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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회카정 학생을 위한 글로벌브릿지사업 운영 및 효괴；! 

-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을 중심으로 - 

신애경“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글로벌브랏지사업과 2015난 신규 선정된 제주대 

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을 소개하는 데 있다． 글로벌브릿지사업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영 

재교육 ㅍ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그들을 글로벌리더로 양성시키기 위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브릿지사업은 수학．과학， 글로벌 리더쉽， 언어 그리고 예쳬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17개 대학에서 수행되었다．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은 수학·과 

학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주도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쟝의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프 

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은 전쳬 23명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17명이고 비다문화다겅의 학생 

이 6명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약 7개월 동안 운영되었고， 교육대학에 다니는 초등 예비교사들 

을 멘토로 활용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멘토들은 ㅍ로그램 참여자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형성하고， 수업 시간에 그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 

지사업의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창안한 아이디어 중 3개가 한국특허청에 특허 출원되었 

고， 2015 창의 DIY 앱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과 3개의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제주대학교 글 

로벌브릿지 사업에 참여했던 멘토， 연구원， 교수들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도 잠재능력을 가지 

고 있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킨다면 글로벌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 

었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 글로벌브릿지사업 

이 글은 2015년 12월에 개최된 2015 제주대학교 사대·교대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 

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소장（교신저자，email: akshin@jejunu.ac.kr)  

⑩ 접수일（2016년 4월 14일）, 수정일（2016년 5월 19알）, 게재확정일（2016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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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1.7배가 증가하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도 같은 기간 &5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따라서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선제적 교 

육정책이 요구된다（한국연구재단， 2015).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얀구한 결과 일부 우수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이 학 

업성취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류방란 외， 2012).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다문화가정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이 비다문화가정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나 학습부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마련된 상태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 성 

공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 차원에서의 함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결핍 

의 대상， 사회적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강점을 지닌 가능성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에 바탕을 둔 적응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 

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할 팔요가 있다（임경은， 2013).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 

정 학생을 지원·보호 대상이 아닌 육성 대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다문화학생의 재 

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즉 기초학력이 저조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대상이 아닌 우수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줄 교육정책 수립이 팔요하다（한 

국연구재단， 2015). 

또한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 있게 자신이 다 

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교육ㅍ로그램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김정원， 2010). 다문화가정의 학생 상당수는 자신을 100%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양계민 외， 2011). 학교에서 리더일 정도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이라도 자신 

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자신감을 길러주는 교육ㅍ로그램이 필요하다（김정원， 2010). 이를 위해서는 다문 

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뿐만 아니라 성격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성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몇 개의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브릿지사업을 운영하여， 다 

문화가정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배양하여，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연구재단예서 운영하는 글로벌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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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2015년 신규 사업단으로 선정된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小子 및 

특별 프로그램의 내용과 초등 예비교사를 활용한 멘토링 시스템과 멘토 일지를 중심으 

로 운영 실제를 알아보고， 2015년 사업의 효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II. 글로벌브릿지사업의 개요 

이 사업은 교육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사업의 목 

적은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계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 

여 영재 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졔공하는 것이고 둘째， 수학．과학， 글로벌 리더쉽， 언어， 

예쳬능 등 4개 분야로 구분된 글로벌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다문화 학생을 발굴 

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글로벌브릿지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0년에 다문화가정자녀 국제지도자 육 

성 사업을 쾅주교대에서 약 30명의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리더십 분야로 추친 

하였다． 2011년에 글로벌브럇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교대， 카이스트， 경남대에서 각 

40명의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4 과학 분야로 추진하였고， 쾅주교대에서 40명의 다 

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리더십 분야로 추진하여 총 160명의 다문화학생을 지원하 

였다． 2012년 3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2012난부 

터 글로벌브릿지사업이 공고되어 시작되었고， 매난 글로벌브릿지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 

여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브릿지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각 년도별 지원 사업단 수와 권역 

발 사업단 현황을 살펴보면 〈표 1커 〈표 2〉와 같다． 사업단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 

하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 충북， 강원을 포함하는 충청·강원권과 쾅주， 잔남， 전북， 제주 

를 포함하는 호남·제주권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하는 영남권 등 4개 권 

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이미 2012년부터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 

업단의 수는 7개이고， 2014년 3개의 사업단이 추가되었고， 2015년 7개의 사업단이 州子 

로 추가되어 총 17개의 사업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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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난도별 지원 사업단 수 

l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단 수 4 7 7 10 17 

〈표 2> 권역별 사업단 현황 

연번 권역 학교 관할 교육청 분야 사업시작년도 

1 

수도권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청 수학·과학 

2 한양대학교（안산） 경기교육청 언어 2012 

3 용인대학교 경기교육청 예체능 

4 경인교육대학교 인천교육청 언어 2014 

5 

충청 · 

강원권 

한국교원대학교 충북교육청 수학·과학 
2012 

6 선문대학교 충남교육청 글로벌리더십 

7 ㅣ 	배재대학교 대전교육청 예쳬능 
2015 

8 - 춘천교육대학교 강원교육청 수학·과학 

9 

호남． 

제주권！ 

전북대학교 전북교육청 수학．과학 2012 

10 순천대학교 전남교육청 수학．과학 2014 

「‘ 광주교육대학교 쾅주-iii육청 글로벌리더십 
2015 

12 - 	제주대학교 쳬주교육청 수학．과학 

13 

영남권 

대구대학교 대구교육청 수학．과학 2012 

14 부산대학교 부산교육청 예체능 2014 

15 가야대학교 경남교육청 언어 

2015 16 안동과학대학교 경북교육청 예쳬능 

17 울산대학교 울산교육청 수학．과학 

□ : 2015 신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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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 

사업단 소개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단은 2015년에 奇拓于로 추가되어， 2015년 처음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단은 수학·과학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주제는 ‘지역특성에 

기반한 글로컬 다문화 창의 인재 양성 사업’이다． 이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인력풀을 살 

펴보면， 운영위원회에는 교육 ㅍ로그램을 위해 초등과학교육과， 초등수학교육과， 초등실 

과교육과， 초등컴퓨터교육과 교수가 1인씩 포함되어 있고， 인성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 

그램을 위해 초등윤리교육과 교수 1인이 포함되어 았다． 그리고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파트타임제의 전임 연구원 1인이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해 줄 교육대학 학생 4명이 있다． 

사업단 프로그램 개요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추진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추진 배경 

0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및 학생 급증과 맞춤형 전문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0 초중·고등학교의 융합교육의 도입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융합교 

육 시도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 

0 지역적 특성화에 적합한 글로컬 융합형 미래 융합과학 전문인력 양성 필요 

나． 프로그램 추진 목적 

C 다문화가정 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계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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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특성화를 기반한 글로컬 다문화 영재교육 등 맞춤형 적정 특별프로그램 제공 

a 미래 창의 융합형 수학·과학으로 특성화된 글로벌브릿지 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우 

수한 다문화가정 학생 발굴·육성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학교육 전문가의 융합수학·과학교육 

(STEAM) 실천 역량 강화 

예비교사 멘토의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섕에 대한 이해 도모 

3. 학섕 모집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은 ㅍ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초등분야 1개반과 중등 

분야 1개반을 ＜표 3〉과 같이 모집할 계획이었다．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 

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과를 통해 도내 초·중학교에 모집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일반학쟁에 대한 문의와 지원은 매우 많았으나， 정작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지원은 매우 

적었다． 그래서 초등분야 지원대상을 4학년으로 낮추어 학생 추가 모집 공문을 다시 도 

내 초·중학교에 보내고， 국제교류협력과의 적극적인 홍보한 결과 초등 다문화학생 15명， 

일반학생 4명， 그리고 중등 다문화학생 2명， 일반학생 2명을 on-line과 off-line을 이용하 

여 모집하였다．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한황은 

〈표 4＞와 같다． 

전형 방법은 1차 전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개 

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확얀하고 평가하였고， 2차 전형에서 탐구 능력과 자기소개서 

를 평가하였으며， 3차 전형에서 개인별 면접이 이루어겼다． 

〈표 3> 글로벌브릿지사업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분야 및 입학정원 

모집 분야 
	

초등 
	

중등 
	

비 고 

입학 정원 
	

2.5명 내외（1개반） 
	

15명 내외（1개반） 

지원 대상 

以） 15학년도 현재 제주도 

에 거주하면서， 제주 소 

재 초등학교 5,6학년 재 

학생 중 수학．과학 분야 

에 호기심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窒〕15학난도 현재 제주도 

에 거주하면서， 제주 소 

재 중학교 1, 2학난 개학 

생 중 수학·과학 분야에 

호기심과 잠재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끅덕크선발 

일반학생（비다문화 

학생） 以〕％ 내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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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글로벌브릿지사업 프로그램 참여 학생 현황 

생
련

호
 

학
일
번
 

학교 	학년 
국적 

부 	 모 
비 고 

El 노형초등학교 4 중국 중국 

E2 노형초등학교 4 한국 중국 

E3 노형초등학교 4 한국 베트남 

E4 노형초등학교 5 중국 중국 

ES 동초등학교 5 알본 한국 

P6 동남초등학교 5 한국 카자흐스탄 

E7 백록초등학교 6 한국 일본 

P8 삼양초등학교 5 한국 	일본 

참여학생 

초등 : 19명 

（다문화 15명， 일반 4명） 

중등 : 4명 

（다문화 2명， 알반 2명） 

E9 삼양초등학교 6 한국 	일본  참여학교 

ElO  신제주초등학교 6 	중국 	한국 	초등 : 11개교 

#:; 簽瓮 	; ' fl44 	중등：4개교 
P13 토평초등학교 4 미국 	한국 

다문화가정 국적 

러시아： 1가정 

미국 : 1가정（2인） 

베트남 : 1가정 

일본 : 5가정 

중국 : 6가정 

카자흐스탄 ' 1가정 

캐나다 : 1가정 

E15 화북초등학교 

P16 삼성초등학교 5 

P17 삼양초등학교 6 한국 	한국 

P18 신제주초등학교 5 	한국 	한국 

E19 화북초등학교 5 한국 	한국 

S20 사대부중학교 1 한국 	일본 

821 중앙중학교 2 한국 러시아 

822 동중학교 2 한국 한국 

S23 중앙여자중학교 2 	한국 	한국 

-
 

-
 

E
1
4
 

토
평
초
등
학
교
 

6
 

미
국
 

한
국
 

6
궁
 

誨
…
颯
 

…颯
…
颯
 

P : 초등학생， S : 중학생 

졔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14 다문화 학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내 전체 학 

생 중 0.86％가 다운화가정의 학생이고，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가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 가정의 순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고와 비교했을 때，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에 참여하 

는 학생들의 경우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수가 많고， 중국 가정이 가장 많은 경향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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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내 현황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 가정이 두 번째로 많은 

것과는 달리 일본인 가정의 학생이 글로벌브릿지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급증한 베트남이나 필리핀 가정의 경우 제주도내에 정착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의 연령대가 어린 반면， 일본인 가정의 경우 제주도내 정착한 

기간이 오래되었고， 또한 학업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임에도 불구 

하고 한국어로 말하거나 읽거나 쓰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수학·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국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다문화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작용 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강경리， 

2014）는 연구 결과에 따라 알반 학생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선발하였다． 

4. 정규 및 특별 프로그램 소개 

제주대학교글로벌브럇지사업단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교육 및 인성 프로그램을 

그리고 특발 프로그램을 〈표 5〉와 같이 계획하여 운영하였다． 교육 및 인성 프로그램은 

사업단 신청시 계획서에 이미 기술했던 프로그램으로 小干 프로그램이고， 사업단을 운영 

하먼서 교육대학 또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 프로그 

램으로 하였다． 小子 및 특별 프로그램은 2015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16년 1월까지 매월 

2회 이상 수업을 하며， 수업은 토요일 오후 4시간 정도 운영하였다． 제주대학교 글로벌 

브릿지 사업단은 수학·과학분야로 선정되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에는 수학과 과학뿐만 아 

니라 발명과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인성 프로그램 역시 포함되어 있다． 정규 및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Iv. 제주 

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살제’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교 

육 프로그램 중 과학， 수학， 컴퓨터 분야의 프로그램은 각 분야 담당 교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개발한 STEAM ㅍ로그램으로 과학. 

수학.컴퓨터·예술 등의 분야가 융합된 프로그램 중 일부이고， 이는 이미 초등학교와 중 

학교에 현장 적용까지 끝낸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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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 한황 

연번 	분야 
	

주제 	 담당 교수 

지시약을 이용한 제주 상징 인터렉티브 아트  과학 관련 

에너지를 이용한 키네틱 아트 	 운영위원 

3 	 직사각형 틀 구조물 

: 	『학 覩*1* o1*萃에「백「「기 

 

수학 관련 

운영위원 

 

보드게임과 수학  

제주 관쾅 기념품 개발을 위한 THE 초급과정 

발명교육 프로그램 	 실과 괌렇 

거리에서 발견하는 발명 
	 쑨영위원 

놀이기반 해킹 정보보안 	 컴퓨터 

	  관련 
창의로봇 만들기 	 운영위원 

11 	인성 	성격 유형에 따른 자존감 형성 
윤리 관련 

운영위원 

12 	수학·과학 	Math & Science Camp Program 	 운영위원 

13 	수학·과학 대전 치역 탐방 	 운영위원 

13 	특별 	Let's Code Cami〕 	 운영위원 

과학 

6 

7 
발명 

8 

9 
컴퓨터 

10 

5.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학생과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학생의 경우 완전히 한국 

인으로 생각하나，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완전한 한국인으로 정쳬성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학생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 

해 익숙하지 않아 학업과 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를 외국인 부 

모가 해결해 주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신의 정 

쳬성을 형성하는 시기인 사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글로벌브릿지 참여 학섕 

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이들의 바람직한 정체성 형성과 정 

서적 안정， 그리고 학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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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경험 및 인식에 대해 안구한 걀과， 많은 초등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교육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소 높으 

나， 이해와 실천 자신감 면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쳬계적인 이해 도모를 위한 강좌 개설 

과 실천 자신감 획득을 위한 살습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최지연， 

2009). 따라서 제주대학교 글로발브릿지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등 예비교사들에게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멘토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로써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2, 3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서는 1학년 때 교육봉사， 2학년 때 

참관실습， 3학년 때 수업실습， 그리고 4학년 때 실무실습을 초등학교 현장에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대학 2, 3학년의 경우 초등학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또 

한 교직과정에서 이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강좌를 수강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멘토로 선정된 예비교사는 4명으로 각 멘토는 약 5명 정도의 글로벌브랏지 참여 학생 

인 멘티와 한 조가 되어 활동하였다． 우선 멘토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인성 담 

당 교수님으로부터 멘토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때는 멘토들 

이 자신이 맡은 멘티들로 구성된 조에 참여하여 수업에 대한 도움을 주고， 멘티들을 관 

찰하면서 가능한 많은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학생들 

을 관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멘토 일지를 작성하여 글로벌브릿지 카페에 사진을 첨부 

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사업 기간 중반에 멘티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그 면담 

일지도 작성하여 글로벌브릿지 카페에 올렸다． 멘토들의 일지 사례는 ‘Iv. 제주대학교 글 

로벌브릿지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부분에서 사진을 제외하고 제시하고， 멘티와의 

먼담 사례는 개인적인 정보가 많아 제시하지 않고 면담 양식만 이 장에서 제시하였다． 

멘티 면담 일지 양식 

멘티 면담 일지 

◆ 면담 일시 : 2015년 ( ）월 ( ）일 

◆ 멘토 예비교사 : ( 	）전공 ( 	）학년 이름 : ( 	 ) 

◆ 먼！티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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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멘토 관찰보고서（학생별）, 멘티활동포트폴리오 등 

지금까지 멘토로서 멘티를 관찰하며 느낀 점 말해주기（칭찬 3가지 구체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 

그림（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 창의적이다． 

발표를 또박또박（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잘 한다 

자산의 꿈（희망， 직업， 하고싶은 일）에 대해 물어보기 / 이유는 ? 

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 

현개 생활（학교， 가청， 수업）에 만족하는가？ (100점 만점에 몇 점？ 그 이유） 

3-1. 학교 생활 영역 

점수 : 

이유 찾기 :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보기… 

3-2. 학교 수업 영역 

점수 : 

이유 찾기 : 

3-3. 가겅 생활 영역 

점수 : 

이유 찾기 : 

가장 친한 친구는？ 그 이유는？ 친구와 어떻게 지내는가？ 

부모님과의 친밀도는？ （부모님예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한다． 100이라면 나는 

어느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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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릿지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 그 이유는？ 

6-1．전쳬 

점수 : 

이유 찾기 : 

6-2. 발명 수업 

점수 : 

이유 찾기 : 

6-3. 과학 수업 

점수 : 

이유 찾기 : 

6-4. 성격찾기 수업 

점수 : 

이유 찾기 : 

6-5. 컴퓨터 수업 

점수 : 

이유 찾기 : 

글로벌브릿지 수업에 바라는 것？ 

멘토 선생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멘토 선생님이 멘티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긍정적인 표현을 쓸 것） 

칭찬 한 마디（멘티마다 긍정적언 별칭 붙여주기＞ 

〔그림 ㅐ 멘티 면담 일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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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1. 정규 프로그램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은 교육 ㅍ로그램과 인성 

ㅍ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사업 계획에서는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 

였으나， 중등 학섕이 매우 적은 관계로 초등과 함께 하나의 학급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 

다． 교육 및 인성 프로그램 중 사업단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 일부의 내용， 사진 자 

료， 멘토 일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주 관광 기념품 개발을 위한 ㄲRJZ 초급과정 발명교육 프로그램（발명 분oㅒ 

운영 일시 : 2015. 8. 1. 14:00'-48:00 (4시간）,2015. 8. 8. 14:00-48:00 (4시간） 

운영 장소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실과관 기술교육종합실습실 

0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거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 발명품 조사 및 발표 

발명품 구상도 그리는 방법 알기 

TRJZ 초급 발명 기법 학습 

제주 관쾅지에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제주에 와서 구매할 수 있는 관광 기 

념품에 대한 발명 

KIFBJS 검색을 통하여 선행 발명품 검색 및 조사 

산업재산권 출원 시도 

발명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영의 원리 

TRW 초급 과정 기법을 중심으로 한 발명 교육 ㅍ로그램을 적용 

개발 학습과 조별 협동학습을 병행하되， 개별 활동은 ‘사고력 키우기 활동’에 적 

용하고， 조별 협동학습은 ‘TRW 기법 학습’， ‘발명 활동’， ‘발명품 평가’ 등에 적용 

하여 수행 

아이디어의 기록， 평가 및 이예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회 제공 

발명 모형이나 시제품은 학생이 교사와 함께 개발 

- 85 - 



( ∼
∼
：
뜨
 
,
 

.
 
軫
〃
＜
 

나
｀
쨍
 

＝
平
노
 

긴
 

신애경 

0 프로그램 활동 사진 

〔그림 2〕 발명 프로그램 활동 사진 

0 멘토 일지 사례 

”글로벌 브릿지I, 먼［토 보고서l제 ㅣ 회l 

구 성 원 

운영정보 

멘토교사 000 

일시 2015. a 1 

장소 실과교육관 301호 

멘 티 

출석부 

이 름 학교（학년） 이 름 학교（학년） 

000 화북초등학교（5) 000 이도초등학교（5) 

000 동남초등학교（5) 

000 삼양초등학교《5) 

활동 주제 및 내용 

관찰 학생 활동 특징 특이사항 

000 

수업 시간에 가장 적극적인 아이 중 한 명이다． 

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표현하면서도， 수업의 

잃지 않았다．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자진해서 

자신 항상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 

고 싶어 하고， 

흐름을 

활동을 

- 86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글로벌브릿지사업 운영 및 효과 

생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가끔씩 엉뚱한 
적극적으로 발 

표에 참여한다． 
아이 각을 발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자신의 

디어에 자신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000 

수업에 척극적으로 참여하고， 초둥학생이 알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깊게 생각하 

는 모습을 보여주며 낭들 앞에서 발표도 잘 하는 편이 

발표하는 것 

을 꺼리지 않으 

며， 많은 지식 

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 발표의 내용을 들으면 정말 초등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음이 보여진다． 

000 

나서서 발표를 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수업에 독창적인 아 

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는 집중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발표 기회가 생 

기면 자신의 생각을 잘 천달한다． 눈에 띄는 학생은 아 

니지만 항상 집중을 잘 하고 활동에 어려움이 없이 따라 수업에 집중을 

잘 한다． 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000 

다른 친구들 

에 비해 발표에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이다． 활 

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소극적인 편이다． 하지만 수업올 

진지한 태도로 들으며， 활동에 있어서 생각을 깊게 한다． 

고민이 많아 활동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격려를 해주면 금세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못습을 

보여준다． 

소감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다． 다문화 아이들과 함깨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생소하기도 했고， 비록 실습의 경험은 있치만 내가 

보인다면 	대해야 접해본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어떻게 할지 다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과 만나보니 실습때 만난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활동을 잘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이들과 접하기 전부터 

선입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 

과 함께 발명에 대해 알아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고， 담당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떤 

적극적인 모습 

친구들도 있었다． 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는 

학생들이 배운 것도 많았을 테지만 나 또한 학생들이 배우는 

서 많은 갓을 느낀 것 같다． 앞으로 친행되는 글로벌 브릿치를 

하고 싶다． 

모습을 보면 

잘 마무리 

［그림 3〕 발명 프로그램 멘토 일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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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시약을 이용한 제주 상징 인터렉티브 아트（과학 분中 

0 운영 일시 : 2015. 9. 5. 14W-18:(Y) (4시간》，2015. 9. 12. 14:W-18W (4시간） 

ㅇ 운영 장소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사라관 화학실험실 

0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다양한 인터렉티브 아트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통해 인터렉티브 아트에 대해 이 

해하기 

- 인터렉티브 아트 작품과 기존의 미술 작품 감상 방법의 차이를 통해 인터렉티브 

아트의 특성 이해하기 

-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 이해하기 

산염기 지시약에 대해 이해하기 

pH l--pI-I 12까지의 버퍼용액에 대한 BI끄， 메틸오렌지， 만능지시약의 색변화 알 

아보기 

- 식초， 물， 비눗물에 대한 BTB, 메틸오렌지， 만능칙시약의 색변화를 통해 액쳬의 

성질 알아보기 

감상했던 인터렉티브 아트 작풍 중 하나를 지시약을 활용한 작품으로 바꾸는 방 

법 생각해보기 

- 한지에 그링을 그리거나， 거름종이를 접어서 인터렉티브 아트 작품으로 만들어 보기 

지시약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아트 작품 만들기 

0 프로그램 활동 사진 

［그림 4〕 과학 프로그랭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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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멘토 일지 사례 

”글로벌 브릿지“ 'ill토 보고서（제 3 회J 

그 룹 명 

구 성 원 

운영정보 

멘토교사 000 

일시 2015. 9. 5. 토 

장소 

먼

출 陀섹 

사라교육관 319호 

ㅕ ㅂ1 

이 름 학교（학년） 이 름 학교（학년） 

000 노형초등학교（4) 

000 노형초등학교（4) 

000 토평초등학교（4) 

활동 주제 및 내용 

관찰 학생 활동 특징 특이사항 

000 

질문을 할 때， 

선생님에게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 

다． 각 상황에 어 

울리는 좋은 발 

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 모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ㅇㅇ에게는 

더욱 궁금한 것들이 많은 둣하다． 당당하게 자신이 모 

르는 것을 물어보며， 긍금증을 해결하려 노력한다． 매 

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수업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해 꽤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시 

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00가 학교 수업에서 사 

용했던 ‘양배추 지시약7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새로운 개념에 연결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였다． 

학습에 대한 의욕이 돋보이며， 청소나 실험기구 정 

리를 본인이 스스로 하였다． 남자아이들의 다소 거친 

장난에도 쉽게 기죽지 않으며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 등 0 

0의 대부분 모습들은 정말 칭찬해 줄 부분이지만， 다 

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 

해서는 0○이 스스로 만들어야 할 작품에 대해 더욱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예 

'interactive 	' 를 들어， 	art 작품을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 

야 하는데 00의 경우 이전에 예시로 보았던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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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머릿속에 맴돌아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 

해야 할 것이다． 

000 

이번 시간의 00는 지난 발명 수업 때보다 적극적 

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산성과 염기성에 따라 지시약 

색의 변화에 대해 칙접 실험하여 변화를 지켜보는 것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홍미롭게 다가왔었던 것 같다． 

또한， 00는 이번 시간에 긍뇽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 

고 싶어 했다． 수업시간에 제시된 실험이외의 더 나아 

간 실험을 원했다． 

실험시간에 00는 적극적인 모습과 굉장한 집중력을 

보였는데， 수업시간에는 다소 집중하지 못하였다． 실험 

살의 회전의자로 계속 회전을 4하고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뒤를 돌아본다거나 의자 위의 자신의 자세를 

끊임없이 바꾸기를 반복하였다． 0○의 굉장한 집중력 

에 놀란 동시에 혁준이의 수업 집중력은 좀 더 신경을 

쩌야 할 것이다． 다른 친구들의 시선까지 빼앗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000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업이 시작하기 전， 뒷자 

리에 앉길 원했다． 앞에 앉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이야기하여 앞에 앉을 수 있었다． 

'interacbye art' 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수업에 잘 참여하여 주어진 학습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멘토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였다． 

자산만의 인터렉티브 아트 

00를 만날 

때 마다， 언저 다 

가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눈도 

많이 	마주쳐야 

할 것이다． 낯을 

조금 가리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먼저 말을 

꺼내기도 한다． 

작품을 구상하는 시간에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하며 멘토 선생님의 의견을 물어 

보기도 하였다． 마포대교에 있는 생명의 다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생명의 다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 

만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2차례 동안 만나 

봤지만 치난 시간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소감 

처음에 ‘인터렉티브 아트’ 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에게 

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낯선 개 

것 보다 

아이들의 호 

시작했고， 

정리하는 

느끼는 듯 

것 같아서 

교감과 소통 

대해 지 

아이들은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시 자료와 

기심과 흥미를 끄는 동영상으로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작품에 대해 생각하여 아이디어를 

과정에서 인터렉티브 아트의 참의미를 몸소 경험하고 

했다． 

특히， 이번 수업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인 

아이들끼리도 그리고 아이들과 멘토 선생님 사이에서 

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산성과 염기성에 

- 90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글로벌브릿지사업 운영 및 효과 

시약의 색 변화를 살펴보는 살험을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 과정에 

서 칙난 수업까지 살펴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집중력을 볼 수 있어 

뿌듯했다． 아이들 스스로의 ‘배움’의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동시에 보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배움이 이루어쳐야 한다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 

다． 

이에 더하여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질문에서 더욱 확장하 

여 발문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노력하였다．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은 수업을 보내었다． 다음 시간 실험 

을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웃음이 잊히지 않는다． 

［그림 5' 과학 프로그램 멘토 일지 사례 

다． 성격 유형에 따른 자존감 형성（인성 분퍄） 
	

,1 

0 운영 일시 : 2015. 9. 19. 14:00-18W (4시간》 

0 운영 장소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사라관 103호실 

0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인간의 다양성에 대 

하여 파악하기 

- 각 성격 유형에 따른 자존감 형성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크 활동하기 

- 명상기법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 상승시키기 

0 프로그램 활동 사진 

［그림 이 인성 프로그램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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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멘토 일지 사례 

”글로벌 브릿지“ 멘토 보고서I제 5fi 

그 룹 명 

구 성 원 

운영정보 

멘토교사 000 

일시 2015. a 12 

장소 사라319호 

錄 

이 름 학교（학년） 이 름 학교（학년） 

000 삼양초등학교（6) 

000 신제주초등학교《6) 

000 삼성초등학교（5) 

활동 주제 및 내용 

관찰 학생 활동 특징 특이사항 

000 

00는 이번시간에 

야에 대해 찾은 

감한 느낌을 

조금은 오랜 

면 0ㅇ는 심리테스트에 

작성하는 모습을 

것에 대해 

시간이 걸려 

심리테스트를 

받았다． 심리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적성분 

표현은 어리숙했지만 무척 공 

하면서 다른 애들은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 

홍미를 보이며 척척 설문지를 

홍미를 느낀 듯 보였다． 보면서 

000 

ㅇ는 오랜만에 글로벌브릿지 

처응에 얼떨떨한 모습을 

하며 친구들과 심리테스트를 

무척이나 공감 돠었던 

성검사와 일치하는 부분이 

테스트가 정말 신빙성이 

00는 배려심의 항목이 

사업에 나오게 되어 

보였지만 금방 분위기에 적응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부분이 00가 학교에서 했던 적 

상당히 많아서 이러한 심리 

있다는 것에 다시한번 놀랐다．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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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는 아이스브레이킹 타임에 낯선 친구들과의 대 

화에서 모둠친구들에게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 0 

0는 심리테스트를 하면서 다른 애들에 비해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원래 궁금증이 많았던 성격인지라 심 

리테스트 항목에서 모르는 한자 용어가 나오면 상당 

히 질문을 많이 했던 점이 인상 깊었다． 

소감 

지난 과학시간 

작성하고， 자신의 

수업을 가졌 

어울리는 작업이 

것 같다． ㅐ 

다섯번째 글로벌브릿지 사업을 하는 날이었다． 이번에는 

에 이어 000 교수님의 성격테스트에 대해 설문지를 

적성이 무엇인지？, 홍미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다． 애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자신이 

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좀더 설문지를 성의껏 답한 

만이 아니라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 

지게 되어 정말로 뿌듯했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글로벌 브릿치 사업 

상당히 	기분으로 	가는 것 같다． 을 하는 날이면 	보람찬 	집으로 

［그림 기 인성 프로그랭 멘토 일지 사례 

라． 놀이기반 해킹 정보보안（컴퓨터 분야） 

0 운영 일시 ; 2015. 10. 10. 14:0o-18:i) (4시간》，2015. 10. 17. 10:(o-18:00 (7시간） 

0 운영 장소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사라관 컴퓨터실습실 

0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상황제시 및 놀이교구 학습을 통한 해킹 정보보안에 대 

한 홍미 유발시키기 

- 실생활과 연계된 창의적 샬계 교육을 통한 정보과학 알고리즘의 창의력과 사고력 

을 증진시키기 

- 다양한 실습교육 콘텐츠를 통한 문쳬해결 논리력을 발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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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내용 

0 프로그램 활동 사진 

〔그림 이 컴퓨터 프로그램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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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멘토 일지 사례 

“글로벌 브릿지“ 멘토 보고서I제 7회l 

그 툽 명 

구 성 원 

운영정보 

멘토교 

사 
000 

일시 2015. 10. 17. 토 

장소 사라315호 

멘티 

출석부 

이 름 학교（학년） 0I 	름 학교（학년） 

000 노형초등학교《4) 000 화북초등학교（5) 

000 토평초등학교《4) 

000 노형초등학교《4) 

활동주제 및 내용 	 - 

관찰 학생 활동 특징 특이사항 

000 

00는 멘토 선생님이 옆에 있치 않아도 강사 선 

생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잘 따라하려고 노력했 

다． 옆에 어플 만드는 과정에서 한 부분을 놓쳐 헤매 

고 있는 6학냔 언니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모 

르는 부분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바로 질문하였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어 

않고 	완성하 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기하치 	끝까지 

려고 하였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앓지 않고 과신 

의 길을 헤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놀라웠다． 포기 

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000 

ㅇ○는 겉으로는 말을 안 듣는 척， 반항하려고 하 

는 척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여린 친구이다． 다른 사 

람들을 생각할 줄 알지만 그 표현에 있어 굉장히 서 

툴다고 생각했다． 00가 자신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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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배운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따뜻한 마음 

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 

다． 

이번 수업에서 00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 

기하지 않고 어플을 완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다． 대 

답이나 질문의 횟수가 빈번하진 않지만 무언가를 하 

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00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00에게 가장 필요 

한 사람은 00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0○와 공감하 

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000 

00는 처음에 어플을 만드는 과정을 가르쳐주시 

는 강사 선생님의 말에 집중하며 수업을 듣는 둣 했 

칙만， 곧 다른 친구들이 몰래몰래 하는 게임의 유혹 

에 빠져 마우스를 잡고 말았다． 한 번 시작하여 게임 

의 재미를 알아버린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씀과 수 

업을 듣지 못했다． 결국 어플을 만들지 못하고 게임 

으로 한 나절의 시간을 보내었다． 아이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끝까지 막지 못하고， 수업에 집중하여 따라 

가는 아이들에 더욱 관심을 쏟아 많이 챙겨주지 못 

하여 미안할 따름이다． 

000 

0ㅇ는 수업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에 집 
중하치 못하였다． 00에게서 종종 자신이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해선 자신의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하지만， 

관심이 적은 활동에 대해선 치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시간에 ㅇ0는 컴퓨터에 집중하여 컴퓨터를 

통해 	만드는 어플을 	대신， 게임에 집중하였다． 수업 

이외의 활동에 집중하다보니 과정은 물론 갈과물 또 

한 나오지 않았다． 00에게 컴퓨터실 수업은 기억에 

남지 않을 갓이다． 

00의 동기나 의지가 너무나 악해졌다는 것을 느 

꼈다． 내가 더 옆에서 이끌어주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소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하시는 강사 분을 초빙하여 

시로 든 어플을 직겁 만들어보고 자신이 만든 어플을 

실행해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들어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하는 걋이었다． 8시간 동안 

이번 시간 

아이들이 직접 예 

핸드폰에서 직접 

어플을 만 

수업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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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는데， 그 시간마저 조금은 짧게 느껴졌다． 생전 처음 해보는 프로그램 

으로 어플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용어 또한 낯설고 기 

술 또한 배우기 쉽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하였고 시간이 지 

나 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나뉘게 되었고 더하여 의지 

또한 차이가 생겨 결과물을 만드는 데 차이가 섕겼다． 

어플을 만들기 위해 그 기술을 배우는 시간은 짧다고 느껴졌지만 8시 

간동안 컴퓨터실에서 앉아있었던 아이들은 너무 지쳐보였다．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하기 보다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참여했다는 느낌을 아 

이들의 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수업은 교사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하고 학생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브릿지 사업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보다 확 

실히 얻은 교훈이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할 수 있 

고 할 수 았는 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찰 멘토로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에 더욱 지원해주고 아이 

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나의 역할 또한 잘 치켜야할 것이 

또－ 

［그림 1이 컴퓨터 프로그램 멘토 일치 사례 

마． Math & Science Camp（수학·과학 및 발명 분D1) 

0 캠프 슬로건 : 하나 되는 가을 캠프 

0 운영 일시 : 2015. 11. 7. 08:00 -. 11. & 14:00 (1박 2일， 14시간》 

0 운영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중문 관광단지내）, 제주대학교 서귀포 연수원（서 

귀포 시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서귀포시 안덕면》 

0 캠프 프로그랭의 주요 내용 

- 다양한 발명품을 즐기면서 체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을 다른 사람 

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쳬주 발명 축제의 부스 운영 및 쳬험 

- 다각형의 넓이 어림의 규칙을 발견하고， 이를 확장하여 제주도의 넓이를 어림하 

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학 프로그램 운영 

-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치식 습득， 홍미와 호기심 유발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항공우주박물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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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 축제 부스 운영 및 쳬험（발명 분0袗 

0 운영 일시 : 2015. II. 7. 09:Q0 - 11. 7. 17:00 (8시간） 

0 운영 장소 : 쳬주국제컨벤＜焚！터（중문 관광단지내） 

ㅇ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발명 축제에 참가하여 부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 

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 발명 시간을 통해 창안한 아이디어를 부스에 전시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 다른 부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발명품을 즐기면서 체험하기 

0 프로그램 활동 사진 

［그림 11〕 발명 축제 부스 운영 및 쳬험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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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의 넓이 어림하기（수학 분미：) 

0 운영 일시 : 2015. 11. 7. 19:00 - 11. 7. 21:30 (2시간 30분） 

ㅇ 운영 장소 : 쳬주대학교 서귀포 연수원（서귀포 시내） 

0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주어진 격자다각형에서 내부점과 경계점의 의미를 알고， 내부점과 경계점의 수와 

격자다각형의 넓이와의 관계 찾기（Pick 정리 유도） 

직각삼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경우 도출된 Pick 정리가 성립하는지 정당화 하기 

- 제주도의 넓이를 Pick 정리를 이용하여 어림하기 

자신이 얻어낸 제주도의 넓이와 제주도의 실제 넓이 비교하기 

제주도의 실제 넓이에 가장 근사하게 찾아낸 학생 순위 정하기 

0 프로그램 활동 사진 

［그림 1외 Math & Science Camp 수학 프로그램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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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주항공4주박물관을 챗가서（과학 분꺄） 

ㅇ 운영 일시 : 2015. 11. & 10:00 - 11. 8. 13:30 (3시간 30분） 

0 운영 장소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서귀포시 안덕면〕 

0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항공역사관， 천문우주관 및 테마관에 전시되어 있는 다양 

한 전시물에 대해 전시해설가의 살명 청취 및 질의 응답하기 

전시물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전시물 체험하기 

- 항공에 대한 홍미와 호기심 유발 및 조작적 체험을 위해 다빈치가 구상한 최초의 

동력비행기인 오르니톱터 만들기 

0 프로그램 활동 사진 

［그림 13J Math & Science Camp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체험 활동 사진 

바． 거리에서 발견하는 발명（발명 분a衿 

0 운영 일시 : 2015. 11. 14. 13W-15:00 (2시간） 

0 운영 장소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및 인근 거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발명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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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치와 구조물을 발명자의 초점으로 생각해 보기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발명품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명하는 힘 기르기 

0 프로그램 활동 사진 

［그림 1이 거리 발명 프로그램 활동 사진 

0 멘토 일지 사례 

”글로벌 브릿지” 멘토 보고서I제 8 회I 

그 룹 명 

구 성 원 

운영정보 

엔토교사 000 

일시 15. 11. 14 (토) 

장소 실과교육관 301호 

멘 티 

출석부 

이 름 학교（학년） 이 름 학교（학년） 

000 노형초등학교（4) 

000 노형초등학교（4) 

000 화북초등학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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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및 내용 

관찰 학생 활동 특징 
특이 

사항 

000 

이번 시간에도 0ㅇ의 팔은 바쁘게 움직였다． 발표를 하기 위해 
손을 높이 들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웅직 
였다． 발명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의견을 아주 잘 전 
달하였지만，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거리에서 발견하는 발명에서도 발명품에 대해 그것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발명기법을 기억하고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예전에 
배웠던 발명 관련 칙식을 머릿속에서 꺼내어 사용하려고 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000 

평소 수업에 집중을 잘 하지 못했던 00는 오늘 멘 뒷자리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것 
은 어떤 처벌이나 보상이 아닌 교수님이 00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갖고 00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순간올 
알아차리고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여러 신기한 발명풍 사진을 통해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야 
외에 나가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 직접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 때， 00는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 

000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0ㅇ는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 
칠 수 있었다． 평소에 발표를 많이 하던 친구들과 더불어 이번 시 
간에도 현준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다． 00는 교수 
님께서 ‘이 발명품을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심화적인 질문에서 다 
른 친구들이 쉽게 발견하치 못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답할 수 
있었다． 

소감 

이번 시간은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발명품을 찾아 쉽게 지나칠 수 있 

던 것에서 발명기법을 찾고 생각해보는 활동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 

가 올 것 같은 어둑어둑한 하늘 때문에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아이들은 실내에서 교수님과 함께 발명품 사진을 보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 용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유롭거ㅣ 말해보았다． 아이들이 이 

곳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펼칠 수 있는 시간이이 필요한 

데 이 곳에서 그 기회를 누리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았다． 아 

이들에케 자유롭게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 넓히고， 공유할 수 있는 시 

간이 더욱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평소에 집중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선생님이 교수님이 자신의 생각 

을 이야기할 기회를 알아주고． 또 그 기회를 마련해주니 더욱 깁중을 할 

수 있었다． 

［그림 I띠 거리 발명 프로그램 멘토 일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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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프로그램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에서 운영한 특별 프로그램은 小予 프로그램으로 계획 

되지는 않았으나， 교육대학이나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글로벌브릿지 학생 

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여름방학 중에 있었던 컴퓨터 소프 

트웨어 캠프가 있다． 특별 프로그램인 경우 글로벌브릿지 학생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프 

로그램이 아니므로 일반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브릿지 사업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글로벌브랏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 Let's Code Camp（컴퓨터 분o}) 

운영 일시 : 2015. 8. 22. 13:00-48:00 (5시간）,2015. & 23. 09:00-18:00 (8시간） 

0 운영 장소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사라관 컴퓨터실습실 

0 프로그램의 목적 

학섕들에게 기초적인 Physical Computing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협업과 팀별 프로젝트 수행으로 건전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 배양 

사고를 절차화하는 과정（알고리즘）을 통해 논리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함양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알맞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 증진 

0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특강 : 미래 세상과 진로（What will you make?) 

갈릴레오와 함께 미래 세상 만들기 1 

갈릴레오 보드와 JoT 세상 알아보기 

갈랄레오 보드로 LED 컨드롤하기 

갈릴레오와 함께 미래 세상 만들기 2 

. 다양한 센서（온도， 조도， 움직임， 압력 감지 센서 등）를 갈릴레오 보드에 연결하 

고 컨트롤하기 

여러 가지 센서로 움직이는 범퍼카 만들기 

내가 상상하는 미래 구상하여 발표하기 

0 학섕 활동을 위햄 준비물 

갈릴레오 보드， groove starter kit, 노트북（2인 1대）,9v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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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예산 운용 

- 갈릴레오 보드 및 기본 키트는 Intel 후원 및 SW 중점학교 기자개 활용 

얄부 기본 키트 구입 및 행사용 경비는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에서 

후원 

0 프로그램 활동 사진 

［그림 1이 Let's Code Camp 프로그램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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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의 어려움 및 효과 

1. 글로벌브릿지사업의 어려움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은 2015년 처음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단이다． 다른 사 

업단들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에는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이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음을 사업단장 회의와 소騙予 사업단 컨샬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여기에 제주 

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이 겪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칫째， 학섕 모깁의 어려움이다． 이 문제는 어느 사업단이나 고민하고 있는 공통된 것 

으로， 특히 Al1- 사업단인 경우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글로발브릿지사업단 

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과를 통해 모깁 협조 공문을 제주도내 초·중학교 

에 발송했다． 그리고 사업단 전임연구원이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많은 학교를 10여 곳 선 

정하여， 다문화담당 교사와 통화하면서 모집 협조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이 다문화담당 교사에게 수신된 경우에는 이 공문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다문화담당 교사가 아닌 영재담당 교사에게 수신된 경우에는 이 공문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다문화담당 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 

어 공문 내용을 교사들에게 인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집 기 

간 중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5명만이 지원하였고， 일반 학생에 대한 모깁 문의는 매우 많 

았다． 일반 학생 모집 비율이 았기 때문에， 일반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 어려웠다． 다시 

제주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모집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이와 함께 국제교류협력과 선생 

님들께서 다문화담당 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개별적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사업단에 

서는 다문화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사업 홍보 및 협조 요청， 교육대학원생들을 대상 

으로 사업 훙보 및 협조 요청 등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초등 다문화 

학생 15명， 일반학생 4명， 중등 다문화학생 2명， 일반학생 2명으로 총 23명을 선발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편견이 

다． 학섕 모집시 다문화담당 교사들과의 통화 내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처음 알 

게 되었고， 사업단장이 글로벌브릿지 참여 학생들의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많은 ㅍ로그램이 여러 기관을 통해 운 

영되어 왔으나，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글로벌브릿지사업단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갓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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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글로벌브릿지사업 역시 기초 학력을 위한 프로그램 

이라고 여겨 자녀들에게 권유하지 않아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웠다． 즉 글로벌브릿지사업 

에서는 기초 학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수학·과학 관련 

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재 

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사업 내용에 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살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다문화로 구분되는 것을 매우 꺼리 

는 경향이 있다． 학부모와의 퉁화 내용이나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학부 

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일반 학생들과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 

도 그렇게 대해주길 바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알부러 자녀들을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좁다보니 한 

집 거르면 다 아는 상황이라 한번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로 구분되고 나면， 그것이 계속 

따라다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여시키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의 

경우 일반 학생의 비율을 높여 달라고 추후 한국연구재단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로그램이 친행될수록 낮아지는 출석률의 문제이다． 사업단의 프로그램 시작은 

여름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기 중보다 학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출석하였으나， 여름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출석 

률이 점차 낮아졌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업단에서도 같이 겪고 았는 문제이다． 결석 

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던 다른 프로그램과 겹치기 때문에 결석하였지만， 

한 번 프로그램에 결석하면 오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점점 더 오지 못하는 상황 

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학생들의 경우 처음에는 출석했지만， 초등학생들과 같 

이 수업을 받는 것이 불펀하여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학 측의 행정적 지원의 부족이다． 대학에서 사업단을 위해 사무실 공간 마 

련， 사무집기 마련 등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단이 연구재단으로부 

터 승인을 받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산학협력단의 담당 직원이 세 번이나 바뀜으로 인해 

사업을 친행하고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가을 캠프를 운영 

하는데 있어， 버스 대여비가 너무 비싸학교 버스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근무일이 아닌 

휴알이라 직원 출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위원들이 자 

신의 차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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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글로벌브릿지사업 운영 및 효과 

2. 글로벌브릿지사업의 효과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의 효과는 몇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발명 특허 2건과 

디자인 1건을 출원하였다． 출원한 아이디어들은 발명 시간을 통해 창안한 아이디어를 발 

명 담당 교수와 멘토들이 계속적으로 보완하도록 지도한 것이다． 발명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증빙 서류는 ［그림 1기， ［그림 1히， ［그림 1이와 같다． 둘째， 지난 가을 제주도내 초. 

수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 창의 DIY 앱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참여 학생 중 1명이 한글을 배우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창안한 ‘한 

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란 앱으로 초등부 금상을 수상하았다． 이 앱을 창안하게 된 계 

기가 다문화가정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한글 습득의 어려움을 학생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3명의 학생이 초등부 장려상을 받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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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이 디자인 출원 자료 	I그림 2이 제주도내 언론사의 기사 

VI. 사고의 변화， 제주대학교 로벌브릿지 

제주대학교 로벌브럇지사업단이 사업을 신청하는 시점에 있어 사업을 계획했던 운 

영위원들은 다문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선정되고 운영하는 

시점에서 전임 연구원과 멘토들 역시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 어쩌면 다문화 

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다문화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은 

시작되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운영위원， 전임 연구원， 그리고 멘토들 

의 생각이 많이 변화해 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단장 : 다훈화가정의 학생을 모깁하고 프로그랭흘 시작하는 시정에서 사실상 튈L 

은 귓이 고인뙤었다． 그귓 충 가장 큰 고r긴이 과연 학생틀의 우리안과 우리 에 r개한 실 

려이 너우 낙0!- 사엽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랭흘 학생틀이 주행해 낼 주 있는기에 대竇｝ 

귓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인은 첫 프로그랭이 진행뙤고， 그리고 두 번2꺼 프로그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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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뙤고 난 후 77/I끗ㅇ'4라졌다. 우리할고I 우리글을 사용하는 능력은 그낭 평벙한 가정  

의 학생의 능력고千 통알하였고． 내가 진행했던 주업0脇 학생틀이 뎐기는 길훈으／ 주춘고予  

교사의 잘운에 CE탑하는 주춘은 매우 놈았z斗． 어7굿7언 내가 다운화가정의 학생은 일반 학  

생고予 z斗르다는 편견을 가기고 있었뎐 귓은 아니었는기 나 스스로를 뙤톨아보는 ）ㅔ기가  

되였다． 우리 학생틀은 그낭 학생0! Cl-. 그 어떤 겯으로도 그틀을 구븐 기으려고 하는 

귓은 오히려 우리가 가기고 있는 편견을 드러내는 귓이라고 생가된z斗． 프로그랭을 진행 

하￡건서 우리 아이틀 충oil 채능을 보（긔는 아（긔틀이 있고， 그러한 채능의 븐아도 다앙하  

Z斗． 이틀의 2/I능을 갈 길러추는 귓《긔 바로 우리가 하는 글로뺄브린기사엽이라고 생가한  

t斗． 

전잉 연구원 : ‘선생닝， 《긔번 추에는 주업 팁尨거요？ 엉아 휴 z='f폰까기 빌려서 UI 

게 건화를 궐어오는 of-of틀． 게추도 곳곳에 살고 있는 다운화가정의 학생를은 

충운고I 성산． 토평에서 게추 /177f2J 주학珏斗학 분야의 주업을 받으러 오고 있다． 

글로f쇨브랏기 프로그랭의 주엽은 평소 촘>1렁 죕능＂보기 홋했던 반명 프로그란1. 

지시악을 뿌려서 아릉다운 색을 〔거는 과학 프로그란l 름으로 Of- Of 틀0心ㅔ 211미와 

흥미를 일으키고． 학교 학즙에도 도웅을 춘了斗고 생가한다． 글로r쇨브릿기의 연구 

원으로서 한 가기 안타까운 정은 ＜긔런 총은 프로그랭을 총 7거 망은 다훈訂 가 

정의 아＜긔틀이 경헙능l구 보지 믓한다는 귓이다． 그 이유0ㅔ는 2o I 뎐 거응 211추도 

에서 Al행뙤는 글로볕브린기사엽이라서 아직 앙은 사랑틀《긔 사엽에 대해서 암 

기 믓한了斗는 귓（긔다． 또한 프로그랭01/ 참여하는 아이인z키도， 부오딩이 z＝卄긍ㅜ다추  

/J기 홋하는 헝편이라서 주엽에 WI-기는 Of_of도 있z斗.  （가 아이를 위 fI 14 쥐겁oi( 

홀 주 있NI끙 방r컵흘 생가히f 보았기안． 여러 가기 상황 때운oil 도와추기 힝든 

정은 안타깝기안 하다． 안악 글로벙브릿지 프로그랭Oil 참《겨하는 학생틀of 앙아 

거서， 통학ㅂ／스 운영과 갇은 방￡컵을 취할 주 있다연 r걸리 통학하는 부당강도 출 

《거를고． 촘 13? 앙은 아《긔틀이 쉽7∥ 프로그랭off 강《겨 할 주 있을 귓이Cl-. 0/ 를 

위ㅎH서 글로뺄브궝！기 사업을 홍보하는 우리의 노력은 지족걱으로 필요하고． of 

러한 노력과 항7711 글로별브릿기 사업을 <：차미 알고 있는 분틀의 ‘입소운은 앙은 

도웅이 된 귓이라고 생가한z斗． 정정 글로별브릿기가 암려져서 앙은 了斗운화가정 

의 Of-이틀0/ 편하고 부탕 엾of 프로그랭oil 창여할 주 있게 모기름 바란-I斗．  

仁l!！토 - = 춰겁은 교사 충싱에서 r카라보는 귓of 아니라 학생의 입강0邢ㅓ 생가 

할 주 있어야 하고， 학생의 생가를 틀욜 주 있어야 한1斗． 학생틀《긔 원하는 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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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직접 창여하고 생가하는 과정 족에서 진정한 ㅂㅐ웅을 얻을 주 있了斗．  클 

로볕브릿기 I-I-C겁의 여러 프로그랭틀을 아이틀과 항7?'! 하안서 보다 확실히 얻은 

교훈C鄕斗． 정정 Of- Of 틀을 알아가고 아이틀《기 아응을 여는 귓을 느낄주록 더욱  

잘해추고 싶고 아이틀《기 잘했으연 하는 욕싱이 커쳐가는 겻흘 느낀tF.  Of 욕싱 

에서 초긍 벗어다 Of- Of 틀이 하고 싶은 이o令기를 131욱 잘 경청할 주 있도록 내 

가신이 노럭해야할 귓（기z斗. 

옌토2 : 정보 보안 분야는 엔토인 니／ 입장에서도 우척 剖기로운 븐야였고， 

내가 암기 믓하는 ㅅㅐ로운 븐아04f 대해 암게 되어서 다 역시 긱구걱으로 주업off 

참여하였z斗．  그러다 a仲굿갼견 오늘 주업은 OH틀에게 초긍 벽찬 내용이었기안． 그 

렁에도 블구하고 이러한 일틀을 오두 주행하는 애틀도 있었了斗． 정안 아Of틀의  

이러한 깁충려어／ 디了해 엔토인 내가 봐도 상탕히 인상깊고， 배훌정0! 앙다는 샌 

가이 틀0卄斗．  오늘도 뿌틋한 Of-응을 가기고， 글로벙브릿기사엽을 마우리 할 주 

있었다． 

亡건rf 토3 = z斗훈화 아이틀고I 함7?!? 한다는 귓이 처음에는 생소하기도 했고， 테록 실습의 

경헙은 있기안 내가 접해본 아（긔틀과 다른 오습흘 보인다연 어떻？ㅔ W1H0k 할기 다소  

걱정도 되엇℃위 하기안 아상 아이틀고千 안다보니 실츱때 안단 아이틀과 별반 다를 귓 팁；( 

（기 활톰을 잘 소화해내는 오습을 보고， 내가 아이틀과 접하기 전부터 션입견을 너우 앙 

이 가기고 있기는 앙았는기 반성을 하거l 뙤였다．  

오늘 주엽은 싱리분색활틈을 하였는uL 다 역,(1 참《겨하여 니了 가신의 싱 

리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엔티 학생틀의 싱리를 柳뎌볼 주 있0-I, 그틀욜 이해  

하는r키 큰 도웅이 되었다．  특히 r겐티 학생인 ○ ○가 걱극걱으로 싱리테스트 씔l  

초별 ' 롱에 잉하였으D才 츨거운 오습을 보《겨 큭았r斗． 앞으로 낭은 주엽도 이와 

갇Of 가즘 촉어／ 낭는 줘겁이였으연 한13'-. 

연！토댜 : 아（기틀이 직첩 능〃보는 과정에서 아이틀의 깁릉력을 볼 주 있0-f 뿌듯 

햇다． 아이틀 스스로 H〃웅‘의 과정어＇ 있어 우엇보다 충요한 귓은 Of-Of틀이 직접 

참여할 주 있는 혼（통과 등시oil 보고 느끼는 그 상황 족에서 배웅이 Of루ㅇ像4 Ojz 

한13'-는 겻잉을 느7길 주 있었다．  ＜긔에 z거하여 아이틀의 길훈Oil CR8!? CR탑하는 겯 

도 충오하지안， 짧은 시간 속에서도 《거떵게 하연 아《기틀의 질운에서 13? 욱 확장 

하《겨 발운할 주 있 을기 생가하며 노려하였다， 정정 반전하는 아《긔틀의 오습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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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D쿠 정만 뿌틋하고， 기븐 층은 춰겁을 보냈c4.. 다응 시간 실헝을 기CR하D7 깁  

으로 톨0RI. 아《긔틀의 웃응이 잇히기 않는다，  

이처럼 제주대학교 글로벌브릿지사업단은 사업탄장에게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용어 

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를， 전임 騙I원에게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보여주는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기회를， 멘토들에게는 다문화가정 학쟁이란 선입 

견을 깨고 예비교사로서 수업에 대한 섕각과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에 변화 

를 일으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다문화’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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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경 

(Abstract> 

Management and Effects of Global Bridge 
Project for Multicultural Students 

- Focusing on Global Bridge Projec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hin, Ae-kyung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Global Bridge Project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Global Bridge Projec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newly 

selected in 2015. The aim of Global Bridge Projects is to offer a gifted education program to 

multicultural students for developing their potential abilities and raising them as global leaders 

Global Bridge Projects are implemented in 17 universities and are divided into 4 fields such as 

Math·Science, Global leadership, Language, and Arts. Global Bridge Projec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offered an education program of Math Science field to multicultural students 

living in Jeju province. Participants of this program were 23 in total. 17 of them were 

multicultural, and 6 of them were not multicultural. This program has been carried out for 

seven months. Mentoring program〕 has been also implemented, and all of the mentors were 

elementary scbool pie-service teachers. Mentors established rapport with participants and 

helped them in class. The results of JNU Global Bridge Project are as follows. Three ideas 

invented by participants were submitted as patent applications to the Office of Patent 

Administration of Korea. Also, some of the participants won a Gold Prize and three Bronze 

Prizes in 2015 Creative IDlY App Jdea Contest. Mentors, researcher, and professors who 

participated in JNU Global Bridge Project recognized that multicultural students have potential 

abilities and can become global leaders if they develop their abilities. 

Key words: 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gifted, mentoring program, Global 

Bridg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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