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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구성과 조직

01 시도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02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1. 학교 교육체제

06

2. 학교별 교육목표

08

3. 학교별 구성과 특성

08

03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받는다.
-카네기-

04 말하자마자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엔니우스-

05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06 절망이란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이다.
-G.그랑빌-

07 이성이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감정은 인간을 이끌어 간다.
-루소-

08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에의 첫 걸음이다.
-로버트 슐러-

09 지혜가 깊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거나, 또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그 자체 속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파스칼-

10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영국속담-

중앙다문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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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구성과 조직

알아두기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자녀의 교육을 위한 기관입니다. 대부분이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보통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학비가 일반학교보다 비싸고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입학시험을
거쳐야 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입학자격

1. 학교 교육체제

·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복수국적자 포함)

⊙ 한국의 교육체제
한국의 교육체제는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로 구성됩니다. 초등
학교(6년), 중학교(3년)는 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의무교육이란 해당기간동안 자녀가
균등하게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와
사립 특성화중학교(예술중, 체육중, 국제중 등)에 보낼 경우 교육비를 부담합니다.

 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학교별로 실시하므로 구체적 전형방법은 다르지만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보통 1년 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입학에 필요한 서류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건강
기록부, 이전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국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을 요구합니다.
각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www.isi.go.kr)에서 각 학교별 입학
절차, 학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교 주요부서
교무실
선생님들이 학교 업무를 보거나 수업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학교제도

연령(만)

학교

기간

교육비

유아교육

3~5세

어린이집·유치원

2~3년

유/무

의무교육

6~11세

초등학교

6년

유/무

의무교육

12~14세

중학교

3년

유/무

-

15~17세

고등학교

3년

유

대학교(전문대학)

대학교(4년)
전문대학(2년)

유

대학원

2~5년

유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18세 이상

선생님과 연락을 원할 경우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교무실로 문의하세요.

행정실
학교의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자녀의 급식비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참여비나 스쿨뱅킹1)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행정실로 문의하세요.

1) 스쿨뱅킹과 관련된 정보는 p.20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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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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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별 교육목표

08+ 09

⊙ 중학교의 구성과 특성

중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사립으로 구분되며, 남녀 재학생별 구분에 따라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여자중학교, 남자중학교, 남녀공학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에 해

▶기본 생활습관 형성과 바른 인성 함양

당하므로 학비(입학금,수업료)는 무료이나 기타 교육비(급식비,방과후수강비 등)는
시·도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중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바른 인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2) 특성화중학교
특성화중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로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

⊙ 고등학교 교육목표

중학교,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중학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중학교 등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시키는 중학교를 말합니다. 사립 특성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중학교의 경우 일반중학교와는 달리 학비가 있습니다.

※ 중학교 현황(2012.4.1 기준)

3. 학교별 구성과 특성
⊙ 초등학교의 구성과 특성

국립

공립

사립

설립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현황

9교

2,508교

645교

초등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사립으로 구분되며, 남녀공학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므로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비(입학금,수업료)는 무료이고 기타 교육비

입학전형

· 일반중학교 : 학교군 및 중학구 배정
· 특성화중학교 : 선발전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급식비,방과후수강비 등)는 시·도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사립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학교마다 교육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 현황(2012.4.1 기준)
국립

공립

사립

설립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현황

17교

5,802교

76교

학비

무료

무료

학교 자율

입학전형

추첨 등(학교마다 다름)

통학구역 배정

추첨 등(학교마다 다름)

⊙ 고등학교의 구성과 특성
(1) 일반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는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
학교를 말합니다. 남녀 재학생별 구분에 따라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고
등학교가 있습니다.

제1장 학교의 구성과 조직

(1) 일반중학교

⊙ 초등학교 교육목표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2)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현재는 ① 과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계열의 고등학교 ②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계열의
고등학교 ③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④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제2장 

교육 과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등 네 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3)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소질과 적성 유사한 학생을 대상
으로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농생명산업계열,

1. 초·중·고의 학교제도 운영
2. 초등학교교육과정
3. 중학교교육과정
4. 고등학교교육과정
5. 교육지원제도

12
13
16
18
20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관련 산업분야에 취업하거나 관련 분야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
니다.

(4) 자율고등학교
▶ 자율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평준화에 따른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정, 학생선발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은 고등학교입니다.
▶ 설립주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구분됩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가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편입니다.

※ 고등학교 현황(2012.4.1)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일반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

현황

1,529교

128교

499교

147교

학비2)

약160만원(서울)

공·사립 차이

무료(정부지원)

공·사립 차이

입학전형

·평준화: 추첨
·비평준화: 선발

선발전형

선발전형

추첨 또는 선발

2)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하고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중앙다문화교육센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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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나 가족행사 참여, 친인척 방문 등은 교외체험

교육 과정

학습으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다녀온 후에는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통 한 학년 동안에 7일까지 가능합니다. 학교마다 교외체험학습
으로 허가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학기운영
▶초·중·고의 학기는 매년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 1학기는

3월 1일부터(3월 1일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학교 등교는 3월 2일부터입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
⊙ 학년별 교과구성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학급에 맞는 학습력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발달
시키기 위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 수업일수 및 출석

▶ 초등학교에서는

예체능 교과나 영어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담임선생님이 거의
모든 교과를 가르칩니다.

▶ 대부분의

학교가 주 5일(월~금)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을 실시
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이며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현장학습,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경조사 참석, 이 외에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방학
▶ 방학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여름방학은 7월 중순
또는 하순부터 약 1개월, 겨울방학은 12월 하순부터 약 1개월, 학년말방학은 다음 해
2월 중순부터 약 2주 정도이며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방학일수는 학교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 초등학교의

1교시 수업은 40분으로 구성되며, 10분의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 교과서는

학교에서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제2장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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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앙다문화교육센터 _

3~4학년

5~6학년

국어
448

408

408

272

272

272

272

204

340

204

204

272

272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국어
사회/도덕
교

수학

과

과학/실과

(군)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수학
256
바른생활
128
슬기로운 생활
192

▶각
 학교는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운영형태별로 계획을 세워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및 방학 중 돌봄 수요가 있는 학교의 경우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반형」: 정규수업 후 18:00까지 운영
• 「종일형」: 정규수업 후 21:00까지 운영
• 「엄마품온종일형」: 아침 06:30 ~ 08:30, 정규수업 후 22:00까지 운영
▶각
 학교는 돌봄교실이 교육·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돌봄교실을 기반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돌봄교실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귀가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경찰 지구대
등과 협력하여 귀가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운영시간,

지원대상, 운영 프로그램 등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 방과후학교
▶ 공식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가 토요일에도 토요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교과, 기타 취미활동 등 학교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내용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자녀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모집기간에
가정통신문3)으로 안내됩니다. 토요방과후학교는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서비스
(1) 초등돌봄교실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 중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입니다. 교과교육, 특기적성교육, 진로지도,
개인생활지도, 심리상담,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 참여자는

부모와 청소년의 신청에 의해 선발되며, 토요일도 운영합니다. 각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정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이트(http://www.
youthacademy.or.kr) 에서 확인하세요.

▶ 초등돌봄교실은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보호공간을 제공하고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양육 및 학습지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 돌봄교실은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장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가정환경과 유사하게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3)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내 방임아동의 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지원 대상은 초등학
생이지만 일부 중학생이상 또는 취학전 아동도 포함됩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
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사이트(http://www.icareinfo.info)
에서 확인하세요.

3) 가정통신문에 관한 정보는 p.39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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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평가
▶초등학교

평가는 교과뿐만 아니라 과제물,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 면담,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을 실시하며, 매년
6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위
학교에서 평가 방법, 횟수, 일정 등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 _

16+ 17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학급에 맞는 학습력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발달
시키기 위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 중학교의

1교시 수업은 45분 수업과 10분간의 휴식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중학교는

담임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담당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교과목별로 담당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 교과서는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학년마다 무료로 나누어줍니다.
구분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한 학기동안 학생의 학습 성취와 학교생활은 생활통지표에 표시되어 가정으로 안내됩니다.

교

수학

374

▶ 생활통지표에는

각 과목의 성적과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가정통신문 등이

과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

⊙ 중학교 진학
▶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영어 등 특정 분야의 재능을 키우고자 특성화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아닐 경우 일반중학교에 배정됩니다. 많은 시도가 별다른 시험이나 신청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시간 수

3,366

거주지 근처학교로 배정하지만 일부 시도는 다른 배정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는 관할구역 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하면 컴퓨터로 추첨하여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진학설명회를 통
해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방과후학교
▶ 공식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가 토요일에도 토요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학교의

방과후학교는 교과관련 또는 특기적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이 외에도 스포츠클럽 활동이 방과후 또는 토요일에 실시됩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
⊙ 성적평가
⊙ 교과구성

▶ 중학생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

▶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 중학교의

교과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미술), 영어, 선택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선택과목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 특히,

2012학년도 중학교 1학년 적용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성취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평가제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 성취정도를 A, B, C, D, E로 평가하며, 학교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매 학년 배우는 교과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석차를 없애고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병기합니다.

제2장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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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다문화교육센터 _

⊙ 성적통지표

18+ 19

▶창
 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고
 등학교의 1교시 수업은 50분 강의와 10분 휴식으로 구성됩니다.

▶시
 험이 실시된 후 그 결과는 성적통지표에 의해 가정으로 안내됩니다.
▶ 학기말의

성적통지표에는 한 학기동안 실시된 모든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결과가

구분

나타납니다.

교과영역

교과군

▶ 성적통지표에는

각 과목의 성적과 출결상황, 가정통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학

15(10)

영어

15(10)

사회(역사/도덕 포함)

15(10)

과학

15(10)

▶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에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 지원을 하며, 종류에 따라 입학전형 방법이 다릅니다.

체육

10(5)

예술(음악/미술)

10(5)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12)

35(20)

체육·예술

생활·교양

중학교 성적과 선발고사의 성적을 합하여 전형하며 지원한 학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

소계

여 배정합니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20(10)

▶ 일반고등학교인

경우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평준화지역의

4. 고등학교 교육과정

45(30)

탐구

4)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 성적 또는 선발고사의 성적에 의하거나

학교자율과정

교과 영역

16(12)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 필수 이수 단위의 ( )안의 숫자는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및 체육·예술 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
*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 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임.

⊙ 교과구성
▶고
 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됩니다.
▶교
 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성됩니다.
① 보통

교과는 기본 과목과 일반 과목, 심화 과목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

⊙ 방과후학교
▶ 공식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토요일에도 토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교과관련 또는 특기적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이 외에도 스포츠클럽 활동이 방과후 또는 토요일에 실시됩니다.

교양입니다.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입니다.

⊙ 성적평가
▶ 고등학생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추첨을 통하여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각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하는 지역은 평준화 지역,
실시하지 않는 지역을 비평준화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4~25p에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제2장 교육 과정

15(10)

⊙ 고등학교 진학
교
과
(군)

교과(군)

국어
기초

▶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필수 이수 단위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 특히

2012학년도부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학년 전문교과에 한하여, 석차 9등급
제가 아닌 A, B, C, D, E로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며, 2014학년도부터는
고교 보통교과에 확대·적용할 계획입니다.

⊙ 성적통지표
▶시
 험이 실시된 후 성적통지표에 의해 시험 결과가 가정으로 안내됩니다.

제3장 

취학·입학절차

▶ 학기말의

성적통지표에는 한 학기동안 실시된 모든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
 적통지표에는 각 과목의 성적과 출결상황, 가정통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초등학교 취학절차
2. 중학교 입학절차
3. 고등학교 입학절차
4. 다문화학생(귀국학생)의 편입학·재취학
5. 외국이수 학력인정 규정

23
24
24
26
28

5. 교육지원제도
▶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비(입학급,수업료)는 무료이나 급식비, 체험
학습비, 수학여행(수련회), 방과후학교 등의 경비는 시·도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
으로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스쿨뱅킹(School Banking) 제도는 이러한 경비를
수납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교육활동 비용을 학부모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서 안내합니다.
▶ 이러한

기타 경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지원, 복지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방과후학교, 체험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지원 자격과 범위에 관해 알고 싶은 학부모님은 해당 학교 담당선생님이나
교육청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각 시도교육청에 관한 정보는 부록 p.45에 있음.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중앙다문화교육센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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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취학절차

취학·입학절차

⊙ 취학연령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취학의무 대상자가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되며, 다음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 취학절차
⊙ 대상 :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 국적인 경우 취학·입학절차

▶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대상이 되면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취학통
지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취학통지서는 12월 20일 경에 받아보실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

연령(만)

학교급


초등학교 입학
[학부모 준비사항] 취학통지 수령 및 개별 입학 준비
12월
1월
3월

~ 2월

취학통지서수령: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통지
학교 예비소집: 학교·입학안내
입학식



▶ 자녀의

취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학아동명부를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국·사립

초등학교의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로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
(

학
비
무
료

중학교 입학
[학부모 준비사항] 없음(관련행정, 서류 등 초등학교 일괄준비)
12
~
14세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학업능력 등 개인차에 따라 조기입학 및 입학

1월
2월
2월
2월
3월

중순
초순
중순
중순~말
초순

중학교 입학 추첨 배정
중학교 배정자 발표, 예비소집
재배정, 추가배정 신청, 반배치고사 실시
추가배정 결과 통보
입학식

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매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고등학교 입학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후기입학:12~1월경)

·평준화지역 : 추첨방식
·비평준화지역 : 선발고사 실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전기입학:10~11월경)

·1개 학교 선택 지원
·안내:고입정보포털사이트(www.hischool.go.kr)

15~17세

알아두기

외국인가정 자녀의 입학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국
내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셔서 입학상담을 받으시기 바


18세 이상

Tips

대학교

랍니다. 미등록외국인일 경우도 입학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나 신원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3장 취학·입학절차

의
무
교
육

6
~
11세

에서 정한 통학구역 기준에 의해 학부모(보호자)의 거주지에 따라 학교가 정해집니다.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Tips

중앙다문화교육센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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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육청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 지역)의

알아두기

예비소집
•일부 학교는 취학 어린이를 확인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경우 고등학교 학교군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먼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면 중학교 학생생활 기록부 성적, 선발
고사 등의 점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비소집을 실시합니다.
•취학통지서에 예비소집 일시와 입학할 학교, 준비해야할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예비소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취학통지서에 입학식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으니, 해당
날짜에 참석하면 됩니다.

평준화지역(2012년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부천시·고양시·광명시·안산시·의정부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군산시,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
남도 창원시(종전의 창원시, 마산시)·진주시·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

2. 중학교 입학절차
⊙ 그 외 고등학교의 입학과정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자녀가 수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과
관련된 서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니 부모님께서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등은 전기에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들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는 지역에 원하는 유형의 학교가

⊙ 특성화중학교의 입학과정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설립목적에 따라 특정한 요건을 가진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신입생의

선발 요건, 절차,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녀가 입학을 원하는 학교 홈페
이지에서 모집요강(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제출 서류, 전형 방법과 일정, 합격자 선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생

선발방법은 보통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중학교 교사의 추천서, 면접 등으로 진행
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에 따라 모집단위, 학생선발방식, 교육과정 등이 다릅니다. 고입
정보 포털 사이트(www.hischool.go.kr)를 활용하면 학교 유형에 따른 입학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유형이 같다 할지라도 학교마다 세부 입학
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입학을 원하시는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3. 고등학교 입학절차
⊙ 일반고등학교의 입학과정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져 행해지고 있으며,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후기에 학생을 선발합니다. 입학 전형방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생생활기록부
성적(교과성적 및 비교과성적), 선발고사, 또는 이를 병합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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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중학교의 입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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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학생(귀국학생)의 편입학·재취학

26+ 27

▶ 의무교육기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학이
가능합니다. 간혹 신분 노출이 걱정되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아동의

⊙ 대상 :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하여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에 있는 학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편입학 결정


해당 거주지 학교 문의
[편입학 상담]
1. 거주지 인근 학교: 교감 또는 교무부장 선생님
2. 교육청, 교육지원청: 입학 업무 담당자(p.45 시도교육청 연락처 참고), 혹은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p.50 연락처 참고)


6)

편입학시 필요서류
7)

국내 학교로 편입학을 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먼저 해당 학교나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10)을 찾아가서 입학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는 보통 교감 또는 교무
부장 선생님이 입학상담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입학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자리에 없거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냥 찾아가지
마시고 전화로 먼저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① 재학(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8)

서류들이 필요하니, 상담을 할 때 챙겨 가시면 상담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국외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출신국가
에서 원본과 번역본(한국어)을 공증받아 출신국가의 한국영사관 소인 후 제출

해당하는 학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국내거주사실확인서 또는 학생·부모의 외국인등록증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편입학 신청서
· 6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초등학교 졸업 인정
· 9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중학교 졸업 인정
·12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고등학교 졸업인정


편입학 학교에 관련서류 제출


편입학

Tips

알아두기

초등학교·중학교 편입학
간혹 원하는 학교의 편입학(재취학)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교육(초등학교/중학교)은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입학 담당자나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세요.

고등학교 편입학

Tips

알아두기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했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입학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학
허락을 받기 위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해당 학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9)
협약가입국가 발생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
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
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부착)⇒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입학

상담 절차가 끝난 후 해당 학교에서 자녀의 학력 수준 확인과 학년 배정을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령에 맞춰 학년이 배정되며, 고등학교는 연령과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수준을 고려하여 배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년으로 편입시키기에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연령보다 학년을 낮게 배정하거나 예비학교11)에서
사전학습기간을 갖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6)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마다 편입학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7) 재학(졸업)증명서란 외국에서 어떤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얼마동안 다녔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8) 성적증명서란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동안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
9) 아포스티유 가입국에 관한 정보는 p.46에서 확인 가능함.

10)교육청은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및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두는 지방행정교육기관으로 중학교와 고등
학교의 입학관련 업무를 담당함. 반면에 초등학교 입학은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있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함.
11) 예비학교에 관한 정보는 p.30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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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수 학력인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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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이수 학력인정 규정
외국이수 학력인정 원칙
• 6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초등학교 졸업 인정
• 9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중학교 졸업 인정
•12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고등학교 졸업인정

▶ 자녀가

한국에서 오기 이전에 해외(본국)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재학사실증명서의 재학

제4장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교제도(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9년 이상의 학교과정을 이수했다면 학교체제에 맞추어 고등학교에 편입학하게
됩니다. 단, 동일학년 또는 학기의 중복 이수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1.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력인정 교육기관
2.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지원 프로그램
3.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

30
34
35

등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 편입학(재취학)과 학년 결정은 학교장의 권한이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년 결정을 위한 간단한 테스트나 한국어 시험이 실시 될 수 있습니다.
▶ 재학사실증명이

미비하거나 증명할 수 없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또는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학력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력심의위원회는 법령 개정사항으로 2013년 3월 이후 시도교육청에 설치될 예정
입니다. 구체적인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방법, 절차,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각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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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다문화교육센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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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선도학교 13)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1.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력인정 교육기관

일반학교 중 다문화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글로벌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학교의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실, 이중언어 교실, 상호이해교육,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학부모교육, 상담,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거주지 근처에 글로벌 선도학교가 있을 경우 전·입학이 가능하나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거주지외의 학교로도 전·입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우수학교 중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30개 교가 집중지원형 글로벌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거점형 글로벌 선도학교는 전국에 120개교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학교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자세한 현황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중도

입국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부족한 한국어 실력 등의 이유로 바로 정규 일반학교로
진학하여 잘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학교

글로벌 선도학교

대안학교

예비학교 12)

12) 각 예비학교 연락처는 p.47에서 확인 가능함.

중앙다문화교육센터

13) 집중지원형 글로벌 선도학교 연락처는 p.48, 49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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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의 정규학교 조기적응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다문화학생의 경우 바로 정규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기 어려우므로 예비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며 정규학교에서의 공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비학교는 현재 전국에 26개의 학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14개는 일반학교에서 특별학급
형태로 운영되는 예비학교이고, 12개는 위탁형 예비학교입니다.
특별학급형 예비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에 특별학급 형태로 예비학교가 존재하며,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 학생들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수업시간에 예비학교 학생들만 모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위탁형 예비학교의 경우 한국어, 한국문화, 보통교과로 교육과정이 구성됩니다. 일부 위탁형 예비
학교의 경우 다문화학생을 위한 특화된 수업(한국어, 한국문화, 현장학습 등)만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원적이 있는 일반학교에서 보통 교과를 배우게 됩니다.
예비학교의 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나 수료는 초등은 상시제, 중·고등은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보통
예비학교의 수학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지만, 개인의 수학 능력에 따라 예비학교 수학 기간이 길어
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위탁형 예비학교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비학교에서의 교육 이수 경험은
일반학교 복교 시 모두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대안학교 14)
1. 지구촌학교(http://www.globalsarang.com)
지구촌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미래의 인재로 양성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단계적 한국어교육, 영어교육, 제2외국어 교육까지 3개 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다중언어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나 특기적성교육비를 포함한 모든 교육비가 무료인 사립
특성화대안초등학교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년 당 1개 학급으로 운영되며,
한 학급 정원은 15명입니다.
2. 한국폴리텍다솜학교(http://dasom.kopo.ac.kr)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기술대안고등학교로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기술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교육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교과
외에도 사회문화적응교육, 기능기술교육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Computer기계', 'Plant설비',
'Smart전기' 세 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류 전형과 심층면접 등으로 학과별로 15명 정도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전교생이 생활관(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교육비와 기숙사비는 무료
이나 교재와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서울다솜학교(http://www.sds.hs.kr)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다솜학교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대안학
교로서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과 한국어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교과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등 관련 학과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언어강사(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몽골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컴퓨
터미디어과’와 ‘호텔관광과’ 두 개의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신입생은 학과별로 20명 정도를 서류와
심층면접으로 선발합니다. 기숙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인천한누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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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 새날학교(http://www.saenalschool.com)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통합형 대안학교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과 수업은 물론 다양한 현장학습과 다문화학생의 적응을 돕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약 7~80명 정도로 현재 5개 반으로 운영됩니다. 수업료는 무료이며, 통학을
위한 차량운행이 지원됩니다.

2. 아시아공동체학교(http://saebueck.dothome.co.kr/asiacommunity/)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입니다. 다문화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특성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6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수업료는
무료이나 후원금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차량 운행이 지원됩니다.

3. 다애다문화학교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로,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업의 1/3이상은 보통 교과 수업을 진행하며 그 외에 한국 전통문화 이해하기,
엄마나라 문화 배우기, 한국어 발음교정 등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대략 20명 안팎이며, 위탁학교이기 때문에 성적 처리와 졸업장 발급 등은
원적교에서 이루어집니다.

4. 서울시작다문화학교
서울시작다문화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중·
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한 학급이 운영되며 정원은 20명입니다. 교과과정은 보통교과와 대안
교과, 특별활동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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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위치하게 될 한누리학교는 일반학교 진학 및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학년별로 1개 학급씩

중앙다문화교육센터 _

운영하며, 보통교과와 한국어 학습, 사회적응 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외
에도 일반학급 수업이 어려운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교육
하는 디딤돌과정이 2개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2013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1개 학급의 정원은 약
15명으로 14학급 21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4) 대안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에서 졸업이 가능하나, 대안형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위탁기간이 끝난 후 원적교에서 졸업이 가능함.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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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15)

2.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지원 프로그램

▶ 중앙다문화교육센터(www.nime.or.kr)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양육 정보

⊙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http://www.neis.go.kr)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학교정보, 가정통신문, 자녀의 성적, 출결상황,

현재 전국 16개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개별 기관마다

기타 학교에서의 활동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서비스로서 선생님과의 온라인 상담을

프로그램 운영기간과 내용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다문화가정

통한 의견 교환도 가능합니다.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인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자녀교육 활용 정보는 물론 학업지도, 인성지도, 진학지도, 진로
지도, 특수아동 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사이트 접속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그대로 사용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발급 필요



www.neis.go.kr

졸업할 때까지
승인절차 없이
자녀 정보 열람 가능

승인



학교에서 학부모
사실 여부 확인 후 승인

▶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는 중도입국청
소년의 초기적응 지원을 돕기 위해 ‘레인보우스쿨’을 운영 중입니다. 레인보우스쿨은 9세

*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ra/moe) 참고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이용

⊙ 레인보우스쿨(http://www.rainbowyouth.or.kr)





~24세에 해당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 2회 각각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학부모서비스 신청

한국어교육, 교우관계 및 정체성 형성, 생활문화, 편입학지도, 예체능 활동지도 외에도

자녀의 학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중도입국청소년의 학업 및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다문화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 학부모교육

강좌, 자녀교육정보, 학부모상담 등 자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을 활용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 능력 향상 및 상담과 인성 지도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자료관(http://ebook.sen.go.kr)
▶ 학부모의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 탑재
• ‘초등학교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119가지’
• ‘초등학교 3~4학년 교육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 ‘우리 아이 독서논술, 이럴 땐 이렇게’ 등

⊙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16)
▶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외)에는 다문화 학생의 입학 및
학교생활을 돕는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입학과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 교육청으로 전화하셔서 다문화 전담코디
네이터와 상담하세요.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5)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은 p.49에서 확인 가능함.
16) 각 시도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 연락처는 p.50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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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부모지원센터(http://www.parents.go.kr)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그외
▶ 전국

200여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www.liveinkorea.kr)는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교육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자녀 교육 지원서비스,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등 학부모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물론 언어발달지도사들이 초등
학생 이하의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평가와 언어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아동의 부모에게 부모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와

제5장 

자녀의 학교생활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인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ips

알아두기

1. 입학전 준비
2. 알림장/가정통신문
3. 학교방문
4. 자녀지도

38
39
39
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는 8개 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언어]
·한국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영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전국에

있는 많은 비영리 사회단체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 상담, (인터넷)중독 치료, 사회봉사, 캠프, 진로지도, 성교육,
공부방 등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집 근처에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중앙다문화교육센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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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림장/가정통신문

자녀의 학교생활

▶ 초등학교에서는

매일 담임선생님이 준비물, 숙제, 학부모 전달사항 등을 알림장에 작성
하여 부모님께 확인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학부모도 알림장을 이용하여 담임선생님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 학교행사나

공지사항, 시험과 방학 일정, 급식 식단 등의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지
되며, 가정통신문을 잃어버렸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학전 준비
▶ 자녀의

입학과 관련된 안내 자료는 가입학식에서 배부되거나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지될 것입니다. 입학식, 등·하교시간, 준비물, 기본 학교생활 등 자녀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필,

지우개, 공책(1~2권), 필통, 실내화 등 기본적인 학용품을 준비합니다. 입학
하기 전이나 수업이 시작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학용품이 무엇인지 담임선생님이 알림
장을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Tips

알아두기

알림장에 적힌 준비물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네 문구점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3. 학교 방문
▶ 학교방문은

학기가 시작된 후 담임선생님이 자녀의 이름과 성향을 파악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학기 시작 후 10일 정도 지난 뒤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과
면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할 경우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녀 지도
⊙ 진학 지도
(1)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진학지도

▶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정기예방접종이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눈, 코, 귀
등에 잔병이 없는지 검사를 받아 치료해야 합니다. 자녀가 알러지(allergy)나 지병이
있다면 입학 후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살아갈 미래의 길은 무엇인지, 그 길에 따른 준비를 언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진로지도는

자녀가 올바른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일을 말하는데,

Tips

알아두기

초등학생의 경우 홍역예방접종 증명서는 입학 전이나 후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하기 편리합니다.

입니다.
▶ 초등학생

시기의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은 향후 진로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탐색해볼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제5장 자녀의 학교생활

자녀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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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진학지도

Tips

▶ 다문화학생의

경우 서투른 한국말과 이로 인한 낮은 성적으로 상위 학교로 진학
하는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이주한 다문화학생이라면 어려
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만, 중학 연령 이후에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라면 중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일반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교 진학의 경우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등을 이용하여 입학이 가능하고
이중언어에 대한 특기로 인해 진로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특기와 적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알아두기

신흥대학교 평생교육원 「2012년 다문화학생 대상 직업교육 과정」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목적 : 다문화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탐색,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 선택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의 자립 및 성공적 한국사회 정착 지원
·교육과정 : 미용, 조리, 자동차정비

▶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특례입학이 가능합니다.
▶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하나인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 특기자를 위한 학교로서

Tips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학생일 경우 입학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취업에 관심이 많다면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대안기술학교로서 서울특별시에는 서울다솜학교,
충북 제천에는 기숙형 기술학교인 한국폴리텍다솜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인터넷을 이용한 진로적성검사 프로그램 및 직업심리검사,
진로탐색 및 상담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워크넷(http://www.work.go.kr/jobMain.do)

(3)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진학지도
▶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상급학교인 대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
·진로진학상담교사(http://www.jinrojinhak.com)
·진로진학정보센터(http://www.jinhak.or.kr)

일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학률은 71.3%로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취업률은 29.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대학

진학의 경우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 교우관계 지도

2012년에는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 한양대(안산 캠퍼스)
등 전국 15곳 대학의 사회배려자 전형자격에 다문화학생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수능 및 별도의 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 대학입시에

관한 기본정보와 각 대학의 입학전형계획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http://

▶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직종에 필요한 직업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 이러한 직업
교육이 포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자녀의 직업교육을 위해
신흥대학교를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남녀공학인 학교의 남녀혼성 학급에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이성교제를 통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최근

초·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의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제5장 자녀의 학교생활

www.parent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해주길 바라며 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합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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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을 경우 보이는 행동으로는 자녀가 집에 돌아온 후 우울해
하거나, 힘이 없어 보이거나, 방에 있는 시간이 많으며, 평소보다 돈을 자주 달라고 하고,

 대처방법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학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전학하고

학교폭력을 당하였을 때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신고

싶어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하는 방법과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 교육청의 Wee센터에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www.wee.go.kr)을 통해 학교
폭력관련 각종 상담 및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ips

알아두기

(1)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먼저 자녀가 폭력을 당한 사실을 학교의 담임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담임선생님은 학교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www.teen1318.or.kr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조사 후에 처리합니다.

·왕따닷컴/서울시청소년정신보건센터 www.youthlove.or.kr

또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직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심의,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 Wee 클래스

Tips

알아두기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
합니다.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고 피해자의 마음이나 행동들을 불편하게 했
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습 부진, 대인관계 미숙, 학교폭력,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 학생은 단
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에서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교육청
·Wee 센터
Wee 센터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
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녀의 행동

학업중단자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한 Wee 스쿨에서 위탁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SOS지원단
학교폭력 SOS지원은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와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
니다.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는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개입하여
분쟁조정과 사건처리를 담당합니다.
위기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88-9128(구원의 팔)이며 온라인(www.jikim.net)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장 자녀의 학교생활

·옷이나, 운동화, 안경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을 자주 발견한다.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한다.
·교과서나 가방, 공책 등에 ‘죽고 싶다’와 같은 낙서가 쓰여 있다.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말도 없이 집에서 돈을 집어간다.
·맥없이 풀썩 주저앉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입맛이 없다며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을 먹지 않는다.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친구에게서 전화 오는 것조차 싫어한다.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거나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은 소리를 한다.

·Wee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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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에 전화하면, 피해자와 부모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적인 정보와
치유를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경찰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없이 ☎117 전화(핸드폰 사용시 지역번호 + 117)하면,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하여 긴급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는 상담, 수사,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합니다.
(5) 사이버 상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이버청소년상담기관은 청소년희망재단(☎02-3291-3634) 등이
있습니다.
(6)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방법 안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177 또는 www.safe182.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안내>
교육청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48(신문로2-77)

02-399-9114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051-860-0114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053-757-800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1137)

032-423-3303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062-380-4500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 2동 1294)

042-480-7979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052-210-54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044-861-100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495)

031-249-0114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사농동 84)

033-253-5321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043-290-2500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문화동 299-2)

042-580-7114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주간)063-239-3114
야간)063-239-3115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악리 1457번지)

061-260-0114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053-603-3800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용호동 6-1번지)

055-268-11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6)

064-710-01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전국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177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의 주소와 연락처는 거주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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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아포스티유 가입국>

지역

국가명

아시아대양주
(20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바누아투

유럽
(48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북미
(2개국)

46+ 47

<예비학교 운영 현황(2012년 9월 기준)>
지역

학교명

교육과정

전화번호

지구촌학교

초등학교

02-6910-1004

다애다문화학교

중학교

070-7728-1148

서울시작다문화학교

중·고등학교

1644-1711

부산

아시아공동체학교

초·중·고등학교

051-633-1381

대구

신당초등학교

초등학교

053-582-3273

가좌고등학교

고등학교

032-720-0690

인천당산초등학교

초등학교

032-515-3873

새날학교

초·중·고등학교

062-943-8935

동부 다문화교육센터

초·중·고등학교

042-253-7588

서부 다문화교육센터

초·중·고등학교

042-520-5996

내황초등학교

초등학교

052-297-6071

권선초등학교

초등학교

031-232-4005

원일초등학교

초등학교

031-487-3035

부천신흥초등학교

초등학교

070-7096-7003

시화초등학교

초등학교

070-7014-5702

장현초등학교

초등학교

031-571-2006

원주YMCA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033-742-7250

한벌초등학교

초등학교

043-267-7973

청명학생교육원

중·고등학교

043-530-5810

차동초등학교

초등학교

041-662-1080

인주초등학교

초등학교

041-533-1507

한울고등학교

고등학교

061-360-0114

포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초등학교

054-281-2350

구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초등학교

054-464-1553

경남

자여초등학교

초등학교

055-253-8741

제주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초등학교

064-784-9041

서울

인천
광주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대전
중남미
(20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페루

아프리카
(9개국)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

계

99개국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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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집중지원형 글로벌선도학교 초등학교 운영 현황(2012년 기준)>

도
시
형

<집중지원형 글로벌선도학교 중·고등학교 운영 현황>

학교명

설립유형

학급수

총학생수
(다문화학생수)

전화번호

지역

서울

이태원초등학교

공립

18

397(38)

02-795-2809

서울

서울

삼전초등학교

공립

50

1,310(10)

02-415-8701

인천

인천화전초등학교

공립

57

1,476(19)

지역

학교명

설립유형

학급수

총학생수
(다문화학생수)

전화번호

선정중학교

사립

30

1,049(72)

02-3156-1400

구의중학교

공립

28

912(4)

02-447-4798

광주

송원중학교

사립

24

849(2)

062-360-5533

032-542-6554

대전

대전정림중학교

공립

19

595(6)

042-586-8102

경기

설악중학교

공립

6

234(76)

031-584-7779

충북

옥천중학교

공립

24

747(12)

043-733-5951~3

충남

천안부성중학교

공립

19

680(6)

041-523-7092

경기

봉일천고등학교

공립

30

1,151(11)

031-945-3537

인천

인천동암초등학교

공립

24

568(17)

032-424-6670

대전

대전흥룡초등학교

공립

32

829(16)

042-623-2645

울산

야음초등학교

공립

16

371(7)

052-274-1682

경기

안산원곡초등학교

공립

15

391(166)

031-487-2854

충남

공주중동초등학교

공립

20

516(13)

041-853-2038

경북

상대초등학교

공립

14

340(6)

054-281-2317

경남

대방초등학교

공립

38

991(10)

055-262-1085

제주

백록초등학교

공립

45

1,408(12)

064-746-9452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지역

부산

기관명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부산교육대학교

지역
대구

농
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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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기관유형

전화번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엄마랑 아이랑 책읽기 놀이’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다문화 학부모 멘토링 프로그램
Global Women Leader교육
Happy Father School교육

교육청

051-810-8274

대학

051-500-7535

대학

053-320-3642

행복한 우리가족 아빠와 함께

학교명

설립유형

학급수

총학생수
(다문화학생수)

전화번호

대구

경북외국어대학교

대구북동초등학교

공립

31

695(20)

053-616-4811

인천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

책으로 소통하는 다문화세상

교육청

032-420-8412

대학

062-970-0151

경기

미원초등학교

공립

19

375(172)

031-584-7708

광주

남부대학교

부모의 품격을 그려보는
레인보우 Jump-up Ⅱ

강원

사내초등학교

공립

12

272(24)

033-441-4052

대전

배재대학교

행복 부모-자녀 사랑더하기

대학

042-520-5278

충북

내수초등학교

공립

23

566(19)

043-214-0610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좋은 학부모되기 프로그램

대학

031-470-6361,2

수원YWCA

아름다운 오색(五色) 동행

NGO

031-252-5111,2

시흥지역사회협의회

글로벌맘, 똑똑학 학부모 되기

NGO

031-312-0966

충북

미원초등학교

공립

12

198(28)

043-297-1309

충남

미죽초등학교

공립

6

56(5)

041-566-6238

전북

성송초등학교

공립

7

40(12)

063-563-1006

전남

청계초등학교

공립

10

189(14)

061-452-5100

전남

학다리중앙초등학교

공립

7

143(25)

061-322-6041

경북

입실초등학교

공립

16

325(20)

054-744-6708

경남

합천초등학교

공립

39

683(16)

055-933-2040

경기

강원

춘천지역교육협의회

햇살학교

NGO

033-257-3737

충북

충북대학교

2012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

대학

043-261-2075

충남

선문대학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부교실

대학

041-530-2853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원더맘! Happy Family Project

대학

전남

목포대학교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하자

대학

경북

대구대학교

최GO, 최江의 부모되기

대학

063-840-1503
061-450-2514,
061-450-2510
053-850-5654

제주

제주교육지원청

건강 학부모 되기

교육청

064-784-9041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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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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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개 시도교육청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 연락처>

관계법령

교육청

근무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02-3999-058,
02-3999-067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051-860-0458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053-757-8364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193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

032-890-6394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042-480-7564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5419

경기도교육청(북부)

031-820-0596

경기도교육청(북부)/
출입국관리사무소(양주)

031-820-0712

경기도교육청(본청)/
출입국관리사무소(수원)

031-249-0225

경기도교육청(본청)

031-249-0224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033-258-5576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043-290-2109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042-580-7231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전라북도교육청

063-239-3617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전주)

063-245-6164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061-260-0648,
061-260-0678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053-603-3420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마산)

055-268-1773

경상남도교육청

055-268-17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4-710-0242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 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아동권리협약
제2조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가 근무하지 않습니다. 해당시의 경우 교육청의 다문화업무 담당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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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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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관해서는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귀국학생 등의 초등학교 입학 등에 관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는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학교"로, "제17조 및 제21조"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으로 본다.

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6.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귀국학생 등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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