남어 교육은 방학을 이용하여 두 차례 실

시되었고, 총 20명이 참가하였다. 1, 2차 교육 모두에서 참가자들의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은 집단상 유의미한 증가

를 보였으며, 95%의 학습자들에게서 향상이 관찰되었다. 참가자들은 더 많은 학생들이 베트남어 학습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베트남 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식과 이해를 넓혔으며, 베트남어로 소통하는 자신들을

그려보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어 심화학습과 베트남 문화와의 접촉을 이어 갈 수 있는 새 방안의 마련을 건의하였다.

타 양성기관들이 본 사례를 응용하여, 조화로운 한-베 다문화 학교 운영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베트남어 강좌, 대학생 예비교사,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

Abstract Vietnam is a country where the largest number of Korean companies have branched out, and calibers 
who can speak Vietnamese are on great demands. In the multicultural classroom, students of Vietnamese 
background occupy the first or second largest composition amo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therefore, if teachers can teach in Vietnamese, the positive effects can be promising. This study presents and 
evaluates a Vietnamese language class developed and opera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y a university to 
raise prospective teachers’ global-multicultural competences. Two series of the classes were conducted during 
two vacations of 2018, and 20 students participated. As a results, the group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global-multicultural competences; About 95 percent of the participants demonstrated improvement in the 
competences. The participants stated opinions: the classes should expand to offer opportunities for many other 
students who may want to acquire Vietnamese; the participants had better understandings of the Vietnamese 
cultures, envisioned their role as a Vietnamese speaker and suggested extended opportunities for contacts with 
Vietnamese cultures. The study hopes that other universities apply the educational model and the case study and 
that, as a result, teachers can contribute to building harmonious Korean-Vietnamese relations using Vietnamese.  

Key words :   Vietnamese Language Class, Prospective Teachers, Global and Multicultural Compe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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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의 제기와 배경

기회의 땅 베트남은 인구 약 1억의 생산국이자 소비

국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자랑한다. 베트

남은 한국을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은 나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은 개발 협력, 교육 협력, 인적

문화적 교류 등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와, 전

문가들은 베트남을 향후 10년간 최고의 활동 무대로 평

가하고 있다[1].

학교 상황을 보면, 국내 다문화 국가 출신 인원 중

베트남 출신이 1, 2위를 차지함에 따라, 교실과 사회에

서 베트남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은 최근 교사교환사업, 교원 해외 파견사업, 해외

교육봉사활동과 같은 한국 ODA(공적개발원조)의 제 1

수여국이 되어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원이 파견되는 국

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베트남인들과의 경제적, 교육적, 인적, 문화적

교류와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

두되었다. 기업, 학교, 사회 전반에서 특수어로서의 베

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

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한 희박하다. 동시에,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 원어민들

은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어도 강사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여 베트남어 강사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

다. 이러한 결핍 속에서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구사능력

과 강사의 자질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면 베트남어 강사

로 취업하거나 중대기업체로 바로 채용이 되는 추세이

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해 잘 모르

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주위에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렵다.

한편, 더 큰 맥락에서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국제화·

다문화화 되어감에 따라 한국의 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교

육부와 연구재단은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

업단’, 영어명으로 Global Teacher’s University(GTU)

로 불리는 사업을 창안·주도해 왔다.

GTU 사업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이 가까운 미래에

다문화 국가 출신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련된 학교에

서 일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예비교사들의 글로벌·다문

화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4개 대학교(경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각각 GTU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

다.

경북대학교는 사범대학 주관으로 2013년부터 GTU

사업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대학

생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 다문화 토크, 다문화 교과목, 다문화 봉사활

동과 포럼,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등을 개발하고 실행

해 왔다. 이러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대학생 예비교사

들이 글로벌·다문화 역량[2-5]을 기르고 전파하는데 거

점대학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

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GTU에서

글로벌·다문화 역량 함양의 일환으로 자체 개발하고 운

영하게 된 베트남어 교육 과정이다. GTU에서는 사범대

학 학생들과 교직이수를 허용하는 타 대학 학생들에게

그 수요가 최대로 부각된 베트남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

하여, 이들이 베트남어 습득을 통해 취업 및 자기실현

의 기회를 높이고 글로벌·다문화 역량과 리더십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 연구 목적

앞서 제기한 문제와 배경 하에, 본 논문의 목적은 국

내에서 처음으로 예비교사들의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을 키워주기 위해 개발되고 운영된 베트남어 강좌 사례

를 소개하고, 이를 평가하여, 유사 외국어 강좌를 준비

하는 타 양성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

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GTU에서 개발·운영한 대학

생 예비교사들을 위한 베트남어 교육의 모형과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2) 타 양성 기관들이 이 교육 모형을 응용하는데 도

움이 되도록 시사점과 제언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교육모델과 사례연구 결과는 향후 타 대

학교들이 교사의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신장할 목적으

로 베트남어 강좌를 개설 · 운영하고자 할 때 참고와

활용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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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의 정의와 교사 역할의 중요

성

한국은 UN 기준 다문화 국가로 변천하고 있다. 학교

에서는 다문화 국가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최근 매년

증가하여 지역에 따라 그 밀도가 높아져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에게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향후 대두하게 될 다양한 국제화·

다문화 현상에 대응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문화

역량 및 다문화 교육역량은 수많은 연구에서 표현은 달

라도 대동소이한 뜻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6-9]. 다

수의 연구들이 다문화 역량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

진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하는 데 일치한다. 거기에 다

문화 ‘교육’ 역량이라 함은 이 문화적 역량을 ‘교수 역

량’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며, 교수 역량이란 수업,

학생지도 및 교직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4,8,9,11]. 배정옥, 박윤배,

Coleman[4]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역

량이란 ‘교사 자신들이 한국의 다양해지고 있는 문화적

양상을 이해하고 이들 문화들에 대해 지식, 감수성, 이

해력과 포용력을 가지며,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동료들과 평등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문화 교육역량에서 나아가 학자들은[4,5,11] ‘글로

벌·다문화 교육역량’을 다문화 교육역량과 비교하여 정

의하였다. 다문화 교육역량이 국내 다문화 현상에 대응

하는 것이라면,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이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다문화 교육 상황에서도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4]. 이 역량에는 다문화 교육 역량에 더하여 세

계시민 의식[5]과 외국어 능력[11]이 추가된다. 여기에

베트남어 학습용 강좌의 보급은 특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프로그램들

의 입장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국내 교사 수요와

임용시험 준비에 몰두하던 분위기를 국제화·다변화시키

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3].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개

발, 운영,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

떤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용이할 것이

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개

대학의 GTU에서 공통으로 구현해 온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다문화 역량은 용어 그대로 두 개의 역량인

글로벌 교육 역량과 다문화 교육 역량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교육 역량은 다섯 개의 하위 구인, 즉 (1) 해외

교육제도 및 문화의 이해, (2) 한국 교육제도의 국제화

필요성, (3) 글로벌 교수 능력, (4) 외국어 효능감, 그리

고 (5) 문화간 이해소통 및 의사소통 능력으로 구현된

다. 다문화 교육 역량은 두 개의 하위 구인, (1) 다문화

교육에 대 인식 및 필요성과 (2) 다문화 교육 교수 의

지 및 역량으로 구현된다. 이들 하위 구성요소들이 적

합한 구성요소들인지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이 방법

외 어떤 다른 구성요소들의 조합이 적절할지는 이 역량

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살펴보아야 할 연구 범

주가 될 수 있다.

국내 교실의 다문화 현상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

은 다문화 국가 출신의 자녀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

을 논하였다. 이들의 어려움은 학습 동기의 저하[12],

읽기 불안[13], 자기 효능감의 저하[14]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들은 한국어 능력 향상의 어려움과 주로 연관되

었다.

상당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정서적 · 언어적 문제를

도와주는데 있어서 교사의 문화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논하였다. Arai[15]는 학습 동기 저하에는 교사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예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 문제

해결력,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문화적 역량 형

성에 중요하다고도[16,17] 주장되었다. 예비교사의 다문

화 감수성(특히 하위 변수인 문화 차이 존중), 교사의

상호작용 능력, 다문화 태도가 다문화 교수능력에 영향

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18]. 유봉애·옥경희[19]는

300명 이상의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을 조사한 결과 이

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적 지지는 학교 적응과

관련해서는 교사로부터, 사회적 적응과 관련해서는 학

교 동료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화로

운 다문화 교실에서 교사의 다문화 관련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베트남어 강좌는 위에서 고찰한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과 그 하위 요인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교실, 특히 베트남

배경의 학생들이 포함된 교실에서 교사가 베트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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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구사함으로써 그들과의 공감력, 상호작용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다문화 교수능력을 갖춘 고급 교사

들이 되어, 조화로운 학교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베트남어 강좌 운영을 통

한 교수와 학습은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과 베트남, 베트남어 강좌 보급의 실태

최근 경제를 보면, 중국 편중에서 ‘탈(脫)중국 현상’

이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여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0]. 이 가운데 현재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위한 전략 국가로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며, 조만간 중국에 이어 2대

수출국으로 도약한다[21]. 또한 ‘2018∼2019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22]에서 살펴보면, 한국 기업이 압도

적으로 많이 진출한 1위 나라는 베트남이다.

교육부의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보면, 국내 체류 유학생 중 베트남인 유학생 수

는 2017년 이래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약 37,000

명이다. 이는 전체 유학생의 약 23%를 차지하며, 중국

다음으로 높은 유학생 비중이다. 또한 국내 초·중·고

의 교실 구성원을 보면 베트남 출신 부모의 자녀는 중

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보면, 베트남권 한국어 학습자

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9년 이미 중국 학습자의 수

를 넘어서 전체 한국어 학습자의 약 60%로 가장 큰 비

율을 기록하고 있다[12].

이와 같이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베트남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베트남어

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을 갖춘

강사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구본석 ·서정목[20]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베트남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청운대

학교로 단 세 곳에 불과하며, 이들 베트남어과의 정원

은 대학마다 30∼40명 수준으로 모두 합하여도 그 수요

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일부 대학

에서 교양기초 차원이나 연계전공으로 베트남어 강좌

가 간간히 개설 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베트남어 강

좌 보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증폭하는 국내 다문화 교

실의 베트남 가정 구성원과 베트남 관련 비즈니스 수요

에 비해 강좌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대학생용 베트남어 강좌 운영에 대한 본 사

례 연구는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3. 베트남어 관련 연구 동향과 다문화교실 관련 베

트남어 연구

베트남어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베트남어 대조를 통한 언어자체에 관한 연구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다의어 대조 연

구[23], 한국어-베트남어 단모음 대조를 통한 난이도 위

계의 설정[24], 높임법을 통해 본 한-베 문화 비교[25]

등이 있다.

베트남어가 국내 다문화 가정 상황에 응용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 이강우 ·Nhan[26]은 한-베 다문화 가

정(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가정)에서 그 자

녀가 어머니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구사하는지, 아버

지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구사하는지, 아니면 양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지, 그리고 영어까지 구사하는지를 조사

하였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서도 조

사되었는데[2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의 이중언어 강사들과의 담론을 사용

했다. 이 연구에서 이중언어 강사들은 이중언어 교육이

엄마 나라를 이해하고, 가족들과의 정서적 소통 도구로

서 중요하다는 점, 한국어 교육의 담당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습득된 이중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영

언[28]은 전남권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게서 수집된

102부의 설문지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한국 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직업과 한국어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이 낮고, 정체성은 양가적이고 양국

문화적응 유형이 많아, 향후 한국어교육 향상과 베트남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상준[29]은 역사 자료와 연구자의 오랜 베트남에서의

생활 경험을 근거로, 한-베 다문화 가족을 위해 노력하

는 명분은 베트남 여성을 위해서나 한-베 관계를 위해

서 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과 그 가족의 평안, 그리고

한국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했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유아 자녀들의 바람직한 정체

성 형성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베트남 결혼 이

민 여성의 유아기 자녀 9명, 아버지 4명, 어머니 5명, 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469-486,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73 -

사 10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30]. 그 결

과 이들 자녀들의 바람직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필요

한 것들은 부모들과 교사들이 결혼이민여성가족을 보

통의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기, 다문화 가정 배경을 유

아의 강점으로 인정하기, 다문화가정 배경에 지나친 관

심 자제하기, 결혼 이민여성의 모국문화에 관심 갖기라

고 결론지었다.

베트남어가 교실에 적용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영

진[31]은 영어영문학과 전공 학생들의 글로벌 서비스

러닝의 일환으로 번역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이들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150개의 영어 외래어에 대한

의미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보조 텍스트를 만들었다.

참여 학생들을 5개 조로 나누었고, 조당 30개의 외래어

를 맡아 작업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어를 공통어로 사

용하여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

였지만, 본 연구의 관심인 베트남어 사용과 관련하여,

이 프로젝트에서 베트남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면 목

표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장 주목한 연구는 김수빈

[32]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김수빈은 급증하는 교실 다

문화 현상에서 언어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나 상대적으

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다문화 학생들에게 현재 단일 언어주의적 접근

이 지배적이며, 다양한 언어에 대한 존중과 그 잠재력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그는 4개 언어(베

트남어, 중국어, 말레이어, 이탈리아어)로 이루어진 다

언어 수업용 교수안을 만들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

으로 12차시 수업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담임교사에

의해 수행된 다언어 수업은 학생들이 다문화 수용성과

다언어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또한

이 교사들이 언어교육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언어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효과를 거둔데

대해 다언어 사용 교육이라는 방향성을 주목하게 했다.

이와 같이 김수빈의 연구는 베트남어를 사용하여 다문

화 교실 수업과 정서에 대응하는 본 연구가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기존의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교실 현상

과 베트남어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교사 혹

은 예비교사들에게 베트남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논하는 연구는 전무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은 국내 기업 진출 1위

의 국가이자 한국의 2∼3위권 내 수출국이 되었으며,

국내에서 베트남권 아동과 유학생의 수가 다문화 국가

출신 학습자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

라서 지금은 베트남어로 베트남 배경의 사회 구성원들

과 소통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주목하고 지원해야 할

때이다. 교사나 많은 대학교에서 대학생 예비교사들에

게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을 키움으로 인재의 양성에 힘

을 모아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베트남어 강좌 목적

앞서 제시한 대로, 베트남어 강좌는 경북대학교의 사

범대학이 주관하는 GTU에서 창안하고 운영한 것으로

그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과 교직이수를 허

용하는 타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최근 수요가 최대로 부

각된 베트남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베트남어 습득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글로벌·다문화 역

량과 리더십을 가진 인재가 되게 도와주고, 취업과 자

기실현의 기회를 높여 주고자 한다.

2. 교육과정 개발

본 베트남어 강좌의 구상을 촉발시킨 것은 전문가

의견 청취와 수요의 파악에서 비롯되었다. 경북대학교

GTU는 한 언어평가학회에 참석하여 삼성의 기업체 언

어와 IT 교육 전문 자회사인 멀티캠퍼스 임원의 ‘기업

이 요구하는 외국어역량 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 방안

[33]’에 대한 연구 발표를 접하게 되었고, 발표자와의

발표 후기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첫째 현재 한국 기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은 폭

증하고 있으나 이들이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베트남어 사용 가능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둘

째 국내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은 반면 베

트남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부족하여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점, 셋째 국내에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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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주한 원어민들이 다수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강사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교사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수요를 해결해 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GTU 운영진은 이러한 수요 상황을 GTU의 목적인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함양과 연관 지어 베트남어 강

좌 개설 여부를 고민하였다. 대학생들이 베트남어를 배

울 수 있다면 장차 이러한 기업체의 수요와 취업에 도

움이 될 뿐 아니라, 늘어나는 다문화 교실에서의 베트

남 배경의 학생들 지도에도 도움이 되며, 국내 베트남

인과의 소통과 융화에도 장차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였

다.

베트남어 강좌의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GTU는 교내 외국어교육원의 언어프로그램 실무진과

협의하였다. 언어교육센터는 때마침 베트남어 습득의

수요와 가치를 사전에 인식하여, 최근 2년간 베트남어

강좌를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개설해 오고 있었다.

두 기관은 언어교육센터의 이러한 인프라를 선용하여

예비교사 학습자 집단의 특성과 GTU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별도의 맞춤형 베트남어 강좌를 구성하기로 협

의하였다(표 1).

주관부서: GTU 협력기관: 외국어교육원

Ÿ 강좌취지와목표설정
Ÿ 수강료지원
Ÿ 강좌홍보와수강생유치
Ÿ 수강생사전안내
Ÿ 수강생사후관리
Ÿ 수강생들과의중간간담회&

종료식
Ÿ 수료증수여

Ÿ 교육프로그램작성
Ÿ 교육전담
Ÿ 강사, 강의, 강의실제공
Ÿ 출석결과를GTU로전달
Ÿ 수료증제작

표 1. 예비교사용 베트남어 교육 모델: 협력 체계와 역할
Table 1. Model of Vietnamese Education for Prospective
Teachers: Cooperations and Roles

수강료는 전액 GTU에서 지원하였으며, 교재는 수강

생 자부담으로 구입하도록 하였다. 해당 강좌의 출석률

이 80%이상이 될 경우 사범대학장·외국어교육원장이

공동으로 발부한 베트남어 입문 강좌 수료증을 수여하

기로 하였다. 표 1은 교육 모델로, 두 부서의 전담 역할

이 나타나 있다.

3. 교육과정 구성

베트남어 강좌의 1차 교육은 2018년 동계방학 강좌

(1∼2월), 2차 교육은 같은 해 하계 방학 강좌(7∼8월)

로 운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1, 2차 교육을 다룬

다. 1, 2차 교육은 각각 두 달 간 연속 교육으로 시행되

었으며, 총 8주로 구성되었다(표 2).

1차교육 2차교육

동계방학2개월
총 8주(4주*2)
총 40 시간

하계방학2개월
총 8주(4주 *2)
총 40 시간

표 2. 베트남어 강좌 개설: 1, 2 차
Table 2. Vietnamese Course Series 1 and 2

강좌의 구성과 특징은 표 3과 같다. 1, 2차 교육은

동일한 목표와 강좌로 구성되었다. 매차 시 모집공고가

이루어졌고 서로 다른 학생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항 목 내 용

강좌명/
학습자수준

Ÿ 베트남어입문/ 기초학습자(왕초보용)

대 상 Ÿ 교직과목을이수하는사범대및비사범대학생들

시 수 Ÿ 8주, 총 40시간

장 소 Ÿ 교내외국어교육원

교육내용/
강좌설명

Ÿ 베트남어를배운적이없는대학생예비교사
학습자들에게자음, 모음, 성조와 같은기본적
지식을학습하는단계임

Ÿ 베트남어의6개성조와알파벳을익힌후정확한
발음을듣고이해할수있도록훈련하는과정임

Ÿ 실생활에서사용빈도가높은문장을읽고쓰며
간단한회화를할수있도록연습함

교육목표

Ÿ 6개의성조를변별할수있다.
Ÿ 베트남어글씨를읽고쓸수있다
Ÿ 기본적인문장을듣고말할수있다
Ÿ 베트남어기초생활언어를익히고기본적인
의사소통을할수있다

교 재
Ÿ 베트남어첫걸음(출판사: 디지스)
Ÿ 강사제작자료

학생수 Ÿ 최소7명 / 최대15명

표 3. 강좌의 구성과 특징(1, 2차 동일)
Table 3. Cours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Same across
Two Series)

본 베트남어 강좌가 언어교육센터에서 개설된 타

베트남어 강좌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베트남어 강좌의 수강자들은 대부분 50대로, 직장

인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관광 여행업 종사자들,

사업가들로, 실제 비즈니스 수행을 위해 강좌를 수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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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위해 강좌 개설 시간은 오전 10

시였다.

이에 비해, 본 베트남어 강좌는 장차 다문화 학생들

을 많이 접해야 하는 학교생활에 미리 준비하는 입장인

대학생 예비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방학 중 오후

시간에 개설되어 이들이 정규 수업을 수강하는 부담에

서 벗어나 자유 시간에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조정

되었다. 베트남어 강사에게 이러한 학습자 집단의 특징

이 주어졌고, 글로벌·다문화 능력 함양의 일환으로 이

강좌가 맞춤식으로 마련된다는 점이 공유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강사는 언어 수업 중 수시로 베트남 음식과

지역 베트남 음식점, 존댓말, 베트남 지리와 같은 베트

남 문화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코멘트의 제공은 일반인용 베트남어 강

좌에도 어느 정도는 제공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주요 차이점은 본 강좌가 100% 예비교사

들만을 학습자로 하여 이들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시간

대, 강좌 기간, 수준을 맞추어 주었다는 것이며, 베트남

어 초급에 맞는 베트남어 자체에 대한 학습 내용은 외

국어교육원의 일반인용 베트남어 초급 강좌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 참여자

베트남어 강좌 참여자들은 경북대학교에서 교직 과

목을 이수 중인 대학생 예비교사들로서 총 20명이었다.

1차 교육에는 12명, 2차 교육에는 8명이 참가하였으며,

중복 참가자는 없었다(표 4).

교 육 N

1차 12 (남 2명, 여 10명)

2차 8 (남 4명, 여 4명)

표 4 연구 참여자
Table 4. Study Participants

1차 교육에는 총 15명이 신청하였으나 3명이 개인

사정(건강, 여행 등)으로 조기 이탈하였다. 나머지 12명

은 8주 연속으로 수강하였으며, 본 연구의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하였다. 2차 교육에는 총 1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2명은 사전과 사후 설문 중 하나가 수집

에서 누락되어 분석에서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

참여자 성별은 1, 2차 통틀어 남학생 6명(35.7%), 여

학생 14명(64.3%)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역사교육, 영어

교육, 생물교육, 불어교육 등 사범대학 소속의 전공을

이수 중 이었다. 사범대학 소속이 아니라도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면 GTU가 주관하는 교육의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공고되어 비사범대 학생들도 참여하

였다. 이들은 경상대학과 농업생명대학 전공 이수자였

다.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만 갖추었다면 경쟁이나 선발

없이 전원 참가할 수 있었다.

5. 강 사

강사는 1, 2차 교육 모두, 외국어교육원에 고용되어

있는 베트남 원어민 여성이었으며 각각 다른 강사가 강

의를 맡았다. 1차 교육의 강사는 경북대학교 인근 지역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었으며,

한국인과 결혼하여 귀화하였고, 한국어에 능숙하였다. 2

차 교육의 강사는 베트남 하노이국립사범대학교 영문

학과 학사로 국내 지역 대학교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에 재학 중이었으며, D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베트남

문화연구회, 지역 대학교에서 이중 언어강사, 그리고 초

등학교 방과후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6. 설문 도구와 자료 수집 절차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

문 도구들은 (1)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설문지, (2)

수강 결과 설문지, 그리고 (3) 간담회, 수료식,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의견 서술 요청이었으며, 상세사항은 아

래와 같다.

1)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설문지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설문지는 표 5와 같으며 일

부 발췌 형태로 실려 있다. 이 설문 도구는 한국교원대

학교의 GTU에서 개발한 것으로, 4개 대학교 GTU들에

보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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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GTU들이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이라는 목

표 하에 운영하는 여러 글로벌·다문화 프로그램들에

대해,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역량의 변화를 조사할 목

적으로 개발되고 보급된 것이다.

설문지 구성을 보면,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은 두

개의 구인으로 구현되어 있다. 첫째 구인인 글로벌 교

영 역 질문(샘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해외교육
제도 및 문화의

이해
(5문항)

2. 해외교육제도및문화에관한지식이교육활동에있어도움이된다.

3.각국가별교육제도및전략이다른것은문화간차이에의한것이
다.

. . . (지면상다른문항들생략 ) . . .

한국교육
제도의 국제화
필요성
(5문항)

2. 나는우리나라교육의국제적위상에관해이해한다.

3. 나는우리나라교육의국제화필요성에대해이해한다.

. . . (지면상다른문항들생략 ) ) . . .

글로벌교수능력
(5문항)

2. 나는글로벌이슈를교육과연결시켜지도할수있다.

3. 나는글로벌교육을위해교육내용을재구성할수있다.

. . . (다른문항들생략 ) . . .

외국어효능감
(5문항)

1. 외국어가재미있다.

3.. 원어민과대화할기회가있다면적극참여하겠다.

. . . (다른문항들생략 ) . . .

문화 간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
(5문항)

2. 나는다른문화권의특성(매너등)을감안하여다른문화권의사람
과대화할수있다.

3. 나는주도적으로다른문화권의사람과의대화를이끌수있다.

. . . (다른문항들생략 ) . . .

표 5 글로벌‧다문화 교육 역량 설문지
Table 5. Global-Multicultural Educational Ability Survey

<글로벌 교육 역량 평가지 : Global Educational Ability Survey>

영 역 질 문 (샘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10문항)

1. 나는국내교육의다문화화현상에따른다문화교육강화필요성
에공감한다.

3. 다양한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들로부터배울것이있다.

. . . (다른문항들생략) . . .

다문화 교육
교수 의지 및
역량
(10문항)

1. 나는다문화가정학생들이필요로하는수업방법을적용할수있
다.

6. 나는세심한관찰을통해다문화적가치관의문제로학교생활에
어려움을겪는학생들에게도움을줄수있다.

. . . (다른문항들생략) . . .

<다문화 교육 역량 평가지 : Multicultural Educational Abil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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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역량은 다섯 개의 하위 구인(해외교육제도 및 문화

의 이해, 한국 교육제도의 국제화 필요성, 글로벌 교수

능력, 외국어 효능감, 문화간 이해소통 및 의사소통 능

력)으로 구현되었고, 각 구인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둘째 구인인 다문화 교육 역량은 두 개의 하위

구인(다문화 교육에 대 인식 및 필요성, 다문화 교육

교수 의지 및 역량)으로 구현되었으며, 각 요소 측정에

는 10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로써 이 설문지는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likert) 서열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은

각 문항에 대해 5개의 선택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설문지의 사전 수집은 교

육 시작 전인 오리엔테이션 직후 무렵이었으며, 사후

수집은 8주 수강 종료 후였다.

2) 수강 결과 설문지

수강 결과 설문지는 경북대학교 GTU에서 자체 제

작한 것으로 학생들의 소감과 의견을 묻는 서술형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표 6).

내용은 (1) 참여 동기 서술, (2) 참여 후기(강좌를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달라진 점 등을 기술), (3) 건

의사항 서술, (4) 활동사진(베트남어 학습 자료 사진,

과제물 사진, 교실 사진 등)의 공유로 구성되었다. 이

설문지는 수강 참여 후에 수집되었다. 학생들은 홈페

이지에서 이 설문지 파일을 다운로딩하여 답변 한 후

전자메일로 제출하였다. 솔직한 답이 정답이 된다는

점, 집단 결과는 공개될 수 있어도 개인의 신상은 공

개되지 않으며,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

였다.

3) 간담회와 전자 단체방을 통한 의견 청취

GTU 운영진은 또한 베트남어 수강 참여자 전용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안내와 모니터링

을 하였다. 학생들은 단체방에 자신의 활동사항, 배운

점, 느낀 점 및 소감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수시로 정

보를 공유하였다.

1 참여동기

※베트남어강좌수강에참여하게된동기나이유를기술

2 참여후기

 ※강좌를통해배운점, 느낀점, 달라진점등자유롭게기술

3 건의사항 (프로그램개선아이디어, 사업단에바라는점등)

4 활동사진
(베트남어학습자료사진, 과제물사진,, 교실사진,
선생님과급우들과찍은사진, , 활동사진등)

 ※보고서양은주어진여백보다늘려도됩니다.

표 6. 베트남어 강좌 수강 결과 보고서
Table 6. Report: Results of Vietnamese Course Attendance

이외에도, 프로그램 진행 중에 간담회를 열어 참가

자들이 그 동안의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

도록 하였다. 교육 종료 후 수료증 전달식에서는 자유

롭게 의견과 이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 간담회와

수료증 전달식은 학생들의 노력과 비전 형성을 격려하

고 응원하기 위함이었다(그림 2 참조).

7. 데이터 분석

설문지 응답의 분석은 평균분석, 대응표본(paired) t

test, 상관관계와 신뢰도 분석, 엑셀 그래프 분석, 그리

고 서술형 답변의 분석으로 실행되었다. SPSS와 엑셀

이 사용되었다. 교육역량 설문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모든 값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백분율로 변환

되었다.

수강 결과에 대한 설문, 전자 단체방, 간담회와 수

료식을 통해 수집된 응답 자료는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내용은 본 프로그램의 교육 관심사에 따라, 내용

범주 별로 일차 분류되었으며, 서술들은 참여 동기, 배

운 점 및 느낀 점, 건의사항으로 추출 ·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비슷한 의견은 삭제되었고 소

견의 다양성을 살렸으며, 문미 표현들(예: 했다, 했음,

했습니다)은 일관성 있는 표현으로 편집되어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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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 장의 의견 서술 장에 분류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설문 결과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측정의 결과는 표 7-8과 같

다.

1) 사전-사후 평균 변화

표 7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차 교육 모두

에서, 글로벌·다문화 7개 영역의 사전-사후 평균은 향

상을 보였다. 그 중 가장 높은 향상치를 보인 영역은

‘한국교육제도의 국제화 필요성’, ‘글로벌 교수능력’, ‘다

문화교육 교수 의지 및 역량’, ‘해외 교육제도 및 문화

의 이해’ 영역이었다.

사후-사전 향상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다문화 교육

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이었는데, 이 영역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기 쉬워 해석에 신중을 요

한다. 낮은 향상도를 기록한 이유는 이 영역에 대한

사전 점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백분율 90점, 88점,

1·2차). 즉 이들은 자발적으로 베트남어 수강에 참여한

학생들인 만큼 이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

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높

은 사전 점수로 인해 사후 점수와의 차이는 최소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

문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효능감’도 상대적으로 낮은 향상을 보였다.

그 이유는 질문 상으로 외국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

분명하였고, 만약 베트남어를 지칭할 경우, 이 강좌가

베트남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효능감이 아직까지는 낮게 나타났

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사전-사후 평균의 차이, 즉 향상

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다문화 역량들

의 세부 평균들의 평균(즉 총평균)을 사전과 사후 별

로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9와

같다.

구분 역량지표
사전
평균

사후
평균

사전-사후
향상치

글로별
역량

해외교육제도 및문화의이해 85.42 94.17 8.75

한국교육제도의국제화필요성 60.42 70.42 10.00

글로벌교수능력 65.42 76.25 10.83

외국어효능감 83.33 88.75 5.42

문화간이해및의사소통 70.83 82.92 12.08

소계 73.08 82.50 9.42

다문화
역량

다문화교육에대한인식ㆍ필요성 90.42 96.25 5.83

다문화교육교수의지및역량 73.75 82.50 8.75

소계 82.08 89.38 7.29

전체 77.58 85.94 8.35

표 7. 1차 교육: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사전-사후 평균(N =12)*
Table 7. Series 1: Golbal-Multicultural Educational Ability
Pre-Post Means(N = 12)*

구분 역량지표
사전
평균

사후
평균

사전-사후
향상치

글로별
역량

해외교육제도 및문화의이해 83.13 90.63 7.50

한국교육제도의국제화필요성 61.88 77.50 15.62

글로벌교수능력 61.87 75.00 13.13

외국어효능감 81.88 84.38 2.50

문화간이해및의사소통 72.50 76.88 4.38

소계 72.25 80.88 8.63

다문화
역량

다문화교육에대한인식ㆍ필요성 88.13 88.44 .31

다문화교육교수의지및역량 75.94 83.13 7.19

소계 77.14 85.78 8.64

전체 77.14 83.33 6.19

표 8: 2차 교육: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사전-사후 평균(N = 8)*
Table 8. Series 2: Golbal-Multicultural Educational Ability
Pre-Post Means(N = 8)*

* 모든 수치는 백분율을 사용함

교육 N
사전
총평균

사후
총평균

총평균
차이
(향상도)

r t df p

1차 12 77.58 85.94 8.35 .792 5.11 11 .000

2차 8 77.14 83.33 6.19 .860 2.71 7 .030

표 9.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Table 9. Paired t Test Results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사후 교육역량 총평

균들의 상관계수(r = .792, .860, 1, 2차)는 α = 0.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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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볼 때 유의미하였다(p = .002, .006). 이는 사전

-사후 종속변수들이 같은 성질을 측정하는 것이었으며

이 점수들이 동일한 학생들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사전-사후 총평균들의 차

이는 1, 2차 교육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5.11, df = 11, p < .000, 1차 교육; t = 2.71, df = 7,

p = .030, 2차 교육). 그러므로 1, 2 차 모두에 대해 글

로벌·다문화 역량의 향상은 우연이 아닌 유의미한 향

상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향상의 폭이 1차 교육에서 더 컸던 이유는 분명하

게 알 수 없으며, 1, 2차 집단구성원들의 개별 특징들

이 알 수 없는 형태로 조합되어 나온 결과라고 추정된

다. 본 조사의 목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평균적으

로 향상이 1, 2차 교육 모두에 걸쳐 유의미한 수준이

었다는 것이다.

2) 신뢰도

글로벌·다문화 역량 세부평균 총 7개에 대해 신뢰도

(reliability)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크론바크 알파

(Cronbach α) 검정을 실행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α 계수는 모두 .839 이

상으로 높았다. 이 α 계수는 세부 7개 평균들의 신뢰

도로써,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의미한다.

7개 평균들은 서로 비슷한 성질을 반영한 지수이며,

그 값은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비슷한 성질이란 글

로벌·다문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정컨대 이들

세부 평균들은 글로벌·다문화 능력이라는 이 한 가지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합치하는 정도가 83% 이상

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신뢰도 지수를 세부

문항 45개에 해당하는 점수들에 대해 측정해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지나치게 세부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들

문항들의 상위 영역들(즉 7개 영역의 평균들)만을 신

뢰도 조사에 사용하였다.

3) 개인별 향상

그림 1은 개인 학습자별 글로벌·다문화 향상을 보여

준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1,

2차 모두,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즉 95%의 학생)들

교육 사전세부평균 7개 사후세부평균 7개

1차 .930 .962

2차 .839 .909

표 10. 글로벌·다문화 세부평균들에 대한 신뢰도 α

Table 10. Reliability of Global-Multicultural Specific Means

1차 교육 2차 교육

그림 1. 개인별 사전-사후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향상
Figure 1. Individual Improvement: Pre-Post Global-Multicultural Educ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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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상을 보인 것이다. 총 4명(20%)의 학생들이 백분

율 10이상의 향상치를 기록하여 두드러진 진전을 보였

다.

반면, 1, 2차 교육에서 각 한 명씩에 대해 향상치는

0 값에 근접한 경미한 마이너스 값을 보였다(-1.25,

-0.88, 1, 2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현재로서

는 불분명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해 봄직하다.

참여자들의 향상치가 총 8주간의 출석률과 연관이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표 11).

출석률은 연속 두 달 중 각 달의 출석률을 100%로

계산하여 합산한 수치이다(즉, 두 달 완벽 출석은 총

200%). 향상도와 출석률의 상관관계를 산정해 본 결과,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r = .179, p

= .578, 1차 ; r = .466, p = .244, 2차). 향상도에 있어

서는 출석률 보다는 현 분석에서는 불분명하지만, 다

른 변수들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의견 서술

이 장은 참가자들이 수강 결과 설문지, 카카오톡 단

체방, 간담회, 수료식을 통해 제공한 서술 자료를 분석

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베트남어 강좌 수

강생 모집 공고가 이루어졌을 때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이다. 공고를 본 많은 대학생들 중 이들 20여명

이 모집에 응하였으며, 이들이 참여 신청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주요 동기는 (1) 다문

화 교실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 베트남에서의

여행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베트남어를 배워보고 싶어

서, (3) 주위 베트남 출신 구성원과 소통하기 위해, (4)

외국어 배우기를 좋아해서, (5)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

해서였다. 이러한 참여 동기들은 대체적으로 표현은

다르나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되었으므로 표 12에서는

그 중복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동기들은 앞서 본 논문의 서론에 제기된

바와 같이,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인재의 부족과 연

관된다. 이 강좌에 지원한 학생들은 이 공급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이 하나

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듯하다.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집 공고에 그 문제점에

대한 안내가 되었으므로 공고를 접한 뒤 인지하게 되

었다고도 볼 수 있다. 강좌 모집 공고는 이처럼 준비

된 혹은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참여 신청이라는 실행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은 참여 후기로 강좌를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달라진 점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3

과 표 14에 요약 · 정리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첫째, 외국어로서의 베트남어 학습 경험과 관련한

것이다(표 13). 이들의 성찰은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유

사점과 차이점의 발견, 부상하는 새 언어 기술의 습득

으로 장차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 한국과 모국어

의 특징 돌아보기, 학습 지속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

다. 둘째, 참가자들의 다문화 역량과 관련한 것이다(표

14). 이들의 베트남어 학습은 자연스럽게 베트남의 문

화 학습과 연결되었다. 이들은 장차 교실에서 베트남

배경의 학생들을 대함에 자신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자긍심을 가졌다.

1차교육 2차교육

학생명 향상도
출석률
합계

학생명 향상도
출석률
합계

학생1 16.88 140 학생13 8.63 162

학생2 10.13 85 학생14 8.25 100

학생3 -1.25 92 학생15 1.13 88

학생4 18.75 92 학생16 0.88 88

학생5 11.63 190 학생17 19.38 188

학생6 5.75 140 학생18 -0.88 175

학생7 2.38 92 학생19 7.38 175

학생8 5.13 70 학생20 4.75 63

학생9 4.88 128

학생10 8.63 30

학생11 9 45

학생12 8.38 105

표 11. 학생 향상과 강좌 출석률
Table 11. Student Improvement & Course Attendanc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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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생각은 또한 주변 베트남인과의 관계 형성,

베트남 여행, 베트남 관련 사업 추진 시 베트남어를

매개로 소통을 시도하는 가능성을 상상하기, 베트남

문화에 대한 편견 제거하기, 새로운 시야 가지기, 이해

하기와 같은 풍부한 성찰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상들이 발전되어 결실을 본다면,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양적, 횡적 확대로 연결된다면, 앞서 제

기한 다문화 교실과 기업체의 베트남어 구사자와 강사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학습 활동 샘플

마지막으로 그림 2는 학생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

진들이다.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교실 수업 내

용의 단면을 GTU 운영진과 공유하였으며, 자신들이

베트남어를 배워서 사용할 줄 안다는 뿌듯함을 과제

수행의 형태로 공유하였다. 또한 이 사진들은 간담회

베트남어강좌수강에참여하게된동기나이유

Ÿ 교사가됐을때, 다문화가정의아이와좀더가까워질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어참가하게됨. 또한, 새로운외국어를배우는좋은기회라고생각함.

Ÿ 보스턴어학연수당시룸메이트가베트남에서온친구였다. 이친구는한국문화에대해관심이높았고,저도언젠가베트남에대해공부해보고싶다고
다짐해왔음. 그후베트남여행을다녀오게된후로관심이더높아졌고, 마침학교에서이와같이프로그램을진행한다는소식을듣고신청함.

Ÿ 고등학교에서중국어를제외하고는배울외국어가없었기때문에영어교육과학생으로서다른언어에도관심이필요있음. 다문화가정이많아지고있는
만큼, 우리나라와가까운나라의언어도배우면서문화도자연스레접할수있을것이라생각함.

Ÿ 대학입학후, 두차례의베트남여행과봉사활동을통해베트남에대한관심을많이가지고있었다. 베트남어가각광받고있는만큼, 베트남어학습을
하려고하던찰나, 이번GTU에서좋은프로그램이있어참여함.

Ÿ 두번의베트남방문후이나라와문화에관심이생겼고, 베트남어를배우고싶다고생각을하던중프로그램공고를보고지원함.

Ÿ 공지받고개설배경및목적을보니베트남어를배워놓으면좋을것같다고생각이들어지원함. 우리나라에서베트남어를접할기회가많지않다고
들었는데방학중에학교에서접할수있어좋은기회라고생각함.

Ÿ 중국어나스페인어에도관심이있는데이런언어는배울수있는기회가많지만, 베트남어는배울수있는기회가거의없어신청함.

Ÿ 시아에서점점주목받는성장을이루고있는나라인베트남에관심을가지게되었던때에, 다문화학생들이점점늘어나고베트남어를구사할시에가지
게될교사로서의다문화역량이강화될것이라고생각하여신청함.

Ÿ 새로운언어를배우는것에대한흥미, 특히, 베트남어는이전에접해본적이전혀없어서더흥미를가지게됨.

Ÿ 초등학교교사인언니가요즘다문화가정의학생들이많이있다고말해주었던것이생각났는데, 베트남어강좌를통해교사가되었을때다문화가정
아이들을보다잘이해하고지도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에강좌를신청.

Ÿ 10년넘게부모님께서베트남사람들을위해봉사를해오셔서자연스럽게베트남어에관심을갖게됨. 좋은기회인것같아신청.

Ÿ 경영학을공부하면서최근노동시장이중국에서베트남으로이동하고있다는얘기를많이들어서이번기회에베트남어를배우는것이좋겠다고생각했
다.꼭회사에취업하지않더라도, 교직과정을이수하고있는나로서는반에서베트남학생을만날가능성이있었기때문에이번강좌가아주매력적으로
느껴짐.

Ÿ 항상영어외에다른언어를배우고싶다는생각을 가지고있었습니다. 하계방학을맞아베트남어강좌가열린다는공지를보고좋은기회라생각되어
참여.

Ÿ 학생들을가르칠때그학생의문화와언어를알고있으면부모님들과소통하기도쉬울뿐더러학생들이학교생활에적응하는데많은도움을줄수있다고
생각.

Ÿ 베트남어를수능제2외국어영역에서선택하였으나필수가아니라큰비중을두지않았고관심은있었는데마침이번에베트남어수업을GTU사업단에
서무료로지원을해준다고하니다시베트남어를배울수있다는생각에기쁜마음으로수강신청을함.

Ÿ 취업에있어베트남어를할줄아는스펙이저에게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하여신청함.

Ÿ 사촌형) 베트남분과국제결혼을해서함께살게되어나에겐사돈인그베트남분의어머니가한국에오셔우리집에와계신데그분하고조금이나마
대화를주고받고싶었음.

Ÿ 글로벌교육협력'이라는분야에관심이있기때문에베트남어를학습하는것이본인의글로벌역량,직무역량을기르는데필수적이라생각하여참여함.

Ÿ 베트남해외봉사활동을통해베트남에대해관심이생겼고베트남어를배워보고싶다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에경북대GTU사업단에서
방학동안베트남어수업이이루어진다는공지를보고신청함.

Ÿ 강좌신청계기는신선하고새로운언어에대한흥미였음.

표 12. 수강 동기
Table 12. Attendance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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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료식을 통한 소통과 격려의 현장을 보여준다.

Ⅴ. 논의 및 제언

이 장에서는 본 베트남어 교육과정 운영과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는 동시에 유사 베트남어 강좌

개설을 계획하는 타 양성기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 한계, 그리고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연구목

표 2).

참여자들이 서술한 건의사항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

은 비중을 차지한 의견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 부류의 건의는 이러한 강좌를 더 많이 개

설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타 학과, 타 단대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8주간의 단기 베트남어 학습을 통해 학생들

의 관심과 호기심, 심화 학습에 대한 의욕, 결실을 나

누고자 하는 선의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사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 우려되는 사항은 수

강생의 수가 늘고 수강이 지속되어 수준별 강좌의 개

설이 요구될 때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사 수급

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한편 수강생 증가와

수강 지속으로 베트남어 인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이들이 베트남어 강사로 활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부류의 건의는 문화와 관련한 것으로, 이

강좌가 베트남어라는 언어 학습에만 집중되었으나 추

가적으로 수업 외 활동으로 베트남의 실생활이나 문화,

교사가 아닌 베트남인들이 말하는 대화 등을 접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도 안내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관련되었다. 또한 베트남 교환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

는 기회와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여 문화를 습득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

였다.

언어학습경험관련–느낀점과성찰

Ÿ 베트남어가어떤소리가나고어떻게쓰는지하나도알지못했다. 이강좌를통해베트남어를읽고소리낼수있게되었고기초적인대화를할수있게
되었다.

Ÿ 새롭게알게된점은내생각보다베트남이라는나라가우리나라와비슷한점이매우많다는점이었다. 예를들어서로존칭을쓸때나이에따라상대방을
높인다거나실제가족이아닌사람을부를때에삼촌과같은단어를사용해서부른다거나하는게신기했다. 하지만이와는달리한국어와는다른점도
분명있었다. 성조가다양하다는점이가장큰차이점이다. 베트남어를들으면떠오르는억양이있었는데그게성조의차이에서온것이라생각하니신기
했다.

Ÿ 발음연습을많이시켜주셔서좋았고한명한명구체적인피드백을주셔서정확한발음을알수있었다는점이좋았다. 외국어를배운다는것이나의
시간을절대적으로투자하고, 하루도빠짐없이꾸준히학습하고그언어를접해야한다는사실을다시한번체감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시간을할애해
서베트남어를조금씩이라도공부한다면나자신에게있어큰메리트를가질것임이분명하고, 실제로여유가있을때마다베트남어를공부할계획을
세우고있다.

Ÿ 베트남원어민선생님의능숙한수업으로베트남어알파벳, 성조부터간단한회화까지한달동안꽤많은내용을배울수있었고선생님께서도진도가
빠르지만학생들이잘따라온다며더열심히가르쳐주셨다.

Ÿ 베트남어를배우면서알게된것은생각보다한국어랑겹치는것이있다는점, 중국어처럼한자만쓸것이라생각했지만오히려영어와비슷한알파벳이
있다는점등이있었고, 특히나문법이생각보다많이단순해서배우기쉽다는것이었다.흥미로웠던것은베트남어의존댓말이었다. 베트남어는반말에
존대를하는단어를첨가하고호칭을항상붙임으로써존댓말을만드는점이었다.

Ÿ 이제는제법알아들을만한발음으로자기소개,처음만났을때의짧은대화, 약속정하기,밥먹기등을할수있게되었다. 물론이정도로만족하지는않는
다. 나는현지인과사업교류를하거나교육에쓰일수있을정도로잘말할수있게될때까지공부할계획이다. GTU의도움으로미루고만있던베트남어
공부의시작을했으니끝을맺는것은내몫인것같다.

Ÿ 한달이라는짧은시간을통해베트남어를예상보다자세히배울수있었다.

Ÿ 그들이사용하는글자는영어와유사했으며, 몇몇단어의발음은우리나라의단어와유사한것이있었음. 실제생활에서어떤대화들이오고가는지알
수있었으며, 성조는어렵고힘들다는막연한오해도풀수있는계기가되었다.

Ÿ 결석한학우들을위해채팅방에매수업시간 주요회화와음성파일을업로드해주셨다.선생님의열정, 베트남어강좌수강에열의를더하는원동력이
되었다.

Ÿ 이후연결되는다음프로그램에(학교어학당에생기는강의등) 대해안내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 또앞으로이런좋은프로그램이많이개설되기를
바라며, 사범대뿐만이아니라비사범대학생들에게도많은홍보가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표 13. 언어 관련 배운 점, 느낀 점, 달라진 점
Table 13. Language-Related Learning, Feelings, &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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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재는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와 관련한 문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34],

미래의 베트남어 교육은 문화교육을 교육과정의 명시

적 일부로 병행하는 방안으로 고안되어져야 한다. 또

한 학생들에게서 싹트고 있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호

기심을 선용하여 더 보람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제안한다. 이 두 번째 건의사항을 실행하는 데에는 참

여자 시간의 확대, 교사 준비의 증가, 문화 콘텐츠의

마련, 외부 베트남인들과 관련 기관들을 연결하는 네

트워킹이 요구되어진다. 이는 행정과 재정의 증대, 기

획과 실행 의지와 협력을 요할 것이므로 쉬운 일은 아

닐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건의사항을 종합해 볼 때, 베트남어

강좌 운영이 타 대학교들로 응용·확대 되고, 베트남어

교육과정에 베트남 문화와의 직간접적인 접촉과 체험

이 명시적으로 추가된다면, 베트남어 사용으로 인한

소통 능력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향상되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베트남 배경 학생들에 대응하는 교사의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한-베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문화학습과 체험 확대는 기

제기한 베트남어 구사자의 결핍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개선책도 언급한다. 본 연구는

두 차례의 교육 결과를 병행하여 제공했다는 점에서

단 한 차례의 교육 결과보다 그 안정성과 일반화에 있

어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 대상

인원수가 각각 12명과 8명으로 소수였다는 한계를 인

정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

여하여 결과의 안정성(stability), 타당성(validity), 그리

다문화역량관련–배운점, 느낀점, 달라진점

Ÿ 짧은시간동안이나마베트남어강좌를들으면서더발전된나의모습을발견할수있었다.

Ÿ 베트남어와함께베트남의문화와역사에대해간략히소개해주신것도좋았다.한국의식민지지배,분단역사와비교해서베트남의식민지지배,베트남의
이념대립전쟁을설명해주신것이매우인상적이었다.

Ÿ 짧은시간이었지만베트남어의기초를잘잡을수있는시간이었다. ‘베트남에대해알아가기’의시작이좋았다.

Ÿ 이번베트남어강좌를수강하며많은것을얻게되었다.선생님께서한국어를원어민수준으로잘하셔서수업을듣는데 문제가없었고, 2개국어를아주
유창하게하시는선생님을보면서멋있고본받고싶다는생각을하게되었고, 언어를잘하는것이또하나의경쟁력이될수있다는것을다시한번
느끼게되었다.

Ÿ 변화되어진것은베트남에대한관심이생기기시작하였고, 그들의나라에대해이해할수있게되었다는것이다. 기회가된다면베트남이나중국과같이
다문화가정의대부분을차지하는나라에교환학생으로가서,다문화에대한이해의폭을조금더넓히고싶다는생각도하게되었다.이번베트남어특강이
교육자를꿈꾸는나도외국어학습을포기하지않고계속해서추진해나가야겠다고결심하게된계기가되지않았을까생각된다.

Ÿ 선생님의베트남에대한많은얘기를듣고, 내가베트남에대한편견이있었다는것을느꼈다.그리고수업을통해베트남에대한지식도늘면서그편견들
도사라지고, 베트남에대한호기심과좋은이미지만생겨나고있는것같아베트남문화권의학생들을지도할때에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했다.

Ÿ 학문적인호기심뿐만아니라주위에대한시선을넓혀나갈수있었다. 한국에있는다문화학생들에대해관심을가진것이그것이다. 특히나 베트남
여성들이한국에정착해있고, 그가족의아이들이받는교육에관심이가게되었다. 베트남어가어떻게글로벌교육에도움이될수있을지고민을하는
계기가되었다.

Ÿ 언어와함께베트남의문화도조금이나마알게되어서좋았다. 우리나라와비슷한점이많아놀랍기도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호칭을중요시하고,호칭
그자체가존댓말이된다는것이신기했다. 베트남어와그문화에대해더많은관심이생겼습니다. 나아가다양한각도로세상을바라보는눈을갖게
되었다.

Ÿ 베트남에여행을갔을때흥미와는별개로베트남에서내가할수있는것이별로없었다. 베트남인들과영어로소통을하자니그것도잘되지않았기
때문이다. 그아쉬움때문에이강의를신청하게된것같기도한데, 실제로강좌는참좋았습니다. 베트남인이가르쳐주는베트남어라는점이더좋았다.

Ÿ 수업마지막 30분간은종종베트남의문화에대해이야기를들을수있었다.

Ÿ 동남아문화권은잘접하기힘들었는데이번수업을통해언어나문화에한발짝친근해질수있는계기가되었다.

Ÿ 베트남에대한저도모르게제자신안에내제되어있던부정적편견들을많이고쳐나갈수있었고정서적으로한국과많이닮은국가임을느꼈다.

Ÿ 집에갔을때인사도시도해보고, 베트남출신사돈어른이만들어준음식에대해서물어보기도하고, 그맛에대해서칭찬도해보고나아가사돈어른은
아들과화상통화도해보았다. 솔직히‘신짜오’만계속반복했던것같다. 그래도사돈이즐거워하시는데진작배워사용해볼걸이라는생각이들었다.

표 14. 다문화 역량 관련 배운 점, 느낀 점, 달라진 점
Table 14. Multicultural-Ability Related Learning, Feelings, &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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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화에 있어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질적 · 양적 분석에서 왜 특정 결과나 관점이

나오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왜 두 명은 제

로(0)에 근접한 성장을 보였는지, 이들에게 출석률의

변동이 나타났는데 그 변동에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참

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 요인을 발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1, 2차 교육은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

상으로 개설되었지만, 교육과정이 견실하게 자리를 잡

으면 중급 수준의 강좌도 개설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연구를 실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미 학습한 자들을 추적하여 이들의 삶이 본 베트남어

강좌 수강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면 그 다

음을 위한 기획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언은 모두 재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본 베트남어 강좌 실행은 GTU 추진 활동에 대한 교

육부의 재정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4개 대학교를 넘어 더 많은 대학교들로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양

성기관들이 베트남어 관련 가능성들에 관심을 가질 경

우, 베트남어 강좌를 창안하여 대학 본부나 지방 자치

단체, 혹은 정부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결과를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ⅤI. 결 론

국내 교실에서 베트남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져 가며, 기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베트남어를 구사할 줄 아는 교사와 기업 인

재들의 수요가 빗발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와 수요에 대응하여, 대학생 예비교사들이 글로벌·다문

화 교육역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들

을 위한 베트남어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였다.

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적인 결론이다(연구 목표

1).기 언급한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여 기획·운영된 본 
교육과정은 시의적절하며, 그 성취 결과는 우수하고 활
용성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성취를 도운 요인으
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참여자들의 베트남어 습득에 대한 
높은 동기와 호기심, 교사의 열정, 스마트폰을 사용한 정
보 공유 촉진, 간담회와 수강료 지원을 통한 심리적 · 재
정적 지원이다.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인프라가 형성된 
언어교육센터의 협력, GTU 운영진과 사범대 학장이 보
여 준 본 강좌의 중요성과 함의에 대한 믿음, 지원, 행동
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실 수업 내용> <단체 채팅방에 수업내용 공유> <수료증 수여>

<과제 수행 및 과제 제출> <단체 채팅방을 통한 과제 수행> <수료식 및 간담회>

그림 2. 학습 활동 샘플
Figure 2. Samples of Learn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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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과정의 효과도 그리고 부수적인 사회의 이

익도 베트남어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없

을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베트남어 학습 기회를 가

지지 못함으로써 잃을 수도 있는 국가 사회의 기회비

용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주체

들은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예비교사들에게

풍부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V장에 제공된 본 연구의 시사점

과 제언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연구 목표 2).

예비교원들을 위한 베트남어 습득용 강좌의 개발과

운영은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함양한다는 목적 하에

학생들의 국내외 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조화로운 교실과 사회에 공헌하는 대의명분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예비교사용 베트남어 교

육과정의 사례에 대한 결과와 시사점을 다룬 바, 타

양성기관들이 이를 참조하고 응용하여 조화로운 한-베

다문화 학교 운영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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