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 / 사진 추후배포
배포일시  2021. 9. 29.(수) 9시30분

담당
 법무부 이민통합과 과장 하용국 02)2110-4143 / 사무관 이향숙 02)2110-4062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조재익 044)203-6746 / 사무관 김민지 044)203-6987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과장 이해돈 044) 203-2211 / 서기관 이수원 044)203-2212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 과장 박동주 02)2110-1450 / 사무관 손견우 02)2110-1451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책임있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법무부(장관 박범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신속한 적응과 정착을 위해 9. 29.(수)부터 본격적으로 초기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법무부는 우선 아프간에서 긴박하게 대피한 상황, 장기간 자가격리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건강검진과 함께 태권도․축구 등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프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소속 태권도 교관 3명을 파견하여 태권도 교실을 시범운영

하였고, 전(前)아프가니스탄 국가대표 감독 이성제씨의 지도로 연령별

(여아 1팀 포함)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9.23.(목)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성공의 핵심이 되는 

언어교육과 우리사회 이해 교육을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0-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15시간임
(참고자료 1 :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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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단계부터 시작하여 초급 2단계를 이수*하여 

중급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단계를 성실히 이수

하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한국생활에 관련된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인당 일일 2시간, 주당 10시간, 필요시 주말 추가 수업 포함하여 5개월간
최소 215시간의 수강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한국어 초급) 이수 가능

□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진입 시 조기 적응이 가능하도록 학령기 아동의

경우 ▴기초한국어과정, ▴심리치료, ▴특별활동(예술 등) 등 맞춤형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입국 초기 학령기 아동의 정서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예술 활동과 기초 한국어교육까지 이어

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로 소규모 그룹(5~6명, 총 35팀)을 구성

하여 그룹별로 운영합니다.

❍ 수업 이외 아동의 자율학습을 위해 놀이꾸러미, 학습꾸러미, 한국어

교재 등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정규학교 입학 

안내자료(‘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등)를 보급합니다.

* 우리나라 교육제도, 학교 입학‧편입학 절차,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기관 등 다문화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공교육 진입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신‧국적 등에 관계없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공교육 진입 이후에는 한국어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 등을 

포함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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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는 아프간 기여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심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족단위의 입국자(총 79가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족단위의

생활체육활동도 지원합니다.

❍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콘텐츠*를 성인을 포함한 모든 아프간 기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돕습니다.
* 사이버 한국어과정(입문/초급) 및 한국문화 관련 온라인 강의 등

❍ 또한 태권도 시범실시 기간(9.14 - 17)에 파악된 태권도에 대한 

아프간 아이들의 높은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아이들의 체력증진과

심신안정,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태권도 평화봉사단 

소속 사범을 파견하여 태권도 실기교육*을 지도하고 아이들에게

태권도 용품**을 지원합니다.
* 품새, 태권 체조, 마음수련 교육 등 / ** 태권도복, 태권도화 등

❍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가족단위 체육프로그램 등 거리

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예정

입니다.

 □ 방통위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초기 언어·문화 장벽을 뛰어넘어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연령별, 가족단위별 미디어 교육·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선 미디어 제작 장비를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총 4일 **동안 임시 생활시설로 보내 , 아이들이 TV, 라디오의 

앵커·기자 등 새로운 직업을 경험하고 특수효과·더빙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참고자료2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소개

** 9월 23일(목), 10월 8일(금), 14일(목),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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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시청자미디어

센터 및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미디온’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에서부터 미디어를 통한 소통·참여, 비판적 이해까지 다양한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충북, 강원, 세종, 울산

❍ 아울러,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범죄 유형별 피해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한국사회 정착 시 온라인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 법무부는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1일1생활교육(예: 소방교육,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후 기초

법질서, 금융․시장경제의 이해, 소비자 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 사회·

문화적 차이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

입니다.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기초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자립’입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한국어와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기초법질서 등 기초 적응 교육이 전제가 됩니다.

이들의 능동적 자립과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취업교육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후 개인별 상황 및 제도적 여건에 맞추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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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프로그램

   -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가점 부여, 귀화시험 면제 등 혜택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참여대상 및 운영기관

  - (대상)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 (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국 347개 

 ❍ 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415시간), 한국사회 이해(사회, 정치, 경제, 법 등 총 100시간) 

 

교육명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참여자
(누계)

1,331
(1,331)

4,429
(5,760)

6,519
(12,279)

12,444
(24,723)

14,014
(38,737)

22,361
(61,098)

25,795
(86,893)

30,515
(117,408)

41,500
(158,908)

50,639
(209,547)

56,535
(266,082)

36,620
(3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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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

정보와 기초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한국어 포함) 등 13개 언어로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영주자격･국적 신청 및 기초 
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참여대상 및 운영기관

  - (대상)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 방문취업동포, 외국인연예인, 

외국인유학생 등)

※ 이수 의무화 대상 : 방문취업동포, 외국인연예인(E-6-2), 결혼이민자 등

  - (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외국인지원단체 등 전국 289개

(중복기관 제외 시 147개) 기관

 ❍ 교육내용 (총 3시간)

  -  (공통과목 2시간)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출입국관련 제도 등 

  -  (특수과목 1시간) 결혼이민자(가족 간 상호이해), 방문취업동포(국적취

득절차), 외국인연예인(인권보호) 등

※ 공통과목은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가 담당, 특수과목은 해당분야 전문가(부부상담사,
인권강사, 유학생담당자 등)가 담당

 ❍ 참여자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참여자
(누계)

824 3,362

(4,186)

4,720

(8,906)

4,331

(13,237)

6,420

(19,657)

34,290

(53,947)

47,845

(101,792)

60,358

(162,150)

91,938

(254,088)

79,656

(333,744)

51,354

(375,098)

6,620
(381,718)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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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소개

□ 개 요

o ‘미디어 나눔버스’는 미디어 제작시설‧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스튜디오 

차량으로, 전국의 학생‧지역민 등에게 찾아가 미디어 체험기회 제공

- ’17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는 읍‧면 지역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힘든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2대)

□ 주요 프로그램

o 아나운서‧기자가 되어보는 영상미디어 체험, 라디오 체험, 폴리 

체험,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등 다양한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이론 교육, 체험 실습 각 1시간씩 1회당 총 2시간으로 운영

  - (영상미디어 체험) 버스 내부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직접 제작하며 

아나운서‧기자‧기상캐스터 등 방송 관련 직업을 탐색해보는 체험

  - (라디오 체험) 버스 내부 녹음 부스에서 PD‧DJ‧리포터‧엔지니어 등의 

역할을 맡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보는 체험

  - (폴리 체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 쓰이는 폴리(효과음)를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 녹음해보는 체험

  - (더빙 체험)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영상에 목소리를 입혀봄으로써 

내레이터, 성우 등 방송 관련 직업을 탐색해보는 체험

□ 관련 사진

‘미디어 나눔버스’ 외관 ‘미디어 나눔버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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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나눔버스’내부 시설물 

① 기술석 ② 1번 카메라 및 프롬프터

③ 2번 카메라 및 프롬프터 ④ 크로마키 체험 장비

⑤ 미디어월, 아나운서 책상 ⑥ 보이는 라디오석

① 기술석: 스위처, 오디오 믹서 등을 사용한 체험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을 컨트롤

② 1번 카메라 및 프롬프터: 아나운서 카메라 및 프롬프터로 사용

③ 2번 카메라 및 프롬프터: 기자‧기상캐스터 카메라 및 프롬프터로 사용

④ 크로마키: CG작업을 위해 사용

⑤ 미디어월, 아나운서 책상: 뉴스체험 및 더빙체험을 위한 공간

⑥ 보이는 라디오석: 라디오 체험을 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