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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0년부터 다문화 대안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다문화 대안학교에 대한 국내 연구는 10여 개로 소수이며 아이들의 학업

생활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를 발견하기 힘들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로 이행하면서 어떻게 학업을 구성 및 전환해가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행해지진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학문적 배경과 함께 연구자가 다

문화 대안학교에서 강사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생긴 호기심과 상심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심층적으로 살펴

보고 이들의 문화를 포착하기 위해 종단적 사례연구이자 문화기술지 성격

의 질적 연구 방법을 택했다. 연구 참여자는 나와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학적 배경과 성격, 수업 태도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6학년 학생 6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 2012년부

터 중학교 2학년인 2014년까지의 학업생활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문제는 연구 과정에서 세 가지로 선정했다. 첫 번째는 다문화 대안

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특이성과 총체

성을 읽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이 어

떻게 구성 및 전환해가는지 그 특징들을 밝히려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다문

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교육학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각기 연구

문제에 따른 잠정적 결론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먼저 아이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업생활을 기술하였다. 아이들의

삶을 짧은 글로 정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

이는 특징적 양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준형이는 학교에서 솔선수범

하는 학생이며 드라마 배우로서도 활동을 했다. 중학교는 다솜중과 일반중

에서 수학을 하되 체험학습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다솜중에서 공부하고

있다. 아론은 한국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전 학교에서의 교육과

정 공백으로 인해 수학을 어려워하고 중학교에 가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

을 더 느끼며 공부를 일정 부분 포기한다. 은아는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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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입학했으나 독하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일반중에 진학해서도 교과목들

을 열심히 학습하고 있다. 영배 또한 은아와 같이 한국어를 못 하는 채 입

학하였고 초등학교 졸업 후 다솜중에서 공부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대성이는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

고 그 후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에서 1년간 수학한다. 이후 일반중으로 전학

가서 공부에 곤란을 겪고 원래 잘하던 중국어 학습에 전념한다. 유리는 초

등학교 때 한국어와 교과학습에 의욕적이었으나 중학교에서 학업 간극을

느끼고 통역사라는 꿈을 꾸게 되면서 한국어와 영어에 집중한다. 하지만 부

모의 갑작스러운 필리핀 이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이어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어떻게 학업을 구성 및 전환

해 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압축적이고 특징적

으로 드러내는 문화적 주제(cultural theme)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행해졌

다. 먼저 아이들의 초등학교에서 학업생활을 드러내는 주제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아이들의 학업은 일반 한국 학생들과의 비교 하에 한국어와 선

행 교육과정 수준이 어떤지 판단하고 “부족한 것”을 메우는 방향으로 구성

되었고 학업 방식은 최대한 “몸으로” 익히려 하는 체험학습을 선호했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자율과 자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으

며 학업을 중심으로 개인-가정-학교-사회가 유기적이고 상생적으로 연결

되는 경향도 있었다.

반면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생활은 전환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몇몇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로, 몇몇 학생들은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로

진학을 했으며 이 두 학교들을 오고가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을

한국 중학생들과 비교하고 타자들에 의해 비교 당하면서 정체성 갈등을 겪

었고 신체적, 문화적 변화를 통해 또래문화를 더 두텁게 형성해가기도 했

다. 몇몇 학생들은 누적된 교육과정 차이와 요구되는 한국어 수준에 한계

를 느껴 좌절하기도 하고 몇몇 학생들은 체험학습에 더 비중을 두거나 자

신이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중학교에서 억압적이고 폐쇄적

인 관계 및 환경에 맞닥뜨리며 답답해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때는 여러 주

체들간의 도움으로 학업이 상생적으로 행해졌으나 중학교에서는 개인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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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책임이 커지면서 힘들어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 및 분석 과정을 바탕으로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

활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학적 함의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다

문화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한국 학생의 정태적 이

미지보다 열등하게 여겨지는 학업 문화를 한계를 지적했다. 그리고는 아이

들 각각의 구체적인 삶과 상황 속에서 학업이 때로는 생존태 및 실존태로

드러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이 나름의 시공간의 경계를 생성하고 와해하면서 학업을 구성하고

전환하는 ‘경계적 존재’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

의 학업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돌봄의 양상을 시혜적 돌봄, 관계적

돌봄, 대속적 돌봄으로 구분하며 다문화교육 맥락에서 대속적 돌봄의 문화

를 창조할 필요가 있음을 공언했다.

주요어: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 학생, 학업생활, 학업 구성과 전환, 질적 연구

학 번: 2011-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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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는 2011년 3월부터 다문화 대안학교인 다솜초등학교1)에서 다문화교육

교과를 담당해왔다. 다솜초에는 성격, 나이, 입국시기, 한국어 수준, 부모의

국적 등 인구학적 배경이 다양한 아이들이 재학 중이다. 나는 수업을 할수

록 아이들의 학업생활이 더 궁금해졌다. 현정이는 한국말을 잘 못 하는데

사회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지?, 학생간의 수준차가 많이 나는데 담임교사

들은 어떻게 수업을 할까?, 케빈은 부모랑 떨어져 산다는데 방과 후에 누

가 공부를 도와주지? 등 물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나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21세기에 들어 한국 내에 노동 이주, 국제결혼, 유

학 등의 이유로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그

리고 자연스레 학교는 인구학적으로 다원화되었다. 교육부 조사(2014)에

따르면 2014년 4월 다문화 학생은 67,806명으로 전체 학생 6,333,617명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2006

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대책’ 등의 정책을 펴기 시작했

다. 또한 학계에서도 김종석(1984)의 논문을 시작으로 다문화교육과 관련하

여 2009년부터 매년 100여 편에 이르는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장인실 차

경희, 2012).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논문의 상당수가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에 주목하고 있다(강태구, 2012).

이러한 제도와 정책적 지원, 연구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들은 일반학

교 내에서 수업참여 및 진학, 또래와의 상호작용, 자아정체성 등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다(오성배 서덕희, 2012). 일반학교에서 부적응을 하는 다문화

1) 본 논문에 등장하는 대명사는 모두 가명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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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늘어나자 다문화 대안학교는 한국의 여타 대안학교처럼 민간 차

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부모와 동반하는 중도입국자녀들

이 일반학교에서의 학업 수행과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0년부

터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교육부, 2010). 2012년에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가 개교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설립되었지만 학계에서 다문화 대안학교와 관련된 논

문은 소수이다. 그리고 이 논문들은 주로 다문화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교

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교 내 특정 집단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강대중,

2013; 강일국, 2011; 김명정, 2011; 김정민, 2014; 김효선, 2010; 방기혁,

2011; 2012; 2013; 방기혁 신윤호, 2011; 오성배, 2010; 온혜현, 2014; 이영

은, 2014; 장인실 허창수, 2011; 정문성, 2011; 지은영, 2014). 이러한 접근은

학교라는 거시적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를 했지만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업생활의 양상을 드러내지는 못 했다.

다문화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장려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일반학교에서의 부적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실제 다문화 대안학교에서의

학업양상이 어떤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모습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아이 개인의 지

향 및 부모, 교사, 사회문화적 제도나 흐름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

업을 수행하는지도 함께 읽어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 연구들은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인해 아이의 한 단면(being)만

드러냈을 뿐 어떻게 변화해가는지(becoming)를 통시적으로 살펴보진 않았

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연구 및 정책의 기저가 아이들을 일반학교에서 부

적응을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무수한 존재가능성에 대해 논하지

는 않았다. 하지만 교육이 더 나은 인간 형성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러한

존재론적 교육학 탐구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박세원, 2014;

조용환, 2001a; 2012b)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까지 총체적이고 통시적으로 살핌으로써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이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독자에게 이들의 학업생활에 대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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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추후 연구자들과 정책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솜초의 학생 여섯 명

을 주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학업생활에 관해 아이별로 3-4년간 종단

적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

에서 어떻게 학업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학교 내외에서 아이들과 아

이들의 부모, 교사, 선 후배,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을 참여관찰 및 인터뷰

를 하며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무엇으로 보며

어떻게 학업을 구성하고 전환해가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아

이들의 눈에서 학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과정을 통

해서 나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교육인류학적 배경에 발

을 딛고 검토하고 교육학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삶과 문화와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주목한 문제는 세 가지이다. 이 연구문제는 선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

라 아이들과 만나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구성한 것이다. 또한 각각은

질적 연구의 기본 틀인 월코트(Wolcott, 1994)의 기술-분석-해석 과정을

따른다.

첫째,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가?

위 연구문제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드러나는 특이성과

총체성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주 참여자인 여섯 명의 아이들의

삶과 삶에 미치는 문화, 그 문화와 어떤 연관에서 학업을 수행하는지 살펴

본다. 학교 내외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는지 종단적으로 기술한다. 개

인의 학업 지향과 목표, 한국어 수준 및 배경지식 정도 그리고 다솜초와

이후 다솜중 또는 다른 중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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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관여 등을 두루 살핀다. 또한 학업은 학교 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여타의 공간에서의 학습은 어떠

한지 기술한다. 이처럼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삶의 체험을 최대한 생생하

게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연구문제의 목표다.

둘째,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업 정의와 학업 방식을 어떻게 구성 및

전환하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학업생활의 총체적 양상을 살폈다면 두 번째 연

구문제는 학생들의 학업생활과 관련한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는 행위다. 분석 방식은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어떻게 구성하였고 중학교에

서 이것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압축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서

술적 명제인 문화적 주제(cultural theme)로 드러내려 한다(조용환, 1999).

이러한 문화적 주제를 통해 아이들이 학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학

업 수행 방식은 어떠한지, 여러 타자들과 기관, 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학업생활을 생성하고 해체하는지 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은 어떤 교육학적 함의를 가지는가?

교육인류학은 삶의 형식으로서 문화와 교육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

피되 교육을 메타적 위치에 두고 삶과 문화를 비판하여 더 나은 존재양상

을 탐구하는 학문이다(조용환, 2012b). 이러한 교육인류학의 눈을 통해 다

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에서 어떠한 교육의 하위 형태들(shaping

forms)이 있는지 해석한다.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의미를

밝히면서 학업생활이 교육적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왜 아

닌 건지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의 학업생활의 교육적 가능성과 한

계를 제시하는 작업은 추후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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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과 과정

2011년에 나는 다문화 학생의 학업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다솜초

에 들어가게 되었다. 연구 초심자로서 부족한 역량에 진통을 겪으면서 자

료 수집 및 분석, 해석 과정을 4년 동안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조용환,

2011b; Wolcott, 1995). 연구라는 말이 ‘re-search’인 것처럼 질문과 잠

정적인 답을 찾아간 그 여정을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1) 연구방법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언론에서 다문화 학생들

의 학업생활 중 특정 피상적 단면만을 주목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나

는 이러한 편중된 시선을 걷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판단했다. 질적 연구는 흔히 양적 연구와 대조되어 일컬어지기도 하지

만 인간과 세계를 규정한 ‘문(文)’에 은폐 및 왜곡되어있는 ‘질(質)’적인 양

상을 발견해내는 연구이다(조용환, 2004).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다문화 학생

들의 학업생활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질적 연구의 방법은 참여관찰(experiencing), 심층면담(enquiring), 관련조

사(examining)를 조화롭게 행하는 것이다(Wolcott, 1995). 참여관찰은 연구

자가 특정한 현장의 일상적 상황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생활하면서 문화

적 지식, 문화적 행동, 문화적 인공물들을 관찰하는 활동이다(Spradley,

1980).

그런데 참여관찰만으로는 현지인들의 지식, 행동, 인공물 등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심층성은 몇 회의 면담으로 연구자가

알고 싶어 하는 질문에 대해 해답을 얻어내는 행위로 담보되지 않는다. 참

여자와의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조사는 일종의 현지 자료 조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공

부하는 교과서, 학습지, 생활기록부 외에도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는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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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포스팅, 설문지나 자기보고서(self report) 등을 수집하는 행위다.

현재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과 목적, 제반 사항들에 따라 문화기술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생애사 연구, 근거이론 연구, 구술사 연구, 사례 연구

등 스무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조용환, 2012b). 이처럼 내 연구를 굳이 세

분화하자면 종단적 질적 사례연구 또는 문화기술지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종단적인 이유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각각 특수한

맥락 속에서 3-4년간 살펴보면서 자료를 수집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단성이 가미된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가지

고 있는 ‘문화기술적 현재(ethnographic present)’의 문제에서 일부 벗어

나게 해준다(서덕희, 2014). 소수의 연구 주 참여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특이성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사례연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정 문화기술지의 성격을 가진다.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교육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2) 연구 현장과 집단

연구 현장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재학하였던 다솜초와 이후 중학교에 진

학하면서 아이들이 소속된 몇몇 다문화 대안학교와 일반중이다. 학교들에

대한 소개 전에 우선 다문화 대안학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안학교 중의 한 분류인 다문화 대안학교는 “한국사회에서의 문

화 부적응과 교육소외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올바른 정체

성 확립과 편견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제공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권 밖의 학교(김효선, 2009)”로 정의되었다.2) 하지만 2012년에 공립 다문

화 대안학교가 설립된 후로 현재는 다문화 대안학교가 제도권 안과 밖을

모두 내포한다.3)

2) 대안학교는 근대 이후 등장한 공교육체제 하의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반

(反)하는 입장을 가지거나 이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를 일컫는다. 초ž중등 교육법

에서는 대안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ž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

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초ž중등 교육법 제 60조 3항)”로 명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안교육

의 태동은 1990년대 들어 민간부문의 움직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

해 왔다(강대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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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 주체별로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기도 하

지만 학교형태에 따라 유형화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대안학교

를 위탁형 대안학교와 다문화 예비학교로 구분한다. 다문화 대안학교가 두

개의 분류 중 둘 다에 포함될 수도 있고 후자에 편입될 수도 있다.4) 연구

현장인 다솜초와 다솜중은 위탁형 대안학교이자 다문화 예비학교로 운영되

었다.

다솜초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주민 지원기관에서 세운 학교다.

학생의 90%이상이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부모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모로코 등으로 다양

하다. 현재 학교의 학생 수는 100여명에 달한다. 학교는 한국의 어느 대도

시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

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계층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정부 및 기업, 사회단체, 개인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정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함께 아이들이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중언어교육, 예체능교육, 다문화교육 등 대안교과를 실행하고

있다. 대안학교이기에 국가 교육과정 외에 교육과정 전체 중 50%를 자율적

3) 초기 사립 다문화 대안학교에는 새날학교, 아시아공동체학교가 포함되며 교과부에서 인가한 각종

학교로서의 다문화 대안학교로는 지구촌 학교, 인천 한누리학교, 서울다솜학교, 한국폴리텍 다솜

학교 등이 있다.

4) <표 1> 위탁형 대안학교와 다문화 예비학교(서울특별시 교육청, 2014) 

위탁형 대안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Ÿ 개념: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하여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위탁교육

Ÿ 위탁대상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

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퇴학 처

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

Ÿ 교육과정: 2/3정도를 인성, 소질·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로 편성·운영하고

보통교과는 최소화 운영

Ÿ 수: 40곳(초등학교 1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6개, 초 중 고 통합학교 7개)

Ÿ 운영 목적: ① 중도입국 학생들의 특성

을 고려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교육

지원 ② 예비학교는 학생의 학교 적응

을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함

Ÿ 유형: ① 직영 - 일반학교에서 특별학

급 형식 ② 위탁형 - 한국어와 한국문

화와 같은 대안교과와 보통교과를 모두

수업할 수 있는 학력인정 대안교육 위

탁기관

Ÿ 수: 7곳(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

등학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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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을 충분히 활용했다. 몇몇 과목들은 담임교사가 수업

하지 않고 강사들을 초청하기도 했고 체험학습을 많이 다니는 편이었다.

학생들이 2013년에 다솜중 및 일반중학교로 전학 가게 되면서 학생들의

중학교도 방문하여 관찰했다. 다솜중은 다솜초와 같은 재단으로 2012년에

신설되어 다솜초와 같은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솜중도 위탁형 대

안학교이자 다문화 예비학교이다. 이 외 연구 주 참여자 중 한 명인 은아

가 재학 중인 지원중학교는 다솜초 및 다솜중과 같은 지역 구 안에 위치한

곳이다. 이주민이 많기는 하나 신기하게도 한 학년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었다. 대성이는 타 다문화 대안학교인 무지

개중으로 입학을 했다가 특정 도시의 한빈중으로 전학 갔다(자세한 설명은

III장 참고). 무지개중은 방문하지 못 했으나 한빈중은 다솜중과 매우 근접

한 곳에 위치하며 다문화가정이 흔치 않다. 아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들은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하다거나 입시지옥이라고 명명될만한 곳은 아니

었다.

3) 연구 참여자

연구 주 참여자들은 2012년 다솜초 6학년 학생들이다. 물론 이들은 다문

화 대안학교 학생이자 다문화 학생이다.5) 다문화 학생은 다문화가정 자녀

들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아이들의 가정배경과 학교라는 속성에 주목한 생

물학적이자 사회문화적 이름이다.6)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국제

결혼가정만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보다 광의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

정, 새터민가정 모두를 포함한다.7) 그리고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

5) 물론 이들은 소쉬르가 말했듯 다문화 학생이라고 명명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Matthews, 

1996).

6) 한국 사회에는 민족과 국가가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을 혼혈가정, 코시안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왔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줄곧 그 안의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받았

고 국제결혼 및 이주가정이 급증하자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가 2000년대에 등장

하였다.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

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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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재와 부모의 이주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자녀(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자녀로 분류한다.8) 본 연구의 주 참여자들은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로 국한된다.

다문화 대안학교인 다솜초에서도 6학년 학생 6명을 주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학생들은 한국어 수준, 수업 참여 방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긴 시간동안 다문화교육 수업에 참여하여 라포를 형성한 상황이었

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학업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개는 III장에서 제시

될 것이기에 본 절에서는 아이들의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제시하겠다.9)

여섯 아이들은 일반학교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그리고 학생들 내에서도 다

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일반학교는 6학년이 13살이다. 하지만 여섯

아이들 중 준형이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14살이다. 14살인 학생들은

중국과 필리핀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낮은 학년으로 편입된다.

가정 배경을 보자면 부모의 국적이 다양하다. 한국 내 이주민들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미국도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

적 형편은 대부분 어려운 편이다.

8) <표 2> 다문화 학생 정의(교육부, 2012)

국

제

결

혼

가

정

자

녀

국내

출생

자녀

Ÿ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Ÿ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음

중도

입국

자녀

Ÿ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

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Ÿ 국내 입국 시에는 외국 국적이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

환가능

Ÿ 대부분이 중국인 조선족(약 90% 이상)

Ÿ 비교적 연령대가 높음 10대 중 후반(고등학생)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가정

자녀

Ÿ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Ÿ 헌법 제6조 제2항 및 ‘UN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91, 비준)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짐

Ÿ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9조 및 제

75조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 중학교 입학이 가능

9) 아이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에 문제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보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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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주 참여자 인적사항

10) 한국어 수준은 한국어 발달 수준 4단계를 따른다(왕한석, 2005; 전은희, 2012). Ⅰ등급에 속하

는 화자들은 한마디로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적 상호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터뷰 때 통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Ⅱ등급은 

한국어를 약간할 수 있으나 표현 능력이 떨어져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신호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며 Ⅲ등급에 속하는 화자들은 한국어를 대체로 잘하는 사람들이다. 비언어적 신호에 의존

하는 정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가족 외에서도 별다른 무리 없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행하는 사

람들이다. Ⅳ등급은 나름 ‘완성된’ 한국어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장

애 없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11) 해외에 장단기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은 +에 해당하며 일반학교의 수업비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면 o,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12) 석사졸 이상 ++, 대졸 +, 고졸 o, 중졸 –에 해당한다. ‘?’은 영배가 부모의 학력수준을 모른다

준형 아론 은아 영배 대성 유리

기
본
인
적
사
항

성별 남 남 여 남 남 여

출생년도 2000년생 2000년생 1999년생 1999년생 1999년생 1999년생

가정 유형
국내국제
결혼가정

국내국제
결혼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국내국제결
혼가정

출생지 한국 한국 중국 중국 중국 한국

구사가능
언어와
정도

한국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수준10)

Ⅳ Ⅲ Ⅱ Ⅱ Ⅰ Ⅰ

한국입국
시기

태어나
자람

태어나
자람

2011년 2011년 2012년

국내출생
했으나
2012년
재입국

가
정
배
경

국적/민족
(부, 모)

한국,
나이지리아

미국, 한국 한족, 한족
조선족,
조선족

조선족,
조선족

한국,
필리핀

직업
(부, 모)

목사,
주부

영어교사·
목사,
영어강사

모름,
공장근로자

공장근로자,
공장근로자

공장근로자,
공장근로자

상업,
영어강사

형제자매
관계

형 1,
여동생 1

남동생 2 없음 남동생 2 없음 남동생 2

경제수준
11) + o - - o -

학력수준
12)

(부, 모)
++, + ++,++ +, o ?,? -, o o, o

종교13) ++ ++ o + x o

학
교
와
의
관
계

학교입학
시기

2012년
1학기

2012년
2학기

2011년
1학기

2011년
1학기

2012년
1학기

2012년
1학기

본 학교
입학 전
학교

한국 일반
공립학교

한국
국제학교

중국
한족학교

중국
한족학교

중국
한족학교

필리핀
일반학교

진학한
중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일반중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일반중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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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다솜초에 2011년 또는 2012년에 입학했다. 준형이와 아론은 한

하지만 준형이와 아론의 부모는 직업이 목사 또는 영어교사이며 학력수준

도 꽤 높다. 아이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

다. 한국 출생으로 입학 전 준형이는 공립초를 다녔고 아론은 국제학교에

재학했다. 은아, 영배, 대성이 중 영배와 대성이는 조선족이지만 셋 다 중

국에 한족들이 다니는 소학교에 재학하였고 졸업 후 한국에 왔다. 유리는

필리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학했다. 다솜초 졸업 후 아이들은 다

솜중과 일반중, 여타 다문화 대안학교로 진학했다.

<표 4> 진학 경로

준형과 아론, 영배, 유리는 다솜초 졸업 이후 다솜중에 재학했다. 다솜중

은 다문화 예비학교 중에서도 위탁형으로 아이들의 학적은 일반중에 있되

실상 다솜중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중 1 때는 네 명 모두 다솜중에서 수학

했고 중 2 때 준형과 아론은 1학기를 일반중에서 학습하였다. 은아는 부모

의 권유로 일반중에 입학한다. 대성이는 타 도시에 있는 다문화 중등 대안

학교에 입학한 후 중 2 때 일반중으로 전학 갔다.

고 했기에 위와 같이 표기했다.

13) 부모의 종교는 모두 기독교이다. 목회자일 때 ++,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는 경우 +, 기독교 신

앙을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o이다.

중1 중2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준형
일
반
중

다솜중 일반중 다솜중

아론
일
반
중

다솜중 일반중 다솜중

은아 일반중

영배
일
반
중

다솜중
일
반
중

다솜중

대성 무지개중 일반중

유리
일
반
중

다솜중
일
반
중

다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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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초 담임교사인 주교사는 이 연구를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고 조

력해 주었다. 주교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다. 대학교 때 사회교과를 전공

하였으며 대학교 졸업 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회와 국어를 가르쳤다.

수업과 함께 상담지도를 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에 대

한 관심으로 다솜초에 오기로 결심한다. 다솜초 개교 이래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엄마”같은 교사이다.

학업 지도 면에서도 아이들 각각의 학업 수준에 맞는 교육 방법을 모색하

고 아이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헌신적인 교사다.

4) 연구과정

나는 1년 6개월(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동안 대학원에서 교육인

류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며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관해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했다. 나의 연구 관심과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 및 이전 선행

연구들에서 주목하지 않은 주제를 설정하여 201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주 참여자는 당시 6학년 학생들 여섯 명으로 선정

했다.

주 참여자에게 2012년에 1회, 2014년에 1회 두 차례에 걸쳐 연구 동의

를 받았다. 2012년에 아이들에게 연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연구

에 관해 소개하는 내용과 동의 여부를 묻는 연구 동의서와 아이들의 기본

인적 사항에 대해 묻는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통해 부모에게 배포하여

부모에게 서명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5학년 담임교사와 6학년 담임교사에

게 연구 동의서와 설문지 내용 중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답하기 곤

란한 문항들이 있는지 검토를 받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6명 학생 모두에게 연구에 대해 재차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

었으며 다솜중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는 연구 동의서에 다시

서명을 받기도 했다. 나는 연구 동의의 과정이 단순히 고지된 동의에 그치

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특정 부모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고 원할 시 아이

를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도 수업 촬영 동영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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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여주었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사에게는 인터뷰한 내용을 녹취

하여 보여주었다.

자료수집은 크게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현지자료 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여관찰은 수업, 체험학습 등 명시적인 학업 시간 외에도 점심시간

과 쉬는 시간에도 관찰을 하였다. 수업 관찰은 2012년에 집중적으로 하였

다. 2012년 2학기의 경우 일주일에 1-2회 다솜초를 방문하여 담임교사

수업 시간을 3교시 이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모두 녹취하였다. 고

정적으로 관찰한 수업은 목요일 2교시(수학), 3교시(사회), 4교시(국어)였

다. 학교의 여러 사정상 다른 날을 관찰하거나 내가 더 관찰하고 싶어서

영어, 체육, 금융, 진로 교과 등 방과 후 수업과 타 자원교사 수업, 학예회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한 것은 녹취를 해두었고 녹

화가 불가능할 시 특정한 장면들은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참여 관찰한 내

용 중 일부를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난 후

다솜중에 진학한 학생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하지만 일반중으로

간 은아와 대성이와는 2014년에 각 1회 참여관찰을 하고 면담에 의존했

다. 종단적 질적 연구이긴 하지만 2013년과 2014년에 일반중에 간 학생

들의 수업 모습을 관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심층면담은 2012년의 경우 여섯 아이들과 주교사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진행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나 학생들이 원할 시 그룹을 이루어 진

행하기도 했다. 면담 전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정해놓고 대답을 듣는 형식

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했다. 물론 이전 인터뷰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이거나 중학교에 올라간 후 아이들과 비교적 인터뷰할 기회가 줄어들었을

시는 반구조적으로 진행했다. 진행 방식은 연구 주 참여자들에게 매회 녹

음을 허락받고 진행했다. 때로는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내가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문답하거나 마치 친구처럼 서로의 고민을 얘기한 적도 많

다. 그래서인지 학교의 내부자로서 교사들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횟

수를 정확하게 수로 나타낸다는 것이 참 애매하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주교사와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고 녹취한 면담만 계산해도 12회, 학생들

과는 21회이다.

주 참여자 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부모, 교사, 자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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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만나서 아이들의 학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외에도 6학년 학생들 수업과 비교하기 위해 당시 5학년 학생들의 수업

을 참여관찰하고 5학년 담임교사와 인터뷰를 2회 진행하기도 했다. 거듭

말하듯 나는 내부자이고 학교 교사들은 연구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줬기에

1-5학년 교사들과 교장들과 학교 및 아이들에 대해 궁금할 시 수시로 이

야기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2013년과 2014년에 다솜중 국어교사와 다섯

차례 인터뷰, 은아의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두 차례, 대성이가 1년 수학한

무지개중 교사와도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료를 수집했다.

현지 자료 조사는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 외에도 다솜초와 다솜중,

일반학교 교사들이 작성한 생활기록부, 학교 안내문 등을 모았다. 아이들의

학업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과서나 학습지 내용과 학생들이 쓴 시

나 짧은 메모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 외에도 2011-2014년까지 학교

교육과정, 학생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수집하였다. 연구 과

정에서 아이들이 기본 인적 사항에 대해 헷갈려하며 상이하게 대답하는 경

우가 있어서 이에 관해 간단한 설문지를 만들어 학생과 부모에게 배포하였

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도 했다. 그 외 문자와 sns를 주고받은 내용들도

있다.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도 모았지만 연구 참여자들

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 논문에 제시하지는 않겠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생활을 분석하기 위해 녹취한 자료들과 참여관찰일

지, 현지자료를 바탕으로 네 가지의 코딩 방법을 사용했다. 에믹 코딩과 에

틱 코딩,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이다(조용환, 1999; 2011b). 에믹 코딩

(emic coding)은 자료 자체를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함이고 에틱 코딩(etic

coding)은 내가 내 연구 관심이나 이론적 배경에 따라 연역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다. 두 코딩 방식은 분석 기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연구 내내 균

형적으로 견지하고자 한 자세이기도 하다.

중추적 코딩(axial coding)은 특수한 축을 중심으로 자료를 유목화하는 분

석 방법이다. 나는 일종의 개방적 코딩인 에믹 코딩을 실시하여 여섯 아이

별로 학업생활을 규정하는 방식과 수행하는 태도,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제

시하기 위해 축을 도입했다. 그리고는 학업을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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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양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인, 가정, 학교, 기관, 사회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읽어내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업생활 기저에 자리하는

문화적 주제를 도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두

드러지게 나타내는 주제를 각각 네 가지로 정리했다.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은 연구자가 특정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본

다는 점에서 일종의 에틱 코딩과 가깝다. 나는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목차

화한 후 자료들을 재검토하면서 내가 주목하지 못했던 원 자료들을 보완해

가면서 글쓰기를 진행했다. 종단 연구로서 연구의 과정이 길었고 질적 연

구의 특징상 기술, 분석, 해석 과정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지도교수와 심사

위원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기에 연구의 과정은 순환적이고

나선형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2012년 특정 다문화 대안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여섯 명의 아이들로 제한되어 있다. 이 아이들의 학업생활이 곧 다문화 대

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질적 연구가 흔히 지

적당하는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다. 하지만 나는 여섯 명의 아이들과

짧게는 3년, 그리고 4년간의 오랫동안 관계를 형성하며 학교 내외에서 이

들의 학업생활을 참여관찰 해가며 이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하는 문화와 교

육적 가능성에 대해 고찰했다.14)

두 번째로 나는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강사로서 두 역할이

주는 폐해다. 나는 다솜초의 내부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연구의 시작과 그

과정에서 다소 수월했다. 하지만 갈수록 익숙해지는 현장을 낯설게 보는

14) 다수의 사례를 얕게 탐구하기보다 소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다. 특수성과 관련되어 메

를로퐁티는(Merleau-Ponty)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을 포기함으로

써 보편적인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을 타자들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만들면서, 상황들

이 생생한 긴장 상태 속에서 서로 이해되게 하는 저 신비한 친화성 덕분에 보편적인 것에 도달한

다(Sens et non-sens, p. 113; 철학아카데미, 2013, 7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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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힘들었다. 그리고 현장 소리에만 너무 갇히지 않도록 예민한 태도를

가져야 했다. 그래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서울 소재 공립 초등학교에 2

회 방문하여 수업을 비교해보았다. 또한 공립학교 교사에게 학생들의 수업

동영상을 보여준 후 일반학교의 학생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연구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업생활에 관해서 두텁게 기술하다보니 아이들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윤리상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학업생활의 현사실성(Faktizität)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일정 정보의 경

우 변경하기도 했다. 현사실은 존재자가 세계 내에서 피투되어 시시각각

살아내는 실존을 드러내는 존재성격이다(Heidegger, 1927). 아이들의 학업

생활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되 연구자들을 익명성을 보장하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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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를 풀기 전 내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

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론적 지평 위에 서 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

일한 사태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

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나의 이론적 지평과 내 연구문

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물들을 검토하며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다.

1. 이주 학생의 적응과 학업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 이주 학생 관련 담론이 창궐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을 다문화사

회로서 보게 된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다문화사회의 문자 그대로의 의

미는 다양한 문화들이 교차하는 사회이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개인 각

각도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으므로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단일문화

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다문화사회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면 왜 21세기 세

계를 왜 다문화사회라고 부를까? 다문화현상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다문화 현상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

적 및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국가차원에서 노동

력을 충원하기 위해 제3세계로부터 노동자들을 수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학 또는 결혼을 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든다. 그로

인해 한 사회에 이전보다 다양한 언어, 종교, 관습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 모이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소통하기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정민승, 2013). 한국 또한 20세기에 들어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조용환(2007)은 한국의 다문화현상

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1.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혼혈이 증가하고 민족의 정체성이 복잡해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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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 노동자, 유학생, 파견근무자 등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구성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3.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여행객이 나날이 늘어간다.

4. 부모의 유학이나 해외 근무 중에 외국에서 출생하여 자란 이른바 ‘귀

국 자녀’들이 늘어난다.

5. 장단기 여행, 해외 유학, 조기 유학 등으로 다른 언어/문화권의 체류

경험자가 증가한다.

6. 세계화 물결을 타고 외국의 언어/문화 학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

격히 늘어난다.

7. 각급 학교에 다른 민족, 언어,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현저히 늘

어간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도래하면서 교육학계에서는

외국에서 시작한 다문화 관련 담론인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에 대해 본

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와 다양성을 뜻하는 ‘다

(多)’, 특정한 가치적 지향과 이념을 뜻하는 ‘주의’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다문화주의는 국가, 민족, 국제질서와 같은 거시적 문제와 사회 내 소수집

단, 성 역할 차이 등 미시적 맥락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쓰이기에 단순하

게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이용승, 2004). 전은희(2012)는 이러한 다문화

주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하나로 포괄 및 잠식하는

범기획적(catch all) 단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한국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내

이주민 유입이 급증하면서이다. 본디 이 용어는 미국의 1960년대 소수 집

단들의 저항 운동을 배경으로 탄생되었다. 소수 집단들이 자신의 문화와

집단 정체성으로 인해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억압받는 구조

에 대해 항거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들을 있는 그

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 상대주의를 넘어서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면밀

히 검토하고 차별을 생성하는 기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변혁 의지를 지녔다

(박선웅 외, 2010; 박휴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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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문화주의 유사 개념 (백준호, 2010; 손소연·이륜, 2013)

하지만 한국 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실행 방향을 보면 이러한 비판

의 목소리는 다소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전은희, 2014). 다문화주의라고

명명되지만 때로는 다른 지향을 가진 모습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유사 다

문화주의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동화주의는 대개 사회의 주류 및

집권 세력의 문화로 소수 문화를 편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반면 문화 다원

주의는 각각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동화주의보다 소수 문화를 존중

한다는 면이 있으나 여전히 문화들을 존치하는 방식이 주류 문화를 근간으

로 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소수 및 주변 문화도 주류 문화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존

중되며 상호 인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등, 자유,

공정과 같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여 통

합에 이르러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실태에서 이러한 비판적 속성이

동화주의 문화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

배

경

Ÿ 증가하는 이주

민에 따른 다인

종 다문화 사회

의 형성에 대응

하기 위해 서구

중심의 문화로

만의 통합 지향

Ÿ 동화주의 소수

문화 정체성 억

압에 대한 갈등

유발과 집단 간

의 긴장에 대한

반발로 등장

Ÿ 서구 문화 중심

의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다

문화 정책에 대

한 반발로 발생

Ÿ 다문화교육이

자유주의적 다

원주의 접근에

기원을 둔 사고

라는 것에 대한

비판

핵

심

주

장

Ÿ 소수의 문화를 주

류 문화 속에 편

입하는 주류 문화

중심의 통합

Ÿ 용광로 이론

Ÿ 한 국가 내 다

양한 문화가 공

존하는 것을 인

정하고 존중함

Ÿ 문화모자이크

Ÿ 인정과 존중을

넘어 적극적으

로 문화의 다양

성을 중시함

Ÿ 샐러드 볼

Ÿ 정치적, 경제적,

계급적으로 문

화 현상에 대해

접근 사회의 불

평등과 억압을

타파하고자 함

교

육

접

근

Ÿ 문화 단일성을

강조한 서구 유

럽 중심의 단일

문화교육

Ÿ 문화 문해력과

공통문화교육과

정을 기반으로

둔 교육 실시

Ÿ 각 문화의 특성

을 인정 및 존중

Ÿ 여러 문화들의

개체성을 가지

고 가르치나 그

근간은 주류 문

화에 바탕을 두

고 교육 진행

Ÿ 문화의 다양성

교육을 통해 계

층 다양성 인정

Ÿ 융합 교육과정:

비유럽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으로 모든

문화를 교육

Ÿ 자본주의의 자

기 이익을 관찰

시키기 위한 이

념적 방법으로

사용

Ÿ 사회 구조적 불

평등 문제를 완

화하기 위한 교

육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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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밀려나자 비판적 다문화주의가 등장했다. 비판이론에 입각한 다

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보다 더 문화들을 둘러싼 정치적, 역사적, 계급적으

로 문화 현상을 해석하고 억압을 생산하는 구조에 반발하며 개인과 집단의

해방을 지향한다.15)

<표 6> 다문화교육 접근법(황갑진, 2011)

다문화주의 탄생과 더불어 교육계에서도 다문화교육에 주목하게 되었다.

다문화교육도 국내외 모두 인종, 성, 계층, 종교 등의 측면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갈등이나 자유, 평등 등 인간의 존엄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

담론의 출발이 서구 사회에서 시작되었듯이 다문화교육 정의도 서구 학자

15) 다문화주의에서 이러한 국제사회질서와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이민 현상을 정치적이고 역사적으

로 해석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문화 자체가 사람의 삶을 둘러싸고 길들여지고 재생

산되고 억압되기도 하며 또 창조되기도 하는 양가적 특징을 가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담론은 서구유럽국가 자국 내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제3세계 노동자들의 이동, 비교적 후진국 

국가에서의 선진국으로 결혼이주 등의 자본 및 계급적 연원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 개념과 현상, 패러다임을 재해석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

진다. 

내용/학자 Banks Sleeter와 Grant Bennett

민주적인

환경 조성

Ÿ 편견해소

Ÿ 형평교수

Ÿ 교원채용

Ÿ 반 편성

Ÿ 평등지향운동(평등교

수법)

교육과정

개혁
Ÿ 지식구성과정

Ÿ 변혁적 지식

Ÿ 수업방법 및 학습 평가

Ÿ 교육과정의 개혁

Ÿ 다문화적 전략

교육목표

및 내용

Ÿ 다양한 집단의 문화

소개

Ÿ 편견 해소

Ÿ 기존 지식의 재구성

Ÿ 평등교육

Ÿ 문화적 다양성의 장

점과 그 가치 증진

Ÿ 타인 존중과 인권 향상

Ÿ 타인의 대안적 삶의 선

택에 대한 이해 증진

Ÿ 사회 정의와 모든 인

간의 기회균등의 증진

Ÿ 집단 간의 균등한 권

력 배분의 증진

Ÿ 다양한 역사적 관점

의 이해

Ÿ 문화적 의식 개발(다

문화사회 정체성)

Ÿ 사이문화적(간문화

적) 역량의 개발

Ÿ 인종 및 성 차별주의

그리고 편견과 차별

과의 투쟁

Ÿ 지구 및 지구적 역동

상태의 인식 향상

Ÿ 사회 행동 기술의 개발

학교와

사회문화

Ÿ 학교문화와 사회구

조의 역량 강화

Ÿ 사회정의와 균등한

권력배분의 증진

Ÿ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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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16)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다

문화교육은 단순히 교육목표와 내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와 사회 문화 전체에 변화를 일으

키는 개혁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

계가 있다. 이들은 마치 문화가 개인이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고정적인

산물이라고 본다. 동화주의와 다원주의,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고 상정함으로써 개인에게 주름 잡힌 문화에 주목하지 못

하였다. 그리고 비판이론에 바탕을 둔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교육은 지나치

게 정치 경제적 계층 구분으로 인한 문화적 집단성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은 곧 복수의 고정화되고 박제화된

산물로서의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문화는 사실 액체처럼 유동적이며 변형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분

리와 절합을 오가고 억압과 저항을 동반하는 것이다. 문화는 무수한 잠재

태로 있는 삶을 사람들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길들인 삶의 형식이

다. 그래서 삶은 ‘질(質)’에서 ‘문(文)’으로 구성된다. 문화를 뜻하는 ‘culture’

가 사실 라틴어인 ‘cultura’에서 파생된 것처럼, 인간은 자연 상태를 길들여

서 문화를 만든다. 이 길들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규

칙과 원리를 부여하며 해석하게 된다. 세계-내-존재로서 사람은 이미 선대

에서 만든 문화에 길들여지기도 하고 그것을 재생산하거나 왜곡하고 또 새

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도 있다.

문화의 주목할 만한 속성은 형성 과정에서 선택과 배제를 수반한다는 점

이다.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다. 즉 특정 문화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

여서 권력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류집단이 헤게모니

(hegemony)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특정한 문화를 지배문화로 부과하면서

소수집단을 문화적으로 종속시키기도 한다. 또한 특정 아비투스(habitus)로

서 계층에 따라 판단이나 행동양식이 체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문화는 권

력과 결탁되어 전수, 접변, 융화의 과정을 거치며 전달되고 변형된다.17)

16) 한국의 많은 다문화교육 연구물들에서 Banks와 Sleeter & Grant, Bennet을 언급하고 있다.

17) 문화를 인류학자들이 문화론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조용환·윤여각·이혁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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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의 속성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주 집단이 새로운 터전에서 어

떻게 적응하며 학업을 수행하는가에 대해 이해할 때 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내 다문화 학생들의 상황에 가져와보자. 이들은 부모

세대에서나 자신이 이주 경험을 지니고 있다. 즉, 이전의 문화와 다른 문

화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복잡한 문화의 결에서 특정 문화를 선택하거

나 그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생소하고 낯선 장소

를 맞닥뜨렸을 때 취하는 태도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원래 자신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는 잠시 미루어두고 정착한 국가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동화주의식으로 따를 수도 있다. 또는 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언어나 문

화에 대해서 존중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다문화 학생들이 이슈화되기 전인 1992년 한국에서는 유학을 갔다 귀국

한 학생들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귀국반 학생들의 적응 과정에 연구한

권효숙(2002)은 타문화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식에 관한 이론 몇 가

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 리즈가드(Lysgard, 1955)에 따르면 새로운 문

화권에 학습하러 간 학생들은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나(관망

기), 시간이 지나면서 타 문화권에 적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구성원으로

서 갈등을 겪고(혼란기) 그 후 기존의 문화와 타문화권을 비판적으로 관찰

하며 적응(적응기)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귀국학생들이 접

촉기, 불통합기, 재통합기, 자율기, 독립기를 겪는다는 연구도 있다(최화순,

1990).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기존의 문화권에서 타문화권에 적응해

9-13). 첫째, 생활 주변에서 문화를 예술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 둘째, 문명과 문화를 동일시 

할 때 세련된 것, 교양있는 것으로서의 문화. 셋째, 마르크스 및 후기 마르크시스트에 의해 의식, 

이데올로기 등 삶의 물질적 기반에 투사된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해석으로서의 문화. 넷째로 문화

를 근대화 이후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세계 속에서 자신의 주체적 판단을 잃고 자본가나 

권력가의 논리에 부화뇌동하는 현상을 일컬음. 다섯 번째로 영국 버밍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

(CCCS)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서 말하는 정치, 계급, 지배와 저항의 지점과 깊은 연관을 

맺는 문화론. 마지막으로 타일러와 같은 인류학자처럼 “한 사회 구성원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로서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모두 일컫는 용어로서의 문화. 

    물론 인류학 내에서도 문화를 인지적으로 볼 것이냐, 물질적으로 볼 것이냐 등 여러 입장들이 첨

예하게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인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의 상대성, 총체성, 일상성을 중시한

다. 인류학자들과 같이 문화를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문화주의가 소수 문화공

동체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특수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 전체 사람들의 삶의 양

식을 반성할 수 있게 된다(Kymlicka, 1995; 오경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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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을 단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몇몇 연구들은 사람이 타문화

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문화권을 일부 유지하되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Keefe & Padilla, 1987; Portes &

Zhou, 1993; Portes & Rumbaut, 2001). 베리(Berry, 1980; 1988; 1997)의 경

우에는 자신의 원래의 문화(original culture) 유지 여부와 자신과 다른 문

화를 가진 집단과의 접촉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타문화 접촉 시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기만 하는 동화

형, 이와 반대로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되 타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리

형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지키되 타문화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통합형, 자신의 문화를 상실하고 새로운 문화도 전유하지 못 하게 되는 주

변화형으로 제시한다.

이 외에도 서구에서는 학업에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된 논쟁들이 계속 행

해져왔다. 학업이 유전적 영향을 받는가, 문화적 영향을 받는가에 따른 이

론이 있다.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2008)의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잘 정

리되어 있는데 일부 유전적 이론에서는 흑인이 백인과 아시아계보다 학업

성취가 낮은 이유를 유전적인 요인으로 돌리기도 한다(Jensen, 1969;

Ogbu 1991에서 재인용). 이런 유전적 연구가 일부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인

종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며 내 연구관심이나 연구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개인의 지능, 성격, 동기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 학력,

직업 그리고 학교, 교수 방법, 교과 등도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문화결핍이론에서 말하듯 가정의 관습이나 양육기술이 학교 문화와 다르

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학교 내 문화와 가정의 문화가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난다는 문화

갈등이론이 있고 반면에 학교의 문화와 가정 문화가 유사할 때 학업 성취

도가 높아진다는 문화상응이론도 존재한다. 이처럼 가정문화와 학교문화를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본 연구들도 있지만 이들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

도 있다. 콜맨(Coleman, 1988; 1997)이 말했듯 부모와 자녀의 관심과 신

뢰, 학교 내 교사와 학생의 유대감, 학교의 규범과 기대, 지역사회에서 학

부모간의 관계 등의 사회자본들은 아이들의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이주 문화 접촉에 따른 행동 유형에 관한 이론들을 보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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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비평한 것처럼 여전히

문화가 고정불변한 것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문화를 사물,

관념,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길들이는 방식이자 삶의 형식으로 볼 것은

문화에 대해 더 넓은 사유를 하게 한다. 즉 문화가 다른 문화가 되어 가는

‘사이’, 그리고 문화가 문화와 접변하고 갈등하는 ‘사이’, 생성과 해체의

‘사이’를 읽어낼 수 있다.18)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연구한

다고 했을 때, 정태적인 문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화를 생성해내는지에 주목할 수 있다. 스튜워트 홀이

정체성을 “완성되지 않고 늘 진행 중이며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현되는 순간에 구성되는 산물(Hall, 1994, 392)”이라고 본 것처럼 밀접

한 문화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실천되는 상황과 맥락에

서 발생할 뿐이다(Moore, 1997).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삶에는 문화 외에도 정치, 경제 등의 여러 가지 삶

의 형식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문화만 부각했다는 한계가 있다(Navas 외,

2007). 문화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여타의

것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함께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이

들의 학업생활과 문화의 미시적 상호작용부터 그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도

함께 사유할 필요가 있다. 문화 자체가 권력의 대립구도를 수반하며 특히

다문화 담론은 주류집단의 소수집단을 향한 차별 및 이주노동과 자본주의

의 세계화와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고 거시적 맥락과

체계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Grant & Portera, 2011).

지금까지 이주 학생들과 관련된 이론들의 동향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았

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국내의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연구는

어떻게 행해져왔는가? 국내 다문화 대안학교 관련 연구물들은 2010년 이

후 출간된 것으로 총 10여 개에 불과하다.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물들이

18) 유럽에서는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대신 상호성을 중시한 문화간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서유럽에서는 1975년부터 유럽회의(The Council of Europe)

를 중심으로 문화간교육이 등장하였고 유럽 내 각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 

외 국가들도 선호하는 용어가 있는데 일본은 이(異)문화교육, 그리스의 교차문화교육(cross-cultural 

education) 등으로 다문화교육을 정의한다. 유럽 및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의 각 나

라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과 문화간교육 사례들은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Grant & 

Porter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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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것에 비해 연구물 수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다

문화 대안학교 설립이 비교적 2000년대 후반에 나타났으며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대안학교에 관한 연

구물들은 세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 먼저 다문화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타

당성을 밝히는 연구, 문헌 조사를 통해 다문화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하거나 분석한 연구, 다문화 대안학교 내에서도 집단을 특정하여 학습 양

상 살펴본 연구이다.

<표 7> 다문화 대안학교 관련 선행연구물

다문화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타당성,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정부에서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이 연구들은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행해진 것으로 실제 다문화 대안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내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

연구 관심 주요 연구방법 선행연구물

필요성과 타당성, 가능성

탐색
문헌 분석

김명정(2011),

장인실·허창수(2011),

오성배(2010), 

정문성(2011)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예, 교육과정 총론,

초등·중등·고등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

문헌 분석, 면담

강일국(2010), 

방기혁(2011; 2012, 

2013), 

방기혁·신윤호(2011), 

온혜현(2014), 

장인실·허창수(2011), 

지은영(2014)

특정 집단의 학습 양상

및 실천

(예, 중도입국학생 학교

생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습경험, 교사의

다문화교육 실천, 배움

저해 요인)

설문지, 참여관찰, 면담

강대중(2013)

김정민(2014),

김효선(2010),

이영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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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어 다문화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교육과정 총론

과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문헌분석을 통해 개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강일국(2010)의 경우 여타 연구들과는 달리 특정 다문화 대안학교를 참여

관찰하여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하지만 아이들

이 학습 내용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 학교 외에서는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다문화 대안학교의 구성원 중 특정 집단에 주목하여 그들의 학

습양상을 탐색한 연구들도 있다. 이영은(2014)은 교사들이 다문화교육 실천

을 문화감응교수법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교사 외에도 학생

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 학생들의 배움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탐구

(김효선, 2010)와 학생들 중에서도 중도입국가정 자녀들이 어떻게 학습하는

지를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김정민, 2014). 특정 다문화 대안학교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 아이들의 정의적 특성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여타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다(강대중, 2013).

위 논문들을 통해 나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관해서 배울 수

있었지만 나의 연구 관심인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업생활과 문화를 살핀 연

구는 만나지 못했다. 따라서 대안학교 내에서 외연을 넓혀 일반학교에 재

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학업생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했다.

검토결과, 국내 다문화 학생의 학업생활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한다(전은희, 2012). 그 어려움은 대개 한국어

곤란에 주목한다.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교과학습 부진, 수업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모습, 또래와의 의사소통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다(박윤경 이소연, 2009; 배은주, 2006; 오은순 외 2007; 오성배, 2005; 전은

희, 2012; 정성배, 2010; 조영달, 2006; 최은미, 2007; 설동훈 한건수 이란주,

2003).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은 국어와 사회 교과를 힘들어한다

(박윤경 이소연, 2009; 배은주, 2006; 송혜은, 2008; 조혜영 서덕희 권순

희, 2008).

그러나 이주배경 및 한국체류기간,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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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곤란의 양상은 다르다는 연구들도 있다(박샤론, 2009, 서덕희, 2013,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이들은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은 의사소통에

는 문제가 없으나 고수준의 어휘나 작문이 어려워하고 때론 일반 한국 학

생에 비해 뛰어난 성취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중도입국학생이나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곤란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어 부족 외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외모, 정체성 때문에 심

리적 혼란을 겪고 또래와 갈등을 겪으며 학업 곤란에 처한다는 사실도 종

종 언급되어 왔다(김완기, 2009; 배은주, 2006; 송선진, 2007; 송진웅 외,

2010; 오성배, 2005; 이숙향, 2011; 전은희, 2012; Groome, 1980).

개인의 한국어 능력, 심리 외에도 다문화 학생들에게 부모의 한국어 실력,

교육적 관여, 가정 경제적 자본,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출신국, 부모의 재

혼 유무, 형제자매 등의 가정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이선 외,

2010; 정양화, 2012;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사실 가정 배경에 따라

아이의 학습의 양상이 달라지는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져왔

다.19)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이고 어머

니의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아이의 숙제를 조력하거나 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였다(설동훈 외, 2005; 오성

배, 2005; 정양화, 2012,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이처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자본이나 한국어 실력에 관심 있는 연구들은 많았으나 형제자매와

의 관계에 따라서 학업양상이 어떤지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었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사와 또래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

다. 전술했듯 대개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교사는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하지만

19)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김현주‧이병훈, 2005; 김광혁, 2008), 부모의 학

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오계훈‧김경근, 2001; 구인회, 

2003; Haveman & Wolfe, 1994; McLanahan, 1985), 빈곤가정일 경우 여성일 때 또는 형제자

매수가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현숙, 2011; 이미정, 1998), 부모의 교육적 관여(자녀지

지, 대화)가 높을수록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현숙, 2011, 주동범, 1998), 어머니

의 취업이 오히려 아이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Zick, C. D. 외, 2001; Hoffman, 1974) 등 

자세한 내용은 정양화(2012)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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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부족, 전문가 부족 등으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다(전은

희, 2012;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최지영, 2014, 황매향 고홍월 김진

영, 2010). 또래와의 부정적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농촌지역의

결혼가정 자녀들은 학업생활,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모든 면에서 제한된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서덕희, 2011).

이처럼 대부분 다문화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생활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

이 많고 학교 외에서의 모습은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들

은 학교 외에서도 학습을 한다. 교과학습일 수도 있고 여타의 비형식적, 무

형식적 학습이 일어난다.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해 이슈화가 되는 것

에 비해 다문화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은 드물었다. 하지

만 사교육이 공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반학교 학생들과 사교육 참여

횟수는 같으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연구도 있다(김연이, 2012; 서원준,

2010). 또한 수학, 사회, 영어 등의 사회문화적 자본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목에서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서덕

희, 2013).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 외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

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연구들을 통해서 나는 다문화 대안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다문화 학생

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인,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살

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업을 어떻게 의미

화하면서 수행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구들은 학교 내

학습에만 초점을 두어 학교 외에서의 학습 및 아이들의 살아가는 양상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주로 학업을

방해하는 요인에 주목하고 촉진 요인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요인 또한 개인의 한국어 수준, 부모의 한국어 실력, 교사의 대처 부족

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나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로양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를 느

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부모, 교사, 또래, 사회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살

펴보고 이들의 학업생활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의

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이들이 겪는 학습 곤란은 유전적 문제나

개인의 지능과 심리 문제로 국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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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에서 빈곤 아이들의 학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64년에 시작된 Head Start 프로젝트도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의 학업 지원

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 부모의 참여, 가족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총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처럼 아이들의 학업에 미치는 여러

기제들과 문화에 대해서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나 대

책이 강구될 수 있다.

2.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행기 학업생활 구성과 전환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이주 학생으로서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 연구의 초점은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로 이행하면서 학업생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종단적으로 탐구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한다. 앞서 학업생활이라는 용어를 여러번 언급했으나 이렇다

할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 본 절에서 내가 본 연구에서 왜 학업생활 구성

과 전환이라는 용어 및 구절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선행연구물들에서는 초

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 학업생활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업생활은 학업(學業)과 생활(生活)의 합성어이다. 학업의 문자적 의미는

‘배우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학업은 학업성취도, 학

업계획, 학업중단과 같은 단어들과 합쳐져 주로 ‘공부하는 일’을 뜻한다.

내 논문에서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해 다룬다. 이 때의 학

업은 때로는 배움, 학습, 공부, 교육 등 여러 다른 언어로 치환될 수도 있

을 것이다. 하지만 내 논문에서 ‘학업’이라는 말을 선택한 까닭은 논문의

초점이 생활세계의 모든 학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내외에

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공부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

습이나 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내가 주목한 ‘생활’과는 더 밀접한

관련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그러기에는 내 연구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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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애매하게 한다.

반면 논문에서 일부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공부’로는 대체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실태에서 대개 ‘나 오늘 공부를 했어’라는 말을 하지 ‘학업을 수행

했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문어체적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부에 학생으로서의 일과 의무가 더해진 것이 학업이기에 엄격히

말해서 공부와 학업은 동일한 외연과 내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공부

와 학업은 ‘업(業)’이라는 한자어에 어느 정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업은 다른 말로 ‘일’이다. 학생의 주어진 일이자, 직무, 그리고 과업이 곧

학업이다. ‘일’과 ‘업’은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의미로 변해왔으며 영어로

도 work, occupation, job, profession, business, vocation로 정의될 수

있다.20) 각각의 의미는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노동

을 통해 경제적인 재화를 획득한다는 뜻이다. 물론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

그 자체의 흥미를 느끼고 자신이 성장하는 체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

업적 측면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학업이라는 단어를 고수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생활세계의 맥락에

서 학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굳이 ‘학업생활’ 이라는 단어

를 고수한다. 학업과 관련된 삶의 총체성을 담기 위해서다. 학업을 하는

생활이 있고, 학업을 위한 생활도 있고, 학업에 의한 생활도 있다. 전술했

듯, 본 연구에서 학교 내외에서의 교육과정 학습에 중점을 둔다고 했지만

그 학업은 명사라기 보단 동사적 의미로서 삶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

된다.

만약 내가 학업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했더라면 학교 외에서의 공부를 지나

치게 제한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경우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학교 수업에서만 관찰하지 않고 가정이나 센터, 지역과

20) work는 일을 하는 동사이자 명사로서 그 외연이 넓다. 반면 occupation과 job은 직업을 나타낸

다. 그 중에서도 job은 생계를 위해 소득벌이로서 노동을 하는 일로서 occupation 보다 협의이다. 

이에 비해 profession은 직업을 통한 사회적 지위가 강조될 때 사용된다. 직업이라는 말에서 ‘직

(職)’이 사회적 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business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사업을 뜻하지만 

vocation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 내게 소명으로서 주어지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직업을 나타낸

다(장형석, 20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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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아이들의 삶의 맥락에서 학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도 두루 살펴보았

다. 직업으로서의 학생이 해야 하는 업에 주목을 하되 이에 갇히지 않고

각각의 삶의 상황과 맥락에서의 학업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도 보려했기 때

문에 학업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E. C. Lindeman, 1926).

푸코(Foucault)는 우리가 자기가 어떻게 변형되어 가야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철학아카데미, 2013). 이는 사람이 현

존재로서 사물처럼 좌표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의 운동

에 휘말린 현존재이기 때문이다(철학아카데미, 2013, 86; Heidegger, 1927).

이러한 점에서 학업생활이 구성되고 전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푸코

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오늘의 내가 되었는가?’로 보아

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무엇인가?’

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또는 여타의 시공간에서 어떻게

머물고 형성해가는지 조명하려 한다. 내 연구참여자인 다문화학생들이 어

떤 시공간과 문화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위

치가 설정되고(대상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학업을 이행해가는지(주체

화)를 두루 살필 필요를 느낀다.

교육학의 맥락에서도 학습의 구성과 전환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

다. 학습자가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해간

다는 구성주의적 학습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전환학습은 성인교육에 관심

이 있는 케간(Kegan, R.)과 메지로우(Mezirow, J) 등의 학자들을 통해 하

나의 이론으로 구축되면서 북미에서부터 시작하여 선풍적인 관심을 얻기도

했다(Illeris, K., 2009). 전환학습은 성인들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의미관점과 같은 준거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

를 전환하여 다른 지각과 행동을 해감으로써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학습이론이다(Mezirow, J., 1978). 이러한 이론은 지나치게 우선

학습의 대상이 성인이며 지나치게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감

정과 직관, 상상력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Illeris, K., 2009). 하지만

학습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한 것과 생활세계에서의 경험을 학습으로

의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내 연구에 시사해주는 바도 상당하다.

나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학업 수행 과정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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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21)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행기에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선행

연구들을 아래와 같다. 국내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신입생으로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으며 그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

보는 연구들이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중학교 신입생 중 일반 학생과 장

애 학생으로 나눌 수 있었다(나수현, 2008; 주용근, 2008; 차미영, 2003).

장애 학생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물

들을 범주화 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표 8>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행기 학업 관련 국내 선행연구물

먼저 일반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해 관찰하거나 설문지 조사를 한 연

구이다. 김대현·김현주(2003)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의 심층 면담과 일기 형식의 작문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중학교

첫 학교 생활 체험을 밝히려 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21) 전환학습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Illeris, K.(2009), Mezirow, J. & Associates(1990; 1998)을 

참고할 것.

연구 관심 주요 연구방법 선행연구물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 생활 모습
면담, 현지자료수집 김대현·김현주(2003)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에 대한

기대와 지각

설문지
유순화(2007)

허승희·이미숙(2012)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 적응 요인

(예, 학교환경지각과

학교 적응의 관계, 학교

적응에 미치는 요인,

문제 행동)

설문지

엄선영(2011)

엄선영·이강이(2012)

유순화(2008)

이정미·양명숙(2005)



- 33 -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체험과 동시에 새로운 생활과 규제 및 수업과 성적

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며 이성

에 대한 호기심이 늘고 또래간의 유대감 형성이 짙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했

다. 위 연구가 현상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

다면, 일반학교 학교 생활 관해 탐구한 여타 연구들(유순화, 2007; 허승희·

이미숙, 2012)은 모두 설문지 조사를 통해 중학교 생활에 대한 인식과 아

이들이 겪는 문제 행동을 분석하는 양적 연구 방법을 택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유순화, 2007),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중학교에

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학업이었다. 그 다음이 선

배와 또래와의 관계, 학교폭력, 중학교의 규칙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걱정

과 더불어 기대하는 바로는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는 일과 학교시설과 교복

과 같은 중학교의 인공적 문화물이었다. 연구자는 중학교 1학년들에게도

중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지각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초등학생들과 동

일하게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갑자기

많아진 규칙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 괴로워하였다. 그 결과 아이들이 학력

주의 문화와 초등학교에 비해 다소 위계질서가 분명한 중학교 문화, 계속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두려움에 대해 연구자들도 인지하고 있는 바, 중학교 신

입생들의 학교 적응에 주목한 연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엄선영,

2011; 엄선영·이강이, 2012; 유순화, 2008; 이정미·양명숙, 2005). 이러한

학교 적응 요인들은 위의 학교 생활 관해 아이들이 지각하고 있는 바와 밀

접하게 연관이 되었다. 유순화(2008)는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양분화 하였다. 부정 요

인에 해당하는 규칙, 학교폭력과 부정적 대인관계, 학업, 여유부족, 음주와

흡연의 경우 여타 연구들(김대현·김현주, 2003; 엄선영, 2011, 엄선영·이강

이, 2012; 유순화, 2008)에서 아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과도 연

결된다. 그리고 긍정 요인으로 제시한 자율적인 생활과 원활한 학업 및 대

인관계는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원하는 생활의 모습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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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친구 및 교사와 원만하게 지내더

라도 중학교 환경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엄선영, 2011, 엄

선영·이강이, 2012).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특히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에서의 교사로서 역할이 매우 중

요하게 나타났다는 연구들이 있었다(김현욱·홍신기·권동택, 2010; 엄선영,

2011, 엄선영·이강이, 2012; 이정미·양명숙, 2005). 이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연구들과 연결지었을

때 교사와의 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구경

숙, 2012; 김경식 외, 2008, 문호환, 2014; 전혜수, 2011). 이처럼 교사와

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학교로의 전환기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

의 양육태도가 아이가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

사한다는 연구도 있었다(이정미·양명숙, 2005).

연구 검토결과 중학교 신입생이 겪는 학업생활의 전반적인 실태와 어려움

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으나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사례를 만날 수 없

었다. 또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어떻게 이행해가는지

종단적으로 관찰한 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엄선영(2011)의 연구의 경

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조사하고 나서 이들이 중학교 진학한 몇 달

후 인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만 동일인이었으며 이 또한 꾸준한 관찰이 아니라 일회성의 설문지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생활을 종단적 총체적으

로 드러내고(III장), 아이들이 학업에 관한 정의 및 수행방식 및 학업에 미

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IV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의 학

업생활과 문화가 교육학적 의미를 가지는지 교육인류학의 관점에서 성찰하

겠다(V장). 그리고 필히 일반 초등학교 및 다문화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

과 비교 대조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다문화교육이 무엇인지도 탐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35 -

III. 학업생활의 양상

이 연구의 주 참여자는 2012년에 다솜초 6학년에 재학중이였던 여섯 명의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업생

활을 총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 아이들은 6학년 때

한 학급 내에 있지만 배우는 과목과 학업 수준이 다양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몇 명은 다솜중으로, 몇 명은 일반중과 타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에

입학한다. 아이들은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안을 마련하

며 실존적으로 고투하며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아이들의 학업 수행과 관

련된 생활과 문화를 아래에서 최대한 생생하게 기술하겠다.

1. 준형이 이야기

준형이는 반에서 가장 “눈에 튀는” 학생이다. 갈색 피부에 곱슬머리, 큰

목소리, 자주 밝게 웃고 있다. 준형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 학교

에 오기 전에는 한국 공립초를 다녔다. 그 곳에서 공부는 잘 했으나 외모

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이런 차별 경험과 부모가 다솜초 설립에 깊게 관

여했기 때문에 준형이는 다솜초로 전학 오게 된다.

1) 모든 학업생활에서 모범적인 아이

준형이는 공부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자신감이 있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말에 집중하며 발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높은 수준의 한국어 어휘들

을 곧잘 사용하여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를 못 한다는 편견을 무색케 할 만

큼이다. 다솜초를 오기 전 일반 공립초에서 독서대회 1등, 글짓기대회 운문

부분 장려상을 거머쥘 정도였다.

준형이는 모든 교과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인다. 한국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어와 사회 시간에는 수업을 주도했다. 스스로 수학은 “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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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지만 80-90점을 유지했다. 영어는 유창하진 않았으나 활발한 성

격과 실패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국어,

사회, 수학, 영어 외에 모든 교과에서 돋보인다. 담임교사 외에도 여타 과

목 강사들도 준형이에 대하여 칭찬일색이었다. 수업시간에 성실하며 반 아

이들을 도와 열심히 학습한다는 것이다.

준형이는 성격이 밝고 친구들을 잘 조력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

은 은아, 영배, 대성 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했

다.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어려운 단어를 잘 이해 못 하는 영배, 한국어 의

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대성이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사에게 묻기 전

준형이에게 물었다. 그러면 준형이는 자세히 차근차근 알려준다.

쉬는 시간이 되어 교사가 수업을 마치자고 말 했는데도 아이들은 앉아

서 수학 학습지를 풀며 이야기를 나눈다.

왕영배: (학습지에 나오는 단어 뜻을 모르자 옆에 앉아 있는 준형이에

게) ‘대신’이 뭐야? ‘대신’

조준형: 어?

왕영배: (발음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대신. 대신.

조준형: 아. ‘대신에’ 할 때 대신- 응. 응. 잘 봐. (펜을 들고 영배가 학

습지 위에) x 대신에 3. 아니다, 아니다. x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하더니 하는 방법을 쓰면서) 음, x 대신에 4를 넣어

주면.

왕영배: 아.

조준형: x를 쓰는 게 아니라 숫자만 쓰는 거야.

왕영배: 아아아.

조준형: (다정한 말투로) x 빼고 숫자만. 알았지?

왕영배: 응. 하하.

영배가 한국말을 몰라서 수학 문제를 못 푸니 준형이가 거듭해서 설명

한다. 옆에 앉은 대성이도 준형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처럼 다른 친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그렇다고

하여 준형이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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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이가 수학 문제를 못 풀 땐 영배와 대성이에게 묻곤 한다. 또한 수업

중 교사가 동일한 과제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면 준형이가 과제를 먼저 끝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는 위처럼 학습을 돕거나 스스로 교과서와 학

습지를 뒤적거리며 이전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기도 한다.

방과 후에는 다솜초 밀접하게 연결된 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서 수학을 공부한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로 운영되고 있다. 스스로 수학이 부족하다고 여기기에 학교에서 배운 내

용을 센터에서 복습한다.

준형이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배우이기도 하다. 부모는 준형이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성적

에 대해 압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오디션을 알아보면

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준형이는 2012년 1학기에 드라마 촬영으로 학

교에 거의 나오질 못 했다.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 감독에게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촬영 현장에서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몸소

배웠다고 한다.

드라마 촬영으로 6학년 1학기에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교사와

따로 교과 내용을 학습했다. 교사는 교육과정 공백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다. 그래서 교사는 준형이를 주말에 학교로 불러서 공부를 가르쳐주

고 방학에도 시간을 내어 지도한다. 교사의 관심과 준형이의 성실한 태도

로 2학기 수업을 따라오는 것에 무리가 없었다. 학교에서는 준형이가 촬영

한 드라마를 전교생을 모아서 상영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온

준형이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부러워했다.

2)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체험학습 많이 하기

준형이는 다솜초를 졸업하여 다솜중에 재학 중이다. 다솜초에 다닐 때부

터 다솜중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그 이유는 “그냥 여기서 좋아서”였다. 6

학년 담임교사는 준형이가 일반중학교에 가서도 지금처럼 “빛이 날 것”이

라고 했다. 준형이는 일반학교에 적을 두었기에 의무적으로 3주간 집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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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에 가야 했다. 그 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괜찮았다”. 스스로 걱정했

던 것과 달리 오히려 자신이 어디서든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

다. 준형이는 일반중학교에서도 학습면과 교우관계면에서 뛰어났다. 그러나

다솜중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기에

다솜중으로 돌아온다.

다솜중 1학년 재학 시 준형이의 성적은 굉장히 우수하다. 준형이의 성적

은 중학생 전체를 A-E까지 등급을 매겼을 때 모두 A와 B등급에 속한다.

다솜중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들을 학년별로 구별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업을 한다. 자신보다 연령이 높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함에도 불구하고

과목들에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1학기에 사회와 수

학에서 B등급을 받긴 했지만 그리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다.

<표 9> 준형 중 1 성적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1학기 94(A) 87(B) 88(B) 98(A) 91(A)

2학기 92(A) 97(A) 95(A) 97(A) 95(A)

* 원점수(등급)

이 외에도 준형이는 자신의 진로와도 관련된 연극과 댄스를 굉장히 좋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했다.22) 중학교 1학년 때도 다솜초에서처럼 교사와

친구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다. 다솜중 교사는 다솜중은 1, 2, 3학년이

하나의 학급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준형이가 가장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챙기는” 아이라고 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2014년, 준형이는 중 1때와 다르게 일반학교에 한 학

22) 다솜중에서는 교과구분을 보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지식교과’로 독서, 미술활동, 생

활영역 등은 ‘교양교과’로 구분한다. 타 중학교에서는 지식교과에 포함되는 교과는 동일하되 체육

과 음악, 미술을 ‘체육·예술교과군’으로 별도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구분에 지식과 

교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것은 중학교에서 문화적으로 

범주화하는 구분이기에 III장에서는 ‘지식교과’와 ‘교양교과’의 표기를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

    또한 다솜중은 일반중의 교육과정처럼 따로 체육/예술교과군이 없고 이를 교양교과가 대신하는 

것이다. 교양교과는 등급으로 표기되지 않고 P(Pass)/F(Fail)로 표기된다. 교과를 무난하게 이수를 

하면 P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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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생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다솜초 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준형이는

일반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잘 “적

응”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준형이는 다솜중 교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

로 학교에서 잘 지냈다.

김교사: 성적이 89점 이렇게 평균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

리 학교[다솜중] 특성상 교육과정이 만약에 100이라면 한 70

밖에 못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일반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그

정도 한 거니까 저희는 깜-짝 놀랬죠.

다솜중은 통합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중학교 정규교육과정의 70%정도밖

에 이수하지 못 한다. 교과마다 교사가 중학교 1, 2, 3학년 교육과정을 바

탕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마저도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학생

들이 많아서 진도가 나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형이는

일반학교에 가서 받은 대부분의 과목 점수가 90점이 넘는다.

<표 10> 준형 중 2 1학기 성적

지식교과 체육 예술

국어 도덕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영어 한문 체육 미술 음악

88(B) 97(A) 66(D) 94(A) 91(A) 92(A) 90(A) A A A

준형이의 성적을 보면 수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의 점수가 높다. 준형

이는 일반중학교에 가보니 다른 학생들이 수학을 너무 잘한다고 했다. 다

솜초에서도 영배, 대성이, 은아를 보면서 수학을 잘 한다고 부러워하였다.

하지만 일반학교에 가니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진 것이다. 중 2에 올라

와서 준형이는 영배를 보며 “형은 수학 잘하잖아. 나는 아...”라는 말을 하

곤 했다. 준형이는 일반교과 외에도 체육, 미술, 음악 모두 “즐겁고 열심

히” 수행했다.

일반학교에서 성적도,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도 좋았던 준형이는 1학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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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후 다솜중으로 돌아온다. 준형이는 두 학교 모두 좋아서 정말 많이 고

민했는데 그래도 “자유롭고 체험학습을 더 할 수 있어서” 다솜중을 선택했

다. 일반학교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 시간만큼 다른 체험학습

을 할 수 있는 다솜중의 학업 문화가 더 좋았다.

연구자: 일반학교 다닐 때는 어땠는지- 한 학기동안 둘 다[준형이와

아론] 한 학기 다녔잖아- 어땠어?

조준형: 좋았어요. 저는... 애들도 잘 해주고- 공부도 재미있게 잘 했었

고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연구자: 그러면 계속 다니지 왜 돌아왔어?

조준형: (고개를 살짝 저으며) 여기도 좋고- 거기도 좋아서- 여기 있

을 땐 여기가 조금 더 좋은 거 같고 거기 있을 땐 거기가 조

금 더 좋은 거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힘을 주어) 저는 근데

둘 다 좋아요. 약간 분위기도 다르긴 다른데, 둘 다 좋은 거

같아요. 여기는 자유롭고 체험적인 것도 많이 하고- 그런 장

점이 있고, 거기는 이제- 약간 공부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고. 저는 둘 다 좋은 거 같아요. 

준형이는 일반중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며 다솜중은 자유롭게 체

험학습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의미화한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

다솜중의 교육 방식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중학교에 와서도 준형이는 배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는 수

업을 빠지고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촬영을 한다. 준형이와 그의 부모는 다솜중에서 교양교과의 일환

으로 배우는 댄스와 노래 그 외 다양한 체험들이 준형이의 진로에 큰 도움

이 된다고 여겼다. 다솜중은 발표회나 캠프, 다솜중을 후원해주는 기업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도 모두 값진 경험이라 생각했다.

준형이는 이처럼 학교 내·외에서 교과학습과 체험학습, 배우 활동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 41 -

2. 아론 이야기

아론은 하얀 피부에 갈색 곱슬머리, 갈색과 초록색이 섞인 오묘한 눈을

가진 아이이다. 아론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 후 줄곧 한국에 살아왔다. 그는 2012년 2학기에 국제학교에서 다솜초

로 전학 왔다. 아론의 아버지는 다솜초에서 영어교사이자 목사인데 아론이

기독교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 다솜초에서 수학하길 원했다. 아론이 어

떻게 공부를 하며 진학을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자.

1) 신나는 사회, 어려운 수학

아론은 다솜초에 오기 전 미국 교육과정을 배우는 국제학교에서 수학했

다.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했지만 한국어로도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쟁점’이나 ‘세계화’같은 고수준의 어휘를 모르고 맞춤법을 틀

리곤 했다. 예를 들어 ‘점점 잘하다’라고 적지 않고 ‘점점 잘해지다’와 같이

영어의 수동태 표현들을 드문드문 구사했다. 주교사는 아론이 사용하는 언

어와 배경지식, 그리고 이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주교사: 준형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았구요.

아론은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대안학교가 우리학교처럼 대안

학교의 취지가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요즘에요- 대안학교

가 입시학원처럼 변해가요. 그래서 국제학교, ‘국제’자(字)가

들어 가 있는 학교들이 다 몰입교육을 시켜요. (강조하며) 영

어 몰입교육. 교과서도 한국 걸로 안 해요. (아론의 예전 수학

교과서를 가리키며) 이것도 영어로 했잖아요. 다 영어교과서

로 배우구요. 영어[미국]의 교육과정을 가져오고. 읽기 정도만

하나 한국어로 하구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시켜서 영어 잘하게 해서 나중에 SAT보게 해서 외국에 명문

대 보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 교육과정을 밟았기 때

문에, 얘는, 아론은 우리랑 다르죠. 생각하는 거나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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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배경지식이나 그런 게 달라요.

이전 학교에서 다솜초와는 다른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한 아론은 교과에

따라 참여하는 방식이 많이 차이가 났다. 사회 시간에는 유독 적극적이었

다.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들, 스포츠 등 세간의 일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맹렬하게 발표했다.23) 사회 시간과 달리 수학 시간에 아론은 풀이

죽어있다. 사회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활발함은 없어지고 연필

로 끄적끄적 낙서를 하면서 문제를 푼다. 이전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긴 했

지만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4, 5학년에 배운 소수와 분수를 배우지 못했다.

교사는 수학 시간에 아론에게 다가가서 4학년 2학기와 5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를 펴서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교탁 옆에 책상을 두

어 아론을 불러 앉히고는 하나하나 문제풀이를 도와주기도 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따로 확인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점심을 빨리 먹고 자신과 수

학을 공부하자고 이야기 한다.

아론은 수학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고 했다. 그래도 왜 공부를 하냐고

묻자 “그냥 해요.”라고 답한다. 수학 시간에 팀 활동 할 때는 교사 설명을

듣고 있지 않다가 오히려 한국어를 잘 못 하는 영배에게 게임 룰을 듣는

다. 수학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방과 후에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센터에

다니지도 않았다. 교사는 부모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어오라고 숙제를 냈

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수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과목 시간에는 활발한 편이다. 자신있는 영어 시

간, 그리고 좋아하는 체육 시간에는 얼굴에 연신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축

구를 좋아하고 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아론은 점심시간이면 남자후배들

과 모여 축구를 했다. 채플 시간에는 평소에 가정에서 성경말씀을 듣고 생

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에 매우 진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외 미

술, 합창, 다문화교육에는 “딱히 공부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장난도 치면서 참여했다.

23) 6학년 반에는 준형이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한국에 온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사회교

과 시간에 힘들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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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부와 멀어지지만 꿈 찾아가기

아론은 다솜초를 졸업하고 다솜중으로 진학했다. 원래는 집이 광명시여서

소속 도시가 달라 다솜중에 다닐 수 없으나 할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변경

하여 다솜중에 입학했다. 아론과 준형이는 진학 경로가 같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원적 학교에서 3주간 머물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일반 중학교에서 1

학기를 수학하고 2학기에는 다솜중으로 돌아왔다.

아론이 다솜중에 가게 된 이유는 그가 다솜초에 온 것처럼 아론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아론 아버지는 일반학교에서 영어교사를 하면서 일반학교의

학생들이 욕을 하는 모습,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체벌을 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접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고 다솜중을 선택했다.

6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아론을 가장 걱정했다. 교육과정

공백이 있고 학습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은 아론이 중학교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염려했다. 중 1에 일반중에 3주 간 머물면서 아론은 아이들이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여긴다며 창피해했다. 담임교사도 아론이 외모 때문

에 소속감을 못 느낀다고 여기고 다솜중으로 위탁을 보냈다.

<표 11> 아론 중 1 성적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1학기 70(C) 70(C) 53(C) 77(C) 77(C)

2학기 81(B) 69(D) 47(E) 79(C) 85(B)

* 원점수(등급)

다솜중에서 1학년 때의 성적을 보면 평균이 C등급이다. 초등학교 때는 사

회를 잘 하는 편이었는데 중학교에 와서는 암기할 것이 많아지면서 성적이

떨어졌다. 아론은 중학교에 오자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에서도 공부

할 양이 많아지고 암기를 해야만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재미도 없

는데다가 성적이 안 나오니 더 공부가 하기 싫다고 했다. 또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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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고민이던 수학이 발목을 잡았다. 수학은 50점 정도를 받는다. 그 외

영어나 연극, 댄스 과목은 초등학교 때처럼 몸을 많이 움직이면 되기 때문

에 재미있다고 했다.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아론은 준형이와 똑같이 1학기를 일반중학교에

서 보냈다. 1학년 때와 달리 아론은 일반학교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엔 외모가 부끄러웠는데 살이 빠지고 잘생겨지면서 자

신감이 생겼다. 이제는 오히려 “다 똑같은 게 싫다”고 느껴졌고 다솜중 교

사 말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처럼 보이려고”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한다.

일반학교에서 또래관계가 좋았다.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지냈고 여자아

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걱정은 성적이었다. 중학교 2학년이 돼

서야 구구단을 겨우 외운 아론은 수학이 너무 어려웠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점수가 낮았다. 일반중학교에서 성적을 보면 영어를 제외하

고 모두 E등급이다.

<표 12> 아론 중 2 1학기 성적

지식교과 체육 예술

국어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영어 체육 미술 음악

45(E) 26(E) 25(E) 32(E) 39(E) 43(E) 83(B) B C B

*원점수(성취도)

준형이와 아론은 똑같은 진학경로를 거쳤다. 준형이는 일반학교에서도 수

학을 제외하고는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 것에 비해 아론은 성적이 더 많이

차이 났다. 준형이는 공부에 대한 흥미와 욕망이 강한데다가 수업 시간 외

에도 방과 후에 공부를 하곤 했다. 하지만 아론은 공부에 관심이 더 사라

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아론은 자신이 일반학교에서 국어는

10점 나머지 평균 20점 정도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

정도로 학업성취가 낮진 않았으나 자신의 점수에 대해서 명확히 모를 정도

로 무관심했다. 거기에다 통학시간이 2시간이나 걸려서 몸이 피로했다. 일

반학교에서의 학업 외의 삶은 즐거웠지만 학업과 통학 거리 때문에 다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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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왔다.

연구자: 일반중에서 원래 20일만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한 학기

있었던 거야?

정아론: 그냥 일반학교 더 경험[하고 싶었어요]. 

연구자: 어떤 경험했어?

정아론: 공부. (잠시 침묵하더니) 친구랑 공부, 선생님. 

연구자: 음- 어땠어?

정아론: 좋았어요.

연구자: 어떤 점이?

정아론: 공부가 더 어려워서 좋았어요.

연구자: 아- 어려워서 좋았어? 음... 그게 왜 좋았을까? 어려우면 보통

싫을 텐데.

정아론: 어려운 공부하면 나중에 커서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연구자: 음. 아론이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은 어떤 거야?

정아론: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론은 일반학교에서 공부가 어려웠지만 어려워서 좋다는 양가적인 감정

을 가지고 있다. 아론에게 훌륭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며 공부는

수단이다. 아론은 일반학교에서의 공부가 ‘미래’에 돈을 버는 데는 도움이

될지라도 ‘지금-여기’에서는 재미없게 느껴졌다고 했다.

2학년 2학기 다솜중에 와서 아론은 체험학습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그

러나 교과 시험에 대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그냥”이라고 한다. 학

원도 과외도 센터에도 교과를 배우기 위해 다니지 않는다. 아론은 공부보

다 배우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초등학교 때 꿈이

축구선수였지만 이제는 준형이처럼 배우가 되고 싶어 한다.

아론은 얼마 전 다문화 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cf를 찍기도 했다. 준형이와

아론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함께 정보를 알아보고 오디션을 보러가는 등

활동을 하면서 꿈을 키워나간다. 준형이가 많이 도와준다고 했다. 그리고

다솜중은 일반학교보다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유연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

서 편한 점도 있다고 한다. 아론에게 다솜중은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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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함께 꿈을 모색해가는 곳이기도 하다. 아론은 학교의 기준으로

보면 공부를 못 하는 아이, 학교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아이이지만 자신의

꿈을 찾으면서 고투해가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3. 은아 이야기

은아는 착실한 모범생의 느낌이 든다. 안경, 가지런히 묶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 한국에 와서 2011년 3월에 학교에 입

학했다. 은아는 준형이와 아론과 다르게 지역아동센터의 한국어 교사의 소

개로 다솜초에 전학 오게 되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

12년간 중국에서만 살아왔으며 다솜초 입학 전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학업을 수행하며 진학을 하는지 살펴보겠다.

1) “독하게” 한국어와 수학 공부하기

은아는 2011년에 13살이지만 본 학교에 4학년으로 입학하였다. 당시 다솜

초에는 5, 6학년 학급이 없었다. 은아는 특정 교과 시간에 한국어반으로 이

동하여 한국어를 공부했다. 담임교사는 은아가 스스로 “독하게” 한국어 공

부를 해서 1년 만에 한국어 실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한다.

주교사: 은아는 글짓기 대회에서 그게 전국대회인데 다문화가정 상대

이긴 하지만 은아가 은상을 탔어요. 은아가 쓴 글을 보면 처

음에 중국에서 왔을 때 한국말을 하나도 몰랐잖아요. 작년에

학교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어를 모르는 애들

도 합반해서 같이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은아가 한국말 하나

도 모르니까 걔가 썼던 전략은 중국 아이들하고 말을 한 마

디도 안 했어요. 자기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중국 애들이랑

한 마디도 안 하고 한국어 쓰는 사람이랑만 말했어요. 그래가

지고 처음에 싸우고 왕따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나봐요. 그

런데 자기는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글짓기를 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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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용을 알아듣지 못 해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친구들과 말을 하지 않고 서라도 한국어 실력을 향상

하고 싶었다. 그렇게 독하게 한국어를 습득하여 2012년부터는 한국어 보충

수업을 듣지 않고 교과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문제는 발음이 어눌하다는 것이다.

연구자: 지금 한국말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

홍은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발음 잘 못해요.

연구자: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홍은아: 네. 한국어. 한국어에 있을 때.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어려운

(강조하며) 발음, 발음. 그, 그. 선생님이 맞추라고 만날 연습

해요. 한국어 수업할 때마다. (중략)

연구자: 예전에 선생님이 은아를 봤을 때는 거의 말을 못 했었는데 지

금은 말도 좀 잘 하고.

홍은아: (목소리가 커지며) 말 못 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새로

운 환경에 오니까요. 그리고 그때도 발음 잘 안 됐어요. (고개

를 숙이며)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말 안 해요.

은아는 발음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했다. 교과 시간에 참여하지만 발음이

부끄러워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구들은 은아의 발

음을 재밌어 하면서 따라하곤 했다. 한국어 실력 자체가 아니라 발음 때문

에 공부를 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교사는 은아에게 늘 “잘할 수 있다”, 라

고 용기를 주면서 발표에 참여하게 했다.

은아는 발음을 어려워하긴 했지만 국어 시간에 열심히 참여했다. 읽는 속

도가 보통 한국학생들보다 2배 정도 느렸지만 쓰고 듣는 것을 곧잘 했다.

준형이와 아론처럼 교사의 말에 답에 적극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주어진 과

제를 혼자 해내고 암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다가도 대성이가 교사

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유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말을

걸며 조력한다.

은아는 국어와 사회 시간에는 다소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은아는

수학을 매우 잘 했다. 교사는 한국어가 다소 부족한 은아가 일반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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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수학 교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아와 은아

모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은아는 6학년 올라오기 전 겨울 방학에

혼자 5학년 수학을 복습하고 6학년 수학을 모두 예습했다. 은아 모도 “한

국어 못하면서 수학을 쫌 더 잘 하면 그 시간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며

수학 공부를 독려한다. 그래서 교사는 은아에게 수학 시간에 초 6 수학과

함께 중 1 수학 문제집을 병행해서 풀도록 했다. 은아는 6학년 교사가 “한

명, 한 명 지도해줘서 정말 좋아요”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은아 모는 은아가 일반중에 진학하길 원했기 때문에 빨리 교과서 내용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은아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시간에 열

심히 내용을 익히려 한다. 영어는 원어민 말을 이해하기 힘드나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술, 실과, 채플, 태권도, 합창, 다문화교육,

체험활동 시간에는 다소 더 조용해지는 경향이 있다. 은아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처럼 중학교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학습해야 하는 과목이

아닐 때는 쉬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든다고 했다.

은아 모는 은아에게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 외에

도 집안일을 많이 부여했다. 은아 모가 밤에 일을 해서 아침에는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은아가 동생들을 씻기고 유치원에 데려다줬다. 은아는 몸이

많이 지쳤기에 과목에 우선순위를 두어 공부했고 쉬는 시간에는 자주 엎드

려 있다. 방과 후에도 공부를 배우고 싶으나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할 만

큼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공부를 한다.

그래서인지 은아를 보면 때론 ‘섬’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의도적으

로 배제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섬-화’하였다. 혼자 생각하고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교사에게 과제 완수를 알리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교사는 학업

외에도 등하교를 도와주며 살뜰히 챙겼기 때문에 은아에게 엄마같은 존재

였다.

은아 모는 은아가 일반중에 진학해서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은아는 일반 한국 학생들에 대해 상상하고 그 기준에 맞춰

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일반중에 갈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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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학습에 집중하기

다솜초를 졸업하고 집 근처에 있는 일반중에 입학했다. 은아도 은아 모도

다솜중에 가면 한국어를 쓰지 않을 거라고 염려했다. 은아는 처음 일반중

학교에서 가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홍은아: 중 1때 [성적]완-전- 안돼요. 완전 진-짜- 못해요[못했어요].

연구자: 왜?

홍은아: 중 1때 갑자기- 갑자기- 한국어 나오고. 한국어 어렵고. 한국

어 나오니까...

연구자: 그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홍은아: 네. 사회나 그런 거 너무 어려웠어요.

중학교에 오자 한국어 어휘 수준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래서 은아는 전반

적으로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은아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수학 과목에 집중했다. 6학년 때도 자신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 생각했고 그 생각을 중 1때도 유지한다. 학교에서는

수학 성취도에 따라 수준별로 상/중/하로 반을 나누는데 중 1부터 지금까

지 한 번도 상급반에서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평균이 채 50점도 나오지 않았다.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친 중간고

사, 기말고사 중 제일 평균이 높은 것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였는데 그때

평균이 59점이었다.

은아는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어도 어려웠지만 친구들이랑 지내는 것도 힘

들었다고 한다. 중 1 때는 같은 반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은아 뒷자리

에 앉은 아이는 수업 시간에 은아 의자를 발로 찼다. 아이들이 장애우 학

생을 놀리기에 말렸더니 은아도 함께 왕따시켰다. 은아는 한국 애들은 “가

끔 착한 애들도 있지만 못됐다”고 했다.

중 1 담임교사는 은아가 걱정되어 2주에 한 번씩 은아를 복도에 불러내어

서 학교생활에 힘든 것은 없는지 물었다. 수업 시간에는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처럼 일일이 공부를 봐주진 못 하지만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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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사는 외부 장학금을 알아본 후 교사에게 장학금을

주며 격려해줬다. 은아는 한국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것과 달리

“한국 선생님들은 다 좋아요”라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중학교 1

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친구 세 명과 같은 반이 되었고 반 전체 아

이들이 1학년 때보다 착하다고 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자신이 조금 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학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자 한국어 실력

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과학 공부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홍은아: 2학년 1학기에 이제 그, 이제 그 시험 어... 시험 치는데 쌤-

그때 과학하고 수학밖에 노력 안 했어요. [반에서] 13등인데-

그래도 저한테는 잘 보는 거예요[잘 본거에요]. 처음에 1학년

때 선생님이 점수 알려주는데 그땐 19등이에요[19등이었어

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그렇게 생

각 안 드니? 네가 만약에 더 열심히 하면 10등 안으로 올라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과목은

노력 안 하니까 좀 더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수학과 과학 공부를 하자 반 등수도 올랐다. 은아 모는 등수에 민감했다.

은아는 엄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노력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기대감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2학년 2학기에 들어서는 수학,

과학 외에도 여타 교과 공부도 하기 시작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평균 80점이 넘었다. 역사 96점, 기술과 가정 94점, 과학 91점, 수학과 국어

는 80점대이다. 그런데 가장 고민하는 과목은 영어다. 영어는 50-60점대라

고 했다. 중국에서도 영어는 문제였고 현재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

민이라고 한다. 영어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이나 과외 등 따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힘들다고 했다.

홍은아: 선생님은 제가 뭐 공부 잘 한다고 그렇게 봐요. 아 근데 작년

에 공부 진짜 못 했어요. 흐흐. 그리고 이제 과목, 과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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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저 아는 거 같아요. 특히 뭐 이제 뭐

수학,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니까 수학 샘도 그렇고 또 수학 모

르는 거 있으면 수학샘한테 만날 물어보고... 

연구자: 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본다고?

홍은아: 네. 네. 왜냐면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서. 그

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샘 찾아가서 물어보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은아를 공부 잘 하는 학생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할 사람이 없는 은아는 교사

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공부했다. 은아는 방과 후에 동생들을 데

리고 귀가하고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부를 한다. 인터넷 강

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날 학교에서 배운 모든 과목을 본다. 국어,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가정 도덕까지도 학교에서 배운 분량만큼 강의를 듣

는다. 강의를 보고나서는 배운 내용을 암기하고 스스로 문제집을 푼다.

은아에게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묻는 질문에 은아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를 말한다. 동생들을 돌보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강의로 들은 후 암기하려면 금세 밤이 된다고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계획도, 구체적인 꿈이 없다. 어른이 돼

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다.

4. 영배 이야기

영배는 2차 성징이 와서 콧수염이 살짝 길어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처럼

보인다.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14살이기도 했다. 영배는 자신이 13살

이 되던 해인 2011년에 한국에 왔다. 이 전에는 중국에서 태어나 줄곧 길

림성에 살면서 중국어만 사용했다. 영배 부는 영배에게 한국어를 집중적으

로 가르쳐줄 수 있는 학교를 인터넷 검색하다가 다솜초를 알게 되었다. 그

렇게 영배는 다솜초로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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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에 집중하는 아이

2011년에 영배는 13살임에도 4학년으로 입학하여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

부했다. 2012년에는 3월 한 달 동안 5학년 수업을 듣다가 4월에 6학년으로

올라왔다. 6학년이 돼서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기본적인 의사소

통은 되지만 유창하진 않다. 그런 영배는 교사가 지목하기 전에는 발표를

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뉴스동영상을 본 후 교사가 “무슨 말을 하였나

요?”라고 질문할 때 영배는 “한국말이요.”라고 진지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영배는 방과 후 집주인 아저씨에게 한국어를 배운다. 집주인 아저씨는 영

배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영배가 한국어를 못 하는 것을 염려하여 무료

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나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다. 학교 내외

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

한국어 실력이 많이 요구되는 사회 교과는 영배에게 “조금밖에 하지 않

는” 과목이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학습지에

채워 넣으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시간이 한참 걸린다. 교과서를 뒤적

거리면서 혼자 풀어내려고 끙끙거린다. 교사는 그런 영배가 모든 교과를

골고루 학습하기 보다는 잘 할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길 원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수학이라고 생각했다. 영배 또한 수학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 자

신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 내가 보기에 작년에는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 걸 많이 힘들어

했는데 올해는 수업시간에 보니까 수학 되게 잘하던데?

왕영배: 하하. 수학은 숫자가 있잖아요. 하하. 그래서 쉬워요.

연구자: 그럼 다른 거는?

왕영배: 영어는 비슷해요. 좀 쉬워요. 국어... 한국말 글자 많은 건 못

해요.

영배는 수학은 숫자가 많고 고수준의 한국어가 요구되지 않아 쉽게 느꼈

다. 반에서 시험을 쳤는데 ‘원뿔’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한 문제 틀

린 것 외에는 모두 다 정답을 맞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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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사: 자, 얘들아. 선생님이 결과를 발표하겠어요- 일등은.

조준형: 일등은 영배 형이다. 맞죠?

주교사: 쉿- 선생님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영배 것을 보면서….

조준형: 왜요?

주교사: 왜냐면요- 어려운 건 다 맞추고 원뿔을 원기둥이라고 해서

[강조하며] 하나 틀린 게 다에요.

사회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는 한국어 미숙으로 힘들어하지만 수학만큼은

다른 학생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했다. 준형이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영배에게 질문하곤 했다. 은아는 수학을 잘 하지만 중학교 문제집을 풀어

서 진도가 달랐지만 영배는 같은 6학년 교육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교

사는 영배가 6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은 문제를 이해해서 풀 수

있도록 반복학습을 시켰다. 수학 기호만 나오는 아주 간단한 공식밖에 풀

지 못했던 영배는 점차 수학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국어와 사회 외에 영어, 과학, 태권도 등의 교과들에도 영배는 성실하게

참여했다. 영배는 한국어가 중심이 되는 교과에서 곤란을 겪긴 했으나 중

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중국어와 한국

어를 통역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국어와 사회 시간에는 한국어를 못 하는

아이로 위치 지어졌지만 대성이와 유리가 있는 교과 시간에는 대성이에게

통역을 해주는 상대적으로 한국어 실력이 높은 학생이 되었다. 교사는 대

성이에게 학습 내용들을 설명할 때는 영배를 거쳐서 내용을 전달했다. 그

리고 대성이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영배에게 물었다.

영배에게 학업생활은 여러 요인으로 녹록치 않았다. 학교와 집과의 통학

시간이 3시간이나 걸려 피곤했다. 숙제를 해오기도 힘들었다. 집에서 부모

님은 숙제를 도와줄 수 없었고 혼자서 하기도 버겁다고 했다. 그런 영배를

보며 교사는 영배를 “자신에 대한 생각이 없는 아이”라고 했다. 다른 학생

들보다 한 살 많고 내년이면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계

획을 세우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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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중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기

영배는 다솜초를 졸업하고 나서 다솜중에 입학했다. 다솜초 재학 시 다솜

중과 일반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몇 명의 학생들과 달리 영배는 다솜중에

갈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곤 했다. 다솜중은 학비가 무료인 데다

가 ‘다른 데에서 안 배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유였다. 영배는 다

솜중에서 다솜초처럼 캠프와 견학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리

고 3월에 3주 동안 원적 학교에 있다가 곧장 다솜중으로 위탁오게 된다.

연구자: 왜 중학교를 일반중학교를 안 가고 여기 있어?

왕영배: (체념한 듯이 살짝 웃으며) 한국말 못 하잖아요.

연구자: 흐흐. 한국말 그래도 많이 늘었는 것 같은데-

왕영배: 요즘에... 안 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연구자: 언제부터 쭈욱 그대로 인 것 같아?

왕영배: 작년 중간에?

연구자: 지금 따로 한국어 배우고 있어?

왕영배: 음...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다른 거[과목

들도] 해야 되니까.

일반중학교에 가니 교과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난이도가 영배에게 너무 높

았다. 일반중학교에서의 3주 동안 영배는 수업 시간에 멍하게 책을 보고

있거나 모르는 것이 생기더라도 가만히 있다. 초등학교 재학 시에는 한국

어에 집중할 시간이 많았지만 중학교에 오니 과목 수도 많아지고 각 과목

당 투자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다솜중에 돌아와서도 다솜초보다 학업이 힘들었다. 수학은 다솜초부터 자

신이 있다. 사회랑 과학은 그냥 외우면 된다고 생각해서 배운 내용을 열심

히 외웠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였다. 초등학교 때는 집중해서 교사의 말을

들으면 내용을 파악할 순 있었는데 중학교에 오니 영어가 너무 어려워졌

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영어 과외를 하기 시작했다.

영배가 하고 있는 영어 과외는 고액을 지불하는 사교육이 아니다.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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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쳐주던 집주인 아저씨가 교회 지인을 소개해주었

다. 금요일이면 집에서 기초적인 영어를 배운다. 수학은 지역센터에 가서

수요일마다 공부한다. 중 1에 올라와서 학교 외에도 방과 후에 시간을 많

이 할애해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솜초에 비해

2-3배 늘어난 수업 시간도 힘들고 내용도 많아지니 힘들다고 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영배는 다시 3월에 일반중학교로 갔다. 준형이와 아

론이 한 학기동안 일반학교에서 수학했는 것과 달리 영배는 다솜중으로 돌

아왔다. 올해도 일반중학교에 가서 학업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일반중학교로 가길 희망하

게 된 것이다. 일반중에 가지 않으면 점점 한국 아이들과 “달라질 것”이라

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리고 일반중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나니 자신과 일반중학교 학생들을 비교해가면서 공부에 더 박차를 가했다.

자신이 일반중 애들이랑 비교해서 공부를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

다. 그러면서 “못 해도 해 봐야죠”라고 강건하게 말한다.

<표 13> 영배 중 2 1학기 성적

국어 역사 수학 과학 영어 미술

67 95 90 93 62 P

영배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하고는 성적이 높다. 국어는 의사소통은 가능

하지만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솜초에서는 사회를 어려워했는

데 중학교에 가서는 오히려 역사 점수가 높다. 영배는 교과서 내용을 열심

히 암기했다. 과학 공부도 마찬가지였다. 중 1때부터 방과 후 영어공부는

수업 시간에 한 것을 익히는 데 집중한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는 영배가 2학년이 돼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영배는 일반학교에 가고 싶어 하면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으나 공부

만 하는 것은 아니다.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게임도 하고 싶어 하고 연애에

도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영배 모는 집에서 게임을 하지 말고 일찍 자라

고 말을 한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고 여자 애가 고백을 하긴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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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중으로 미룬다. 그 이유를 묻자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없잖아

요”라고 대답한다. 중학교 국어교사인 김교사도 이를 알고 있다.

김교사: [영배는] 대학 가고 싶어 하고 공부같은 욕심이 좀 있고. 자기

가 딱 선을 잘 그어요. 영배는 놀다가도 뭘 해야겠다 싶으면

딱 본인이 알아서 그만 하고 공부하고. (살짝 웃으며) 좋아하

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관심을 보이다가 아, 공부해

야 돼, 이러면서 딱 선을 긋고. 영배를 좋아하는 친구한테도

딱 선을 긋고. 하하. 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음. 자

기 학업에 대한 생각이 큰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일반학교 가

고 싶어 하고.

영배는 여학생들과는 일부러 멀리했다. 그리고 남학생들과 친하게 지냈다.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는 스스로의 압박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

로 하는” 직업을 얻고 싶지 않다고는 했다. 영배는 다솜초 재학 시부터 춤

추는 것을 좋아한다. 영배가 외교관이 되길 바라는 부모와 달리 영배는 춤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집에서 최신 가요 춤을

익혀 와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친구들이랑 춤을 추면 즐거운, 그리

고 내년에 일반중학교 가기 위해서 고투하는 아이. 그렇게 영배는 중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5. 대성이 이야기

대성이는 14살에 다솜초 6학년으로 입학했다. 키는 150cm 정도에 몸도

굉장히 마른 왜소한 체구이다. 그는 2012년 2월에 한국으로 입국했고 그

전에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린 시절 부모와 같이 살 때는 한국말을

사용했는데 부모가 일곱 살에 한국으로 떠나고 나서는 한국어를 사용한 적

이 없다. 입국 한 달 뒤 3월에 바로 다솜초에 입학한다. 대성이 모가 TV에

서 우연히 다솜초 정보를 접했고 대성이의 한국어 실력이 증진하길 바라면

서 이 학교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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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 차근차근 공부하기

대성이는 입국 초기에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로 생각했다. 몇 년 만에

부모를 만나 기뻤고 신기한 것이 많아서 즐거웠다. 그러나 한국어로 한 마

디도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 그래서 다솜초에서 제일 배우고 싶은 것

이 한국어였다. 대성이는 6학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에 참여하

지 않았다.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국어와 사회 시간에는 한국어반으로

이동하여 한국어 학습을 했다.

연구자: 한국어 수업에서 한국말 모르면 어떻게 해?

우대성: 그냥 있어요.

연구자: 그냥 있어?

우대성: 그냥 배워요.

연구자: 그럼 수학 시간에는 친구들한테 묻고. 그럼 답답해서 하기 싫

을 땐 없어?

우대성: 그냥 해요. 그냥.

한국어 시간에는 유리와 함께 수업에 참여했는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냥 넘겼다. 문장을 보고 외우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질문하려면 질문하기

위한 설명이 더 어렵다고 했다. 국어와 사회 시간 외에 수학, 과학, 영어를

포함하여 교양교과 시간에는 모두 참여했다. 대성이가 자신있는 과목은 은

아 및 영배와 마찬가지로 수학이었다.

주교사: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대성이 일어나. 얘들아 대성

이를 다 쳐다봐봐-

정아론: 백점?

주교사: 대성아, 이러지 말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지 말고]. 대성이

는 선생님이 봤을 때 문제를 이해 못해서 틀린 것 말고는 백

점이야. 박수 한번 쳐줘.

반 학생들이 박수를 친다. 특히 준형이가 ‘이야-’라고 소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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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사: 그런데 실제 점수는 백점이 아니에요.

정아론: 실제 점수는요?

주교사: 흐흐. [실제 점수는 말하지 않는다.]

교사는 대성이가 단어 의미를 몰라서 풀지 못한 문제를 제외하면 수학 점

수가 백점이라며 아이들 앞에서 대성이를 치켜세웠다. 대성이에게 발표를

시킬 때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곤 했다. 예를 들어 원주와

관련된 수학 문제를 칠판에서 풀게 할 때 대성이에게 원주가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는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다. 교사의 이런 태도 때문에 학생들은

대성이가 수학을 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수학보다 한국어 실력이 더

요구되는 과학 시간에도 아래와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

과학 시간이다.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상 변

화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배웠다. 그리고 오늘은 칠판 앞에 나와서 한

반도와 주변 국가에 대한 그림을 보며 기상캐스터처럼 기상 변화를 설

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주교사: 조준형 기상캐스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정대성 기상캐스터-

조준형: (박수를 치면서) 오오오오-

홍은아: 오오!

우대성: (자신 없는 목소리로) 선생님-

주교사: 준형이 자리 가서 앉고 은아 쭈그려 앉고. 자. (학생들을 보

며) 대성이는, 대성이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잘 못하니까 선

생님이 물어봐주고 영배가 통역해주세요- 자- 자. 우대성 기

상캐스터님. 여름에는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요? 바람.

대성이가 말로 하지 못 하고 손으로 표시한다.

주교사: 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대성: 남쪽에서-

주교사: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남쪽에서 시작한 바람이 위로

불어요. 이거 무슨 풍?

우대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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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사: 남풍.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해주세요. 중국어로.

우대성: 음...

주교사: 설명해주세요.

왕영배: 해봐봐.

우대성: 음...

홍은아: 야. 빨리- [기다리기] 힘들어.

우대성: 음...

천유리: 진짜 힘들어.

우대성: 음...

주교사: 응. 얘들아 대성이 설명하면 또 잘할 수 있어.

우대성: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며) 여기 바람 조금 있어요.

주교사: 또?

우대성: 음.

주교사: 좋아요?

우대성: 아니요.

주교사: 나빠요. 그죠? 지금 대성이가 뭘 말했냐 하면은 이거봐봐. 여

기 동그라미에 까만색으로 색칠되어있죠. 그래서 대성이가 말

했어요. 날씨가 안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여

름은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교사는 대성이가 발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한 번 더 대성이가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배려해줘야 한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한국

어로 말하기 힘들면 중국어로 해도 된다며 영배에게 통역을 부탁한다. 대

성이를 과학 시간에 살펴보면 분명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영배에게 물었다. 영어 시간에는 간단한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의사

소통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요리를 만드는 실과시간과 미술 시간, 그리

고 합창을 배우는 음악 시간, 채플시간, 다문화교육 시간에도 재미있게 참

여했다.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중국어를 하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

었기에 수업 외 시간에 축구를 하고 이야기도 하며 즐겁게 보냈다. 대성이

는 학교 외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센터나 학원, 과외에 참여하

지 않고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엄마가 퇴근하는 걸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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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저녁을 먹고 중국어로 얘기를 하고는 잠에 든다. 한국에서 아직 무엇

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한국어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

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했다.

2) 실생활 한국어와 중국어에 집중하기

대성이는 다솜초를 졸업하고 나서 경기도에 있는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로

진학하였다. 원래 다솜중에 가길 희망했으나 집 주소가 경기도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위탁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대

성이 어머니에게 대성이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다문화 대안학교를 소개

했다. 그렇게 대성이는 무지개중에 가게 된다.

대성이는 무지개중에서 ‘중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좋았다’고

한다. 그 학교에는 15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편으로 대성이에게 고민이기도 했다. 친구들과 계속해서 중국어만 사용

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 무지개중이 좋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리[일반중학교]로

온 거야?

우대성: 저기[무지개중]는요- 한국어 잘 하면요- 저처럼 좀 하면요. 1

년, 2년 정도밖에... 음. 안돼요. 거기.

연구자: 음. 학교에서 나가라고 한 거야, 대성이를?

우대성: 그게 아니구요. 한국어 잘 하면 거기서 배울 게 없어요. 거기

는 한국어 그... 기본같은 거 가르쳐주고 그런 거.

연구자: 아. 그 교육과정이 한국어만 가르친다는 거야?

우대성: 음. 아니요. 일반학교 과목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 한국어

로 그러니까. 그... 어. 뭐라 해야 되지?

연구자: 중국어로 얘기해봐. 그럼.

우대성: 那边学习已经结束了。除了汉语以外没有要学习的东西。(거기서

는 공부를 다 했어요. 한국어 말고는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연구자: 아. 그러니까 한국어 말곤 안 한다구?

우대성: 한국어 말고 다른 것도 하는데요. 막... 그런... 기본같은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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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해서]... 그래서 [전학 왔어요].

연구자: 그럼 여기 한빈중으로 온 거는 한국어 기본 말고 다른 교육과

정 배우고 싶어서 온 거야?

우대성: 네. 그런 것도 있고 한국어... 거기서는 중국 친구들 많아서 중

국어 쓰고 그러니까 엄마가 좀... [한국어 쓰라고] 그래서... 

대성이는 한국어를 배우러 무지개중에 입학했다. 그러나 중국 아이들과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게 됐다. 무지개중은 일반중학교 정규교육과정 50%,

특성화교육과정 50%로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가르쳤다. 그러나 “아주 기

초적인” 한국어 실력만 있으면 이해할 정도로만 수업을 했다. 대성이는 무

지개중에서 배울 것도 없고 한국어 실력도 늘지 않는다고 느꼈다.

거기에다 무지개중은 대성이 집에서 한 시간 이십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대성이는 1년 동안 매일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통학했다. 몸이 많이 지

쳤다. 그리고 무지개중은 제도상 2년간 수학을 하면 타 학교로 전학을 가

야 했다. 많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대성이는 한국어 실력이 충분히 늘지 않고 집과의 거리가 멀며

학교 제도와도 부합하지 않아서 집 근처에 있는 한빈중으로 전학을 갔다.

처음에 일반중에 와서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업 시간

에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친구들과는 잘

지낸다. 처음 전학을 갔을 때는 친구가 없었지만 축구를 하면서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났다. 그리고 학교 체육대회에 탁구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지만 공부는 여전

히 어렵다. 수학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사에게 질문하곤 하는데 다른 과

목들은 아예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흔히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도 다니

지 않는다.

우대성: 지금... 영어는 좀 중국에서도 영어는 별로 네... 안 했는데 영

어는 한 20점. 수학은 한... 50점. 50점정도요. 국어는 좀... 어

려워요. 그래서 못 해요.

연구자: 음. 국어는 아예... 음.

우대성: 네. 처음에는 다 20점 정도였고요. 지금은 좀. 일 년, 반 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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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니까 수학도 좀 는 거 같고 한문 같은 것도 한 60점? 그

렇게 되고. (중략) 수학은 중국에서도 잘 했어요. 80점, 70점

그렇게 했는데. 한국 와서도 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영

어는 중국에서도 못 해서 여기 진도가 막... 과학, 역사같은

거 다 한국말 다 섞여 있어서 많이 어려워요. 

연구자: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 물어봐?

우대성: 음... 아니요. (웃으며) 아니요. 수학은 물어보는데 다른 건 네...

그냥. 

연구자: 왜 수학만 물어봐?

우대성: 음... 수학은 원래 잘 해서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다른 과목은

좀 딱 봐도 좀 어지러워요. (머리 흔들며) 한국어 때문에.

대성이가 한빈중에 와서 받은 첫 중간고사의 평균이 20점 정도였다. 그렇

게 1학기를 지내고 나니 수학은 50점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나 국어는 아

예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고 했다. 국어 외에도 사회, 기술가정 등 한국어가

많이 있는 교과서를 보면 어지럽다고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잘 한다고 아이들이 우러러보던 대성이가 일반학교에 가자 결코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이 아니게 된다. 다솜초를 졸업하고 일반중에 간 은아가 평균 80

점을 받는 것에 비해 대성이의 학업 성취도는 상당히 낮았다. 대성이는 자

신이 못 하는 과목은 과감히 “포기”하고 잘 할 수 있는 중국어에 집중하려

고 마음을 잡았다.

연구자: 음. 학교 끝나고 놀고 학원 안 가고 하면 불안감 같은 건 없

어?

우대성: (생각하더니) 음... 엄마가요. 우리 담임샘도 저보고 그런 학원

다니래요. 중국어 학원. 중국어 더 그런 거 [hsk자격증] 따고.

연구자: 안 까먹게?

우대성: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중국어학원 가는 거.

연구자: 아. 중국어로. 아 그럼 진로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우대성: 진로요? 아직은. 아직 네... 생각이 없어요. (중략)

연구자: 음. 그럼 중국어학원 가서는 어떤 거 배우려구?

우대성: 우리 샘[담임교사]이 막 그런 거 있대요- 막. 중학생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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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증 따는 거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거... 그거

따러... 얘기 했는데 그거 따면요. 나중에 더... 그래서. 음. 그

런 거 증... 무슨 증!

연구자: hsk[한어수평고시]?

우대성: (고개 끄덕이며) 네! 그래서 엄마도 하래요. 그거.(중략)

연구자: 대성이는 공부에 왜 신경 많이 안 써?

우대성: 처음에는 많이 고민됐죠. 한국어 다... 지, 지금은... 국어같은 거

는 어떻게 해도 몰라요. 그래서. (혀 차며) 천천히 가려구요.

연구자: 더 잘하는 걸 하고?

우대성: 네. 중국어같은 거 하고.

연구자: 아. 현명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우대성: 어차피 국어같은 거, 과학같은 거 못 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수학, 중국어, 한문같은 거 하고.

연구자: 음. 그렇구나. 스스로 적응 잘 하고 있는 거 같아?

우대성: (자신있게)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대성이는 자신이 잘하는 중국어에 집중하기로 선택을 한다. 자신이 못하

는 과목들에 투자할 시간을 자신이 잘 하는 것에 투자하기로 방향을 선회

한 것이다. 중 2 담임교사는 대성이와 대성이 모에게 중국어 학원에서

HSK(한어수평고시) 자격증 공부를 할 것을 추천했다. 담임교사는 한문 과

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어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성이와 한자로 쓰

면서 대성이를 살뜰하게 챙겼다. 친구들도 대성이를 ‘중국어를 잘 하는 아

이’라며 부러워했다.

대성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는 낮지만 자기 자신은 일반중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학교 국어 시험 점수는 나오지 않

지만 실질적인 한국어 실력은 늘었다. 한국 아이들과 지내면서 용어들과

문화들을 배웠다. 아직 진로는 명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교사의 조언을 듣고 실질적으

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타협했다고 한다. 대성이는 학업 성취도는

낮지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고 나름의 전술을 구사하면서 일반중에 적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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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리 이야기

160cm 정도에 긴 생머리,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한 눈에 봐도 모델같은 소

녀.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이주해왔다. 한국에서 태어

나서 다섯 살까지 살았으나 필리핀으로 간 후 영어만 사용했다. 2012년 3

월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다. 유리 아버지는 길을

걷다 우연히 다솜초를 발견하게 되었고 유리는 자신과 같이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다는 점이 좋아서 다솜초에 2012년 4월에 전학 오게 된다.

1) 한국어 및 교과내용 학습에 의욕적인 아이

2012년 4월에 내가 본 유리는 수업 시간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다. 한

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에 수업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려

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이 교과 수업을 들을 때 1학기에는 교실을 이동

하여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유리는 대성이와 6학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과목이 동일했다. 둘 다 국어와 사회 시간에 한국어반으로 이동

해서 한국어를 학습했다. 아이들과 떨어져서 수업하는 것이 내심 내키지

않았으나 국어랑 사회교과에는 수업 내용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이동

수업을 했다.

유리는 다소 한국어 실력이 요구되지 않는 수학 시간에도 문제를 이해하

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래서 교사는 영어로 개념을 설명한 후 한국어로 다

시 설명하여 유리가 익히도록 했다. 동일한 교과서 문제나 학습지 내용을

숙제로 내어 반복학습을 시켰다. 한국어가 다소 부족한 은아, 영배, 대성이

는 수학에서 높은 성취를 보였으나 유리는 수학을 어려워했다. 유리는 필

리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배운 수학 내용보다 한

국 수학 교과서 내용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교사는 유리에게 4학년과 5

학년 수학 교과서를 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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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사: 어제 유리가 우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유리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아론도 똑같이 당했는데[중

간고사 수학 시험을 못 쳐서 유리와 아론 둘 다 4학년 교과

서 보충을 한 것] 아론은 신이 났어요. (중략) 어쨌든 유리는

어제 선생님이 4학년의 책을 줬는데 하루 만에 통과를 했고

5학년으로 올라왔어요.

천유리: 안돼요. 저 6학년 [것 빨리 하고 싶어요.].

정아론: (삐뚤게 앉아서) 4학년 꺼 못하겠어요.

주교사: 아론 똑바로 앉어. 4학년 것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떡해-

왕영배: 흐흐흐.

주교사: 근데 여러분들- 쉿- 자. 선생님 어제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생

각하기에 우리나라 수학이 어려운 게 맞아요. 인도 수학, 중

국 수학, 우리나라 수학 어려워요. 근데 필리핀 수학, 미국 수

학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리는 선생님이 봤을 때 단

순한 계산에서 틀렸어. 근데 이거는 연습하면 될 것 같애. 그

리고 나머지는 한국말을 못 해서 틀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유리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6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자 유리는 속상해하

면서 펑펑 울었다. 교사가 4학년과 5학년 교과서를 풀게 하자 6학년 수학

을 하고 싶다고 조른다. 한 달 뒤에 6학년 수학 문제를 풀게 되자 은아처

럼 중학교 수학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유리는 일반중학교에 입학하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수학 시간 외에 여타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모습이다. 유리는 과제들을

자신이 올바르게 완수했는지 확인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

면 곧장 질문한다. “선생님, [동영상 보여준 거] 뭐에요?”, “봄이 spring?”

과 같이 교사가 한 말의 의미를 되묻는다. 교사는 차근히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한국어가 부족한 유리가 발표를 할 때는 영어로 발언하게 한다.

과학 시간에 학생들이 차례로 칠판 앞에서 한국의 기후 변화에 대해

지도를 보며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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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유리: 선생님. 여기 here?

주교사: 응.

천유리: The weather. When the.. Uhm... The wind is from north.

주교사: 그렇지.

천유리: To... (잠시 멈춤) Northeast.

주교사: 잘했어요. 북동풍이 불어요.

천유리: (교사 눈치를 보며) And it’s... sunny?

다같이: (준형이가 웃으니 아이들도 같이) 에헤헤.

천유리: It’s okay.

주교사: 날씨는 맑지만 추워요, 더워요?

천유리: 추워요.

주교사: 왜 추워요?

천유리: 겨울이니까.

유리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니 아이들이 막 웃는다.

주교사: 겨울은 왜 추워요?

천유리: It is blowing strongly from north.

홍은아: 러시아에서.

주교사: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분대요. 그리고

북쪽에서 바람이 분대요. 그런데 일단 맑아요. 비는 안 와요.

또?

유리가 아무 대답이 없다.

주교사: 끝이에요?

천유리: 네.

주교사: 잘했어요.

유리는 영어로 설명하고 교사는 이를 학생들에게 통역한다. 유리의 상황

과 조건을 배려하여 발표를 하게 하는 것이다. 수학과 과학 시간에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했다. 스트레스를 받는 듯 보였다. 반면 영어 시간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친구들이 원어민 교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 하면 최대한

쉬운 단어를 쓰며 설명해준다.

사회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유리는 영어로 한국사를 공부했다. 학교에서

는 영어로 한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유리와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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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하는 영어권 발화자 몇 명을 교실을 이동하여 지도했다. 유리는 한

국 역사를 영어로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어 했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유리는 그 외 시간에도 즐겁게 참여했다. 실과 시간에 요리하기, 미술 시

간에는 창의적이고 대담하게 디자인을 잘 했고 음악 시간도 굉장히 좋아했

다. 태권도도 곧 잘 해서 자주 칭찬을 받았다. 채플 시간에 성경을 한국어

로 듣는 것은 힘들었으나 영어로 대표 기도를 하고 다문화교육 시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잘 했다.

유리는 피아노 치는 것과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꿈이 피아니스트인 유리

는 쉬는 시간에는 교실 뒤에 놓인 피아노를 쳤다. 점심시간에는 5학년 여

자 아이들과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 최신 가요 춤 연습을 했고 학예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유리에게 춤추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재밌고 아이들이랑

관계를 형성해가는 창구이기도 하다. 유리는 방과 후에는 따로 공부를 하

지 않는다고 했다.

2) 한국어 실력을 늘려 통역사가 되고 싶은 아이

유리는 2012년에 계속해서 일반중학교에 가고 싶어 했다. 유리의 부모도

유리가 일반중학교에 가길 원했다. 그런데 유리는 다솜중에 입학한다. 3월

에 일반중에 다녔는데 공부 때문에 왔다고 한다.

연구자: 유리는 처음에[2013년도에] 일반학교 갔을 때 어땠어?

천유리: 전 원래 일반학교 괜찮은데요- 공부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연구자: 공부? 어떤 공부 때문에?

천유리: 여기[다솜중]가 공부가 잘 돼요. 공부가...[일반중학교는] 어려운

데 여기[다솜중]도 어렵지만- 선생님. 우리 학생 수가 적어서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봐도 되고 저긴 학생 수가 많아서 물어

보면 창피하고.

다솜중으로 돌아와서 유리는 열심히 공부했다. 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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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사회 시간에는 반을 이동하여 한국어에만 집중하였는데 중학교에 와

서는 분반 수업을 하지 않고 모든 교과에 참여해서 공부한다. 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유리는 지식교과의 경우 평균 C등급이며 체육 예술교과

군은 모두 A등급이다. 한국어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국어와 사회에서 어려

움을 겪는다. 초등학교 때와 같이 수학도 그리 뛰어나진 않다. 반면 체육

예술교과에서는 돋보인다.

<표 14> 유리 중 1 성적

지식교과 체육 예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댄스 미술 연극

1학기 76(C) 68(D) 74(C) 86(B) 86(B) A A A

2학기 68(D) 60(D) 77(C) 80(B) 93(A) A A A

* 원점수(등급)

다솜중은 위탁학교이기에 유리는 중 2가 되던 2014년에 다시 원적 학교에

갔다. 그러나 영배처럼 3주 후 다시 다솜중으로 돌아왔다.

연구자: 왜 다솜중으로 다시 돌아왔어?

천유리: 아, 저요? 저... 아직도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투른 거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3주 동안 일반학교에 다녔잖아

요. 친구들도 괜찮고... 그러는데 공부가요... 어... 저한테 좀

어려웠어,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는 모르니까... 저는...

음... (강조해서) 저만! 한국말 서투르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은

데 저는 좀 물어보면 좀 창...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서 다른 다문화 학생들이랑 공부하는 게 낫다고. 저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중략) [일반중에서] 역사 선생님... 음 있는데요.

그 역사 선생님이 저를 계속 이 문제를 어... 대답을 하라고

하고...(정정하며)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의 이해를 못 하

니까 저는 그냥 모른다고 하거든요. 

연구자: 응? 뭘 물으셨어?

천유리: 그때는 뭐... 뭐 그 때, (헛웃음을 지으며) 석기시대 그걸 배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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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 뭐 그런 거. 그런데 그때 저는 아직- 석기시대라는

거를 아직 잘 모르,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는 그냥... 그거를 배우고 그렇게 하고...

일반중학교에 가니 여전히 서투른 한국어 때문에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창피해서 질문을 할 수도 없었다. 또한 다솜중에

서 1년 수학하다보니 일반학교와 교육과정 차이도 나서 역사 수업은 따라

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다문화 학생이라고 주목받고 싶지도

않았다. 유리는 다솜중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중 1때보다 성적이 오르고 있다. 중 1때와 달라진

점은 특정 과목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다소 약한 역사와 수학은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과학도 역사처럼 어렵긴 한데 둘 다 집중하기엔 시

간이 부족하니 역사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원래 자신 있어 하던 영어는 수

업 시간에 유리에게 그 내용이 너무 쉬워서 이젠 지루하게 느껴진다. 유리

는 피아니스트에서 통역사로 꿈이 바뀌면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고 느꼈다.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일반중학교로 전학가려 했다. 그런

데 일반중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유리가 2014년 12월에 갑자기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생계가 어려웠던 부모가 필리핀행을

결정한 것이다. 유리는 한국에 있고 싶어 했다.

천유리: 전 여기 있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아직 한국말을...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저는 한국말을 다 성공시키고 싶거든요. 저는

아빠한테 필리핀에 갈 거면 일단 필리핀에 가고- 음... 중 3

은... 제가... 제가... 한국에 혼자 올 수 있으면- 중 3하고 고등

학교는 한국에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으니까. 이제 한국말을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는 영어는 괜찮으니까 그런데 한국말은 좀 말이... 많이 부족

한 거 같아서, 그래서 더 있고 싶어요, 한국에. 저는 이제 한

국말을 이제... 다 알게 되면은- 저는 이제... 뭐, 필리핀에 가

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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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는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한국어를 잊어버릴까봐 겁이 났다. 그리고

자신이 통역사가 되면 가정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혼자서

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길 원했다. 유리는 초등학교

때는 일반중학교를 희망했으나 실제 일반중학교에 가본 후 여러 가지 어려

움을 부닥치며 다솜중에 다니고 있다. 중학교에 와서 통역사가 되겠다는

굳은 다짐을 가지고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으나 부모님의 선택으로 곧 필

리핀으로 떠나게 된다.

여섯 명의 아이들은 때로는 자신의 지향대로 때로는 부모님과 제반 환경

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의 경로를 변경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

한 학업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학업을 규정하고 의미화하면

서 수행해간다.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지나 이 여섯 아이들이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으로서 형성하는 문화들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아이들의 학

업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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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업생활 구성과 전환

기어츠(Geertz, 1973)는 사람은 ‘의미의 망(web of significance)’에 붙박여

살아간다고 했다. 다문화 대안학교 아이들의 학업은 개인, 가정, 지인, 학

교, 사회 등 많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제도의 영향사가 밀접하게 영향을 주

고 받으며 구성된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때로는 유사한, 때로는 다른 지

향, 가치, 태도를 보이며 학업을 이어간다. 학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

황을 만나 좌절하기도 하고 변곡점을 그리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하

기도 한다.

III장에서 아이들 개개인의 학업생활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했

다면 본 장에서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이기에 나타나는 학업생활의 특

징들을 좀 더 명료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는 이미 III장에서 아이들이 학

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기 어떻게 수행하는지 구분하여 살펴보았

다. 소속 학교급별이 달라지는 이행 과정에서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과 환

경이 달라지는 등 여러 변화를 겪으며 학업에 대한 정의와 수행 방식이 달

라진다.

본 장은 여섯 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어떻게 구성하였고 중

학교에서 이것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1. 구성 2. 전환으로 절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절의 하위 항들은 아이들의 학업생활의 특성

을 압축적이고 반복적이며 중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서술적 명제인 문화적

주제(cultural theme)으로 제시했다(조용환, 1999). 이처럼 문화적 주제를

드러내는 것은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함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분석 과정에서 특히 (1) 학업생활이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차원과 어떻

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생성 및 해체되는지 (2) 연구 참여자들이 학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화하며 수행하는지에 주목했다. 그리고 나는 연구 참

여자들이 특정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특수한 위치와 상황에 놓여있

기에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여타 다문화 대안학교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

및 대조하는 비교문화적인 시각을 견지하려고 유념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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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강조하는 부분들에 주목하며 이들의 학업생활을 최대한 서술적으로

분석하려 노력했다. 왜냐하면 분석 과정은 특정한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생활의 일부를 감환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가며 구성 및 전환한 학업생

활을 분석한 결과를 만나보도록 하겠다.

1. 구성

아이들은 다솜초에 입학하기 전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고 이에 따라 학습

체험과 수준, 역량을 가지고 있다. 다솜초는 다문화 대안학교로서 아이들

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각각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지

만 아이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게

하는 도구적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학교 내외에서 가정과 여

러 기관들과 연계를 맺으며 학업을 이어간다. 아래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초등학교 학업생활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문화적 주제를 네 가지로 살펴

보겠다.

1) “우선은 부족한 것부터”: 학습생애사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은 한국어 구사 역량 및 이전 학교에서 배운 교과

과정 범위 등이 다른 각각의 학습생애사를 지니고 있다(강대중, 2009). 준

형이와 아론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랐지만 은아 및 영배, 대성, 유

리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채로 다솜초에 발을 디뎠다. 흥미롭게도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들이 다솜초를 선택한 이유를 구

분할 수 있었다. 준형이와 아론은 다솜초가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로서의

가치에 대해 자신과 부모의 기대가 컸다. 반면 은아, 영배, 대성, 유리는

한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려고 다솜초에 왔다.

학교도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어

떠한 학업에 초점을 둘지를 아이들과 함께 모색해갔다. 한국의 일반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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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

기에 입학 전 한국어 시험을 치지 않는다. 하지만 다솜초는 우선 아이들의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부터 따져보고 나이보다는 한국어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했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 하면 자신의 연령보다 낮은 학년으로 입

학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타 다문화 대안학교나 다문화 학생이 있는

일반학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강대중, 2013; 강일국, 2010;

배은주, 2006).

여섯 아이들은 한국어 수준에 따라 참여하는 학업 과목도 달랐다. 준형이와

아론은 학교 내 모든 교과에 참여한 반면 한국어 구사가 힘든 은아와 영배,

대성이와 유리는 풀아웃(pull-out)제로 교과에 참여했다. 다솜초가 일반학교

나 여타 다문화 대안학교들 보다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하며 풀아웃제로 운영을 했기에 아이들은 자신에 수준에 맞고 원하는 과목

을 선택할 여지가 넓었다. 국어교과 시간 외에 한국어 수업을 별도로 운영하

고 한국어가 힘들어 사회를 배우지 못 하는 유리를 위해 영어로 한국사를

가르쳐주는 강사를 초빙해 수업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비해 자신이 부족한 면을 채우

려고 노력한다. 한국어에서 어려움을 겪으나 한국어 능력이 비교적 요구되

지 않는 과목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박윤경 이소연, 2009; 배은주,

2006;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중도입국한 은아, 영배, 대성이는 숫자

가 많이 나오는 수학을 선호했다. 교사 또한 아이들이 일반 한국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 수학을 잘 하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족한 한국

어를 채우되 수학 실력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주교사: 일반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 다문화 아이, 중도입국자. 보호

가 필요한 다문화아이. 이런 게 구분이 돼요. (중략) 중도입국

학생들은 이제 국어, 사회 이런 건 잘 할 수가 없잖아요. 한

국 애들처럼. 그래서 저는 수학이랑 영어만큼은 한국 애들보

다 잘하게 하려고 더 신경을 많이 써요.

하지만 선행 연구들과 달리 한국어 능력만으로는 아이들의 교육과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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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백을 설명할 수는 없다. 단적으로 유리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힘들다

고 해서 수학을 쉽게 느끼지 않는다. 이처럼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닌 유리

와 한국에서도 미국 교육과정으로 공부한 아론은 수학 교육과정의 간극이

너무 커서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자: 나라에 따라 수학을 더 잘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애?

왕영배: 정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자: 전부 그런 건 아니라고?

왕영배: 아뇨. 정부가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음... 나라마다 잘 하는

과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나라에 대해

서 더 잘 하고 못할 수는 있지만 잘 하는 걸 더 잘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배의 말처럼 아이들은 개인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교사는

국가마다 잘 하는 공부와 잘 못 하는 공부가 있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구

분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 하거나 이전 학교의 교육과정

이 한국의 교육과정 수준과 유사하다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아이들은 한국 내 일반 초등학교에서처럼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 교과들도

수학하지만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학교와 교사

차원에서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사실 일반 초등학교에

비해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 교과서 내용을 다소 배경으로 미뤄두는 것은

대안학교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대안학교들 특정의 뚜렷한 교육적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솜초는 교과서 내용이 중요

하다고 여기지 않기보다는 아이들이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

에 재조직 과정을 거친다.

주교사: 사회는 핵심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게만 하고. 사회 문제집 보

면 나는 이게 초등학교 사회인지 의심스러워요. 6학년 1학기

에는 경제 파트가 나오는데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

만 개념이 나오고. 지금도 국회, 법원 이런 게 옛날에는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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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6학년에 나오고. 그

래서 애들이 간신히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중략)

이것도 뒤에 봐서 중복되는 것 같으면 과감히 스킵[skip].

교육과정은 교사 차원에서 재구성되는데 담임교사가 “핵심적”이라고 생각

하는 부분이 강조되며 중학교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한다. 교

과서에 하나의 단원목표에 관해 여러 활동이 반복된다면 그 중 하나만 선

택하여 진행한다. 이처럼 다문화 대안학교 아이들의 학업생활이 구성되는

데에 한국어 능력과 이전 교육과정 차이는 학업을 구성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2) “직접 몸으로 익혀요”: 체험학습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한국 학생들의

학업 수준 및 방향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결여된 존재로 상징화되는 측면

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학업이 늘상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표로 두

고 동화되는 것만은 아니다.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추구하는 다솜초의 철학

과 지향에 따라 학업을 구성해갔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체험학습은 교실 내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과

다른 개념으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무엇을 직접 보고, 만지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24) 다솜초에서도 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몸에 이미 배여있는 학습 또한 소중히 여긴다. 예를 들어 아이들

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못지 않게 중국어, 일본어 등

모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중요시한다. 다솜초는 대안학교이기에 교육과

정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를 적극 활용

하려 했다.25) 교육과정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크게 이분화하고 교

24) '체험'은 한자로 '體驗', 영어로는 'lived experience'이다. 한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체험에서는 '

신체'가 전경에 부각되고, 영어로 보았을 때도 '경험'과는 다르게 '사는(lived)' 이라는 형용사가 붙

어서 그것의 삶, 존재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처럼 체험은 개인이 몸으로 살아내는 주관적이고 주

체적인 대상(noema)과 의식(noesis)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현상학자들은 데카르트의 이분법에

서 정신(mind)과 몸(body)을 구별할 때의 '몸'이 아닌,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는 총체적 "집"으로서 

신체 개념을 의미한다(Merleau-Ponty. M,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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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에서도 일반교과와 대안교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교사: 우리 학교는 모국어를 중요시해요. 중국어 수업도 그래서 하

고 있고... 베트남어, 몽골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한 방과

후에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중략) 막... 예전에 영미 아버지

가 영미 집에서 중국어 쓰라고 혼냈대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중국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26)

이처럼 이중언어교육을 중시하여 한국어를 빨리 배우기 위해 일부러 한국

어를 사용하지 않으려하는 은아에게 교사는 모국어로 소통하고 이를 자랑

스럽게 여기도록 지도한다. 이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는 몇몇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부모의 언어보다 한국어를 중요시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서

덕희, 2014). 또한 여타 다문화 대안학교들과도 달리 아이들의 몸에 익은

언어를 중시하며 이를 직접 실천해가려 한다(강일국, 2010). 한국 학교에

서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언어들은 “제2외국어”로 불리면서 선

택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아이들의 언어를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행

위다. 하지만 여섯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도 중국어와 영어를

자유로이 사용한다.

아이들은 학업을 이어감에 있어서도 몸으로 학습하는 방식에 비중을 둔

다. 이 또한 교사와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솜초에서는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최대한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이는 생

활과 진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대안학교의 지향과도 닮았다(조용환,

1999). 머리로 한다고 여기는 국어 교과 수업도 될 수 있는 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아이들은 학습 내용을 익힐 때 최대한

몸으로 공부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에 뉴스에 관

한 단원이 나오자 교사는 뉴스 취재 방식에 대해 쉬운 용어로 간략히 설명

한 후 학생들이 직접 취재하도록 한다.

25) 대안학교는 국어 및 사회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면 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26) 이교사는 다솜초 교사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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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사: 말듣쓰[말하기·듣기·쓰기]는 교육과정 보다는 더 체험하는 걸

로 했어요. 여태까지.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보면은 [아이들

이]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1단원만 해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 애들이. [이번 단원 제재가] 뉴스잖아요. 그

럼 취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안 읽고. 필요하다 싶으면

보조 자료나 컴퓨터 자료, 듣기로 들려줘요. 내가 이거를 쉬

운 말로 해줘요. 얘네들은 ‘방식이다’, ‘했습니다’, 이걸 몰라

요. ‘했어요’, ‘해요’ 이런 식으로 문법을 다 바꿔서 설명을 해

주면, 그러면 알아들어요. 이건 안 읽고. 음... 이런 건 영상자

료만 보여주고 넘어가고... 이거는 체험. 자기가 직접하고 넘

어가고.

아이들은 수업 내에서도 몸으로 학습 내용을 익히기도 하지만 “체험학습”

으로 불리는 학습 활동도 활발히 한다. 아이들은 방과후와 주말, 방학에도

과학관 견학, 여러 진로 체험 활동, 언어학습 캠프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를 매우 흥미로워 했다.

왕영배: (다솜초는) 교육이 달라요. 음, 음. 딴 데 안 배우는 거 여기

서(다솜초에서) 배우구요. 안 하는 거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연구자: 다른 학교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서 배우는 게 뭐야?

왕영배: 그. (생각하면서) 그 캠프같은 거... 음. 중국에서는 캠프요. 5

학년 때 음... 5학년 때 갈 수 있어요[갔어요]. 한 번. 근데

여기 많이 가봤어요.

이러한 체험학습 운영은 다솜초의 학교 차원의 지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의 지원으로 가능한 것이다. 교육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 수립된 이후 매년 이와 관련된 계획과 대책을 공표하고 있으며 공

립 대안학교 및 위탁학교 설립을 통해 다양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아이들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학업에서 여러 어려움을 맞이한다.

체험학습이 오롯이 몸에 익혀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험의 심화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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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구성이 필요하다(Dewey, J., 1938). 하지만 아이들은 개인과 학교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그리고 꾸준히 아이들을 지도해줄 교수자를 만나지

못하기도 했다. 예컨대, 이중언어교육을 지향하지만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

베트남어나 몽골어 강사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회 수업에 참여

하지 못 하는 대성이에게 중국어로 한국사를 가르칠 강사를 모집하려 하지

만 쉽지 않았다. 이 외에도 여러 강사들이 학교에 찾아오긴 했지만 대부분

단기간 근무를 했고 지각이나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잦았다. 이러한 한

계에 부딪히곤 헀지만 아이들은 몸으로 익히는 학습을 선호했고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했다.

3) “차이를 잘 봐야 해요”: 다양성 존중

인간은 차이적 존재이다. 나와 너는 다르지만 그 다름 또한 고정적으로

정체된 것이 아니며 각각의 존재자도 계속해서 변해간다(Deleuze, 1968).

내 연구 참여자인 아이들 또한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하고 탈주해갔다. 그

런데 특징적인 점은 아이들과 교사는 서로의 차이에 대해 예민하게 살펴보

며 이에 대응하려 한다는 점이었다.

주교사: 아론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말을 되게 잘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쟤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해를 못 해요. 세계화 이

런 거 말이에요. 이전에 국제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해서...

교사와 아이들은 예컨대 한국어 수준만 하더라도 “잘 한다”, “못 한다”로

단정짓지 않는다. 듣기, 읽기, 쓰기의 수준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과목의

용어들을 힘들어하는지, 평소 의사소통 수준과 교과서 내용을 익힐 때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민감하게 파악하려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이더라도 준형이는 고수준의 어휘 및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대어

제시할 수 있지만 아론은 어려운 어휘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구분

하며 이것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파악하고 이를 학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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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사: 확실히 필리핀계, 미국계 애들이 수학이 약하더라구요. 제가

다른 반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외국, 미국 사람들 중에 수학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중략) 필리핀이랑 미국 아이들

[유리와 아론] 은 생각하고 새롭게 만드는 거 좋아하고 시켜

놓으면 다양하게 만드는데 대신 체계적인 사고가 좀 떨어져

요. 중국 애들[은아, 영배, 대성]은 수학은 굉장히 잘해요. 외

우는 것도 잘해요. 그런데 조사가 하나 바뀌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교사는 국가별로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런 교육과

정의 차이가 학생들의 사고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이러한

지각은 아이들을 국적이나 가정배경에 따라 정태적으로 차이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자칫 왜곡된 편견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반

면 여러 언론 매체들의 차이 조망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다

솜초에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 촬영을 하러 왔는데 대개 학생들을 불쌍한

존재로 조명하곤 했다. 그들은 다문화 학생에 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

자적 규정에 아이들의 상황을 재단하려 든다. 기업에서의 일회적 후원은

기업의 선행을 선전하는 도구로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교사는 차이를 우열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

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찰하였다. 한국어 수준 때문에 아이

의 장점이 가려지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 일부러 칭

찬하고 학업이 힘든 아이들은 보충지도 하고 가정 상황으로 등하교가 힘든

아이들을 돕기도 한다.

이처럼 교사와 아이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기에 관계

가 매우 끈끈했고 이로 인한 정서적 안정은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

게 도왔다. 이러한 모습들은 다문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들과 상이한 결과이다. 일반학교에서의 다문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연

구한 선행연구들은 교사의 지지가 아이들의 학교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한다(구경숙, 2012; 김

경식 외, 2008, 문호환, 2014; 전혜수, 2011). 심지어 교사가 학생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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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게는 해당되지 않았다(김현욱·홍신기·권동택, 2010).

하지만 차이가 충분히 소통되지 않을 경우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

들간의, 아이와 교사간의, 그리고 부모와 소통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 차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언어 소통 과정에서 문제

가 생기곤 했다.

왕영배: 원래 중국에서 있을 때 말하면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한국에는

뭐 말할 때 약간 심하게.

연구자: 응? 심하게 대한다고?

왕영배: 아니요. 심하게 느껴지나봐요. (중략) 만약에요. ‘정신병자' 알

아요?

연구자: 응. 알아.

왕영배: 만약에 흐흐. 중국에서 이 말하면 ‘너 정신병자야?’ 라고 말하

면 그 뜻이 그냥 ‘너 조금 이상한 애다’ 이 정도인데 한국에

서 말하면 너 정신병자야? 이러면 약간 욕하는 느낌.

영배는 친구에게 ‘너 좀 이상하다’라는 의미로 ‘정신병자’라는 말을 썼다.

그런데 한국 애는 그것을 욕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말의 기표는 같으나 기

의가 다르다. 학생들은 출신 국가가 다르거나 국적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

기보다는 언어 간의 미묘한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여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금세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고 한다. 왜냐고 물으니 “몰라서

그러는 걸 알기 때문에”라고 한다. 이처럼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서로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로 극복하기도 하였다.

4) “스스로 서로 도와요”: 상생적 네트워크

한국의 일반학교 수업 시간에 가보면 “선생님 말 들어야지, 쉿”이라는 말

을 흔히 들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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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받아 적는다. 그러나 다솜초의 학업 분위기는 일반학교에 비해

자유롭다. 여섯 아이들은 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통역을 해주기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

여다보면 학생들이 서로의 한국어 수준과 교과 내용 이해도를 파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앞서 III장에서 아이별로 학업생활을 기술할 때 다소 혼

자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은아도 유심히 보면 묵묵히 친구들을 조력

하고 있다.

주교사: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하는] 나라를 [찾아서] 쓰세요.

다른 학생들은 지구본과 사회과부도를 펼쳐서 학습지에 기입하는데 대

성이는 좌우를 돌아보고 있다. 은아는 지구본을 보려다가 옆에 앉은 대

성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말을 건다.

홍은아: (손으로 학습지 위를 가리키며) 我正在找大洋洲大陆内的国家。

然后，把查到过的资料写下来这部分的上面。[지금 우리 오세아

니아 대륙에 속하는 나라들을 찾고 있어. 찾아서 여기 위에 적

어.]

대성이는 은아를 바라보며 싱긋 웃는다.

이처럼 굳이 교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각자가 주체가 되고 대화

속에서 배움이 일어난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비고츠키(Vygotsky)가 말한

비계(scaffolding)로 설명될 수 있다. 아이들은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학습

한다. 하지만 근접발달지대(ZPD)를 넘어설 정도로 서로간의 격차가 너무

큰 경우는 교사의 조력을 통해 학업을 수행한다. 수학 시간에 아론이 4학

년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 대성이와 유리가 한국어 분반 수업에 참여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수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솜초는 아이들에게 선택과 결정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했다. 예컨대 아이가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

이 넓다. 학교에 이러한 방침과 문화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학교의 자유로

운 분위기를 매우 선호한다. 영배와 대성이, 은아는 중국에서는 교사가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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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많이 내고 때렸지만 여기서는 자유롭다고 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지향은 대안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도 볼 수 있

으나 타 다문화 대안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선택권 존중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강일국, 2010; 조용환, 2009). 국내 타 다문화 대안학교인

새날학교는 학교 규율이 심하지는 않으나 학교 운영상에서 교사에게 전적

인 권한이 있되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치를 하진 않는다고 한다(강일국,

2010). 하지만 다솜초 교사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중

요한 공부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이 의견을 낼 시간과 장소를 마련한다. 누

군가가 규제하지 않아도 서로 자유롭게 도움을 주고 받던 아이들은 추후

일반중에 가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학업은 교실 내 교사와 학생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가정-학교-학교 외 공

간이 상생적으로 연결되며 행해졌다. 이들이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

교의 교과 내용을 학교 외 장소로 연장하여 학습하는 것은 동일하나 학교

가 중심이 되어 이를 연결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

반적으로 공교육을 학교, 사교육을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학습 등을 포함

한 학교 외의 공간에서의 공부로 구분한다(조용환, 2012). 그리고 공교육

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죽여야” 된다는 주장까지 난무하며 매년 사

교육 근절 대책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다솜초 재학 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지인

들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 학교는 오히려 이러한 학습을 연계해주고 장려

하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에 은아에게 한국어를 지도하는 교사를 학교에

강사로 모시기도 하고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 스쿨버스로

영배를 데려다 주기도 했다. 아이들의 학습을 매개로 커뮤니티를 형성해갔

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공조’라고도 볼 수 있다(최선주 강대중, 2014).

이러한 지식학습 외에도 아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학습도 여러 매체간

의 네트워크로 행해지곤 했다. 준형이와 그의 가족은 학업이 단순히 지식

학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를 고민하는 것이라 생각한

다. 준형이는 6학년 1학기에 배우 활동을 할 때 행복감을 느껴서 배우 활

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학업도 손에 놓기를 원치 않았다. 앞서 살펴본 듯

교사는 보충지도를 해준다. 또한 학교에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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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

가정과 학교도 아이들의 학업을 중심에 두고 상의를 하고 방향을 찾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한국어를 잘할수록 학생이 학교에 적

응하고 학업을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이재분 외, 2009; 오

성배, 2005). 부모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학생의 한국어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학교 문화를 읽어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가 가정통신문과 숙제 등의 인공물들을 파악하고, 교사와의 교류를 통

해 교육 지원을 알아내는 것 등은 아이의 학업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

여섯 아이들의 부모 중 몇몇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힘들었지만 교사와 계

속해서 연락을 하고 아이의 학업에 대해 상담했다. 대성이가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주교사는 조언해주었고 아론 부는 아이의 학업에 대해 파악했다.

이런 사례에 미루어 보아 부모의 경제수준이나 학력과 같은 요인 자체만으

로 아이들의 학업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무리로 보였다. 오히려 부모

가 아이, 교사, 학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정보를 알아보는 등의 일명

‘사회자본(Coleman, 1988; 1997)’이 아이의 학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아이들의 학업을 중심으로 여러 주체들이 목소리를 내다보니 때로는 서로

의 의견이 상충되기도 했다. 그 예로 일부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한국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일종의 “치맛바람”이 생긴다고 한다.

주교사: 대성이랑 유리는 중간에 전학 와서 한국말 전혀 못 하는 상태

로 전학 왔고. 그러니까 진도도 느리고 수업 방식도 달라야

되고. 근데 또 이 나라에 오면 없던 치맛바람도 생기나봐. 엄

마들도. 그치. 그 학교에서는 잘했겠죠... 그 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선 한국어가 안 되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유리 부모는 유리가 예비반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자 다른

한국 학생들과 간극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교사에게 빨리 통학학급으로 이

동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영향을

받은 예이다.27) 그런데 이때의 교육은 교육 본연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27) 이종각·김기수(2003)는 교육열을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려는 부모의 동기체제이자 자녀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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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에 대한 수단이다(이인숙, 2001). 교육이라

불리지만 교육이 아닌 학력에 대한 욕구이다. 학교 차원에서는 부모들의

걱정에 대해 일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2. 전환

여섯 아이들은 다솜초를 졸업하고 각기 중학교에 진학한다. 여섯 아이들

중 몇몇은 다솜초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다솜중으로 재학하였고 일반중

과 타 다문화 대안학교에 진학한 학생도 있다.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인 2013년 준형이와 아론, 영배, 유리는 다솜중에서 보냈고 은아는

일반 공립 중학교에서, 대성이는 다른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보냈다. 그리

고 중학교 2학년 때 준형이와 아론은 1학기를 일반중에서 보내고 다솜중

으로 돌아왔고 영배와 유리는 1년 내내 다솜중에서 수학했다. 은아는 중학

교 1학년 때 다니던 일반중을 계속해서 다녔고 대성이는 집 근처 일반중

으로 전학을 갔다.

물론 다솜중에서 영배와 유리가 수학을 해오고 있지만 다솜중에서만 공부

한 것은 아니다. 이들 또한 매년 3주간 일반중에서 수학을 했다. 현재 대

안학교 법상 위탁학교로서 다문화 대안학교일 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

학 후 바로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할지라도 일반학교에서

수학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위탁학교 신청 공고는 3월 셋째 주에

뜨기 때문에 아이들은 의무적이고 절차적으로 일반중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아이들의 역동적인 학교 이동은 학업생활에서 여러 국면이 전환됨

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아이들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행기의 학업

생활을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화적 주제를 네 가지로 도출했다. 먼

저 아이들은 중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

시 고민하게 되고 새로운 또래 문화와 조우한다. 또한 특정한 학업에 집중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학력을 갖게 하려는 행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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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심화되며 다솜초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업을 할 수

없을 때 매우 답답해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업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몫

으로 여기면서 괴로워한다. 이처럼 나는 앞 절인 1. 구성과 같이 아이들이

누구와 무엇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학업을 수행하는지에 관해 주목하되 초

등학교에서의 학업생활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1) “한국 중학생들이랑은 달라요”: 정체성 갈등

다솜초에서 여섯 아이들이 학업을 수행했을 때도 아이들은 무수한 차이를

품고 또한 발산하고 있었지만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달랐다. 아이들은 각기 짧게는 일 년

에 3주, 길게는 2년 간 일반중에서 수학했다. 일반중과 다문화 대안학교를

오가며 이전에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지 않았던 한국 학생들을

대거 만나게 된다. 물론 준형이는 일반 공립초에서 공부한 적이 있지만 중

학생으로서 일반 한국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여섯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고 일반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

람들을 만나면서 정체성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갈등을 겪었다. 아론은

2013년에 일반중에 갔을 때 아이들이 “외국인처럼” 보는 것을 몹시 불편

해했다. 유리는 2013년과 2014년, 두 해 모두 다문화 학생이라는 것이 가

시화되는 것이 두려워 다솜중으로 돌아온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판단을 내재화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체성(identity)은 라틴어로 ‘같음’을 의미하는 ‘idem’에서 유래된 용어이

다. 어원의 의미는 일관성을 나타내지만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

사와 문화, 사회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구성된다.28)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는 정체성을 본래의 나인 ‘I’와 사회적 나인 ‘Me’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된다고 본다(정필주·최샛별, 2000). 또한 정체성은 일종의 소속의 문제이

기에 권력과 결합되어 차별, 왜곡, 갈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28) 푸코는 정체성의 문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오늘

의 내가 되었는가?’로 본다(철학아카데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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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일반 중학교에 가서 다문화 학생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

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세

계-내-존재로서 우리는 사물, 관념 등에 대해서 특정한 의견을 가질 수밖

에 없다. 앞 절에서 보았듯 아이들과 교사는 다솜초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그 때는 딱히 아이들이 문제로 삼지 않았던

것들이 왜 중학교에서는 문제가 되었을까? 유리의 말에 따르면 “무언가 차

별받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중에 가서 유리는 교사들이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하

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29) 그 느낌은 아마 아이의 여러 다양한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 다문화 학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갖

거나 연민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인 것 같다(조혜영, 2009). 그로 인해

일반 한국 학생들과 다른 다문화 학생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행하는 배려는 오히려 상처를

준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에서 공부하기를 거부하는 사태

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문화 학생으로 가시화되는 것 외에도 중학생이 되면서 이전과 다른 관

심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아이들은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며 청소년이다.

중학교에 가서 연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래와의 놀이 문화를 더욱

즐기고 싶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할 때 종종 죄책

감을 느낀다고 했다. 영배는 자신의 엄마가 게임을 하면 공부를 하거나 차

라리 그 시간에 자라고 종용한다. 부쩍 이성에 대해 관심이 증가했지만

“연애할 시간이 없잖아요”라고 하면서 연애를 유예하기도 한다. 사실 공부

외 여타 활동을 하면서 학습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유를 즐기는 것이 오히

려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식

을 그 자체로 즐기지 못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한 연애나 게임에 대한 관심은 여타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일

반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도 하다. 반면 다문화 초등 대안학교를 졸업했기에

일반학교에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전과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기도 한

29) 다문화 학생이라는 차이가 어떤 상황에서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가에 관한 연구는 전은희(2012)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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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성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일반 중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한국 아이들

의 문화”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우대성: 한국 친구들이랑 다니면서요. 걔네 막 단어같은 거 말하면 저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어 더... 잘 하고 싶죠. (중략) 친구들

이랑 얘기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뭐. 만화 <원피스>같은 거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막. 몰라서... 가만히 있

고...

연구자: 음. 단순히 한국어가 아니라 그런 만화, 대중매체 이런 게 다

르구나. (중략)

우대성: 반 학교 학생들 얘기같은 거 막 그런 거... 다문화학교에서는

중국 애들이랑만 놀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한국 애들

이랑 같이... 같이 하고, 막, 한국 그런 거 같은 거 다 배우고.

연구자: 한국 그런 거?

우대성: 그런 단어 있잖아요~ 막. '헐', '대박', 이런 거 다 배우고.

연구자: 아- 한국말도 실생활에 쓰는 거 배우고-

우대성: (큰소리로 공감하며) 네. 네. 그런 거요.

올해 일반중으로 전학을 간 대성이는 한국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또래집단의 말을 배운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만화, 영화, 게임 등을

알게 된다. 아이들이 만화 <원피스>를 얘기할 때 자신은 여학생들이 입는

‘원피스’를 떠올려 의사소통이 안 되었던 이야기도 한다. 또한 또래집단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진 용어들과 ‘헐, 대박’ 등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또래문화를 배우는 것을 “진짜 공부”라고 여긴다. 또래들의 문화가

사장되어있는 교과 공부와 실생활에서 또래의 문화가 살아있는 공부를 구

분하며 후자를 더 중요시한다. 이러한 구분은 학교에서의 공부와 실생활의

공부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대안학교 담론들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기

도 하다(조용환, 1999). 대성이는 일반학교에서 학업은 어렵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일반학교에서의 체험은 아이들에게 일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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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적응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해왔는

학업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 물론 한계도 있었다.

주거지와 학교가 속한 시와 도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에 아이들

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제한되었다. 하지만 다솜초에서 막연하게 한국

학생들을 상상하며 학업을 비교하기보다 실제 몸으로 부딪히고 마주하는

체험은 자신의 학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잘 할 수 있거나 잘 해야 하는 공부만”: 선택적 집중

중학교에 가서 일반중에서 실제 한국 학생들을 만나 자신의 수준을 파악

한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공부에 집중할 것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한

다. 물론 이들은 초등학교에서도 각기 관심과 필요에 따라 특정 교과에 중

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부족하면 여타의 교과를 미뤄두고 우선

한국어부터 학습한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힘들 때는 다소 비언어 중심교과

인 수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학교에 가서는 학업을 선택

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먼저 부모의 교육에 관한 지향과 소속 학교형태별로 해야 하는 공부가 달

라졌다. 아이들은 어떤 공부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경

향을 보였다. 준형이와 아론은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일반중에서 보냈지만

대안적 가치와 교과를 중요시 여기는 다솜중으로 돌아왔다. 준형이는 일반

중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장소로 다솜중을 “자유롭고 체험적인 것(체

험학습)을 많이 하는” 장소로 의미화한다.30)

연구자: 준형이는 일반학교를 안 가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조준형: 음... (잠시 생각하더니) 저는 약간 이제- 저는 꿈을 이루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같아요. 공부를 해서 이제 뭐 고등학

교, 대학교를 진학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 하고- 또 이제

30) 이-푸 투안은 공간과 장소를 구분한다. 공간은 사람에 의해서 개념화되기 전의 것이며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 여섯 아이들에게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차이는 각각의 체험을 바탕으로 

의미화된, 즉 인간화된 공간이다(Yi-Fu Tua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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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학교 때부터 체험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꿈을 이

루는 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체험을 해가지고, 다솜중처럼

- 일반학교는 공부를 해서 약간 전문적으로 배우고, 대학까지

진학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고- 여기도 대학을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약간 공부보다는

자기 꿈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체험적인 거를 많이 하니까, 저

는 그런 것들이 살짝 더 좋아요.

“한국 사회”로 여겨지는 학교에 적응해보려는 은아와 대성이는 일반중에

남아있고 영배는 일반중에 가길 원한다. 대성이는 일반중에서 자신이 원하

는 중국어 공부를 하지 못 하자 학원에 다니며 중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 한다. 유리는 다솜중에서 자신의 꿈인 통역사가 되길 위해서 한국어와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특징적인 점은 초등학교에서는 자신의 모국어 공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한

국어 학습에 골몰하던 중도입국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는 원래 자신이 잘

하는 모국어를 강점으로 살리려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성이와 유리가 일반

한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모국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더 발전시키려 하는 경향과도 연결된다. 즉, 잘할 수 있는 학

업을 간파하고 이를 계발시키는 행위다.

학교 교육과정상에 존재하는 과목들 중에서도 아이들은 특정 과목에 전념

한다. 그 이유로는 위에서 살펴본 바 아이들의 가치나 지향 때문이기도 하

지만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수준과 교과의 난이도가 자신의 예상보

다 훨씬 우회했기 때문이다. 일반중에서 다솜중으로 돌아온 이유는 아이별

로, 그리고 아이 내에서도 다양하지만 준형이를 제외한 아론, 영배, 유리는

일반중에서 학업을 좇아갈 수 없다는 이유가 다솜중으로 회귀에 크게 작용

한다.

일반중에 재학중인 은아의 경우 처음에는 수학만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과

목을 늘려가지만 대성이는 중국어와 실생활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것을 제

외하고 여타 교과학습은 포기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나름의 전술을 구사하

며 학업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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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유리: 성적이 오르고 있어요. 1학년보다 2학년이요. 공부를 2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3학년 때는 더 오를 거에요!

연구자: 왜?

천유리: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자: 따로 노력했어?

천유리: 해야 될 거를 열심히 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뭐... 제가 꼭 들

어야 할 과목을 듣고.

연구자: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 뭐야?

천유리: 저는 역사 못 하니까 꼭 듣고! 수학도 꼭 듣고. 영어는 선생

님이 지루하게 만드니까 집중을 못 하죠... 음. 국어는 좀 집

중해요. 통역사 되려면 또 해야 되니까. (중략) 포기한 과목은

과학이에요. 싫어하는 과목은 원래 역사랑 과학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이 더 어려워서 역사를 하고 과학을 포기

했어요.

유리의 말처럼 아이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과 잘 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과목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적 집중은 동전의 양면처럼

일정 부분의 포기를 수반한다. 그런데 이러한 포기에도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수동적 포기이다. 선택해서 포기했다기보다는 포기하

게 ‘되었다’는 수동적 표현이 더 적절한 모습들이 있다.31) 예를 들어 아론

은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포기했어요”라고 말한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

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누적된 실패의 경험은 공부를 포기하게

만든다. 미국의 노동자 계급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연구한 윌리스(Willis,

1979) 연구에서처럼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같으나 이들처럼 자신의 선택

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아론: 지금 계속 이렇게 살면 미래 때... (잠시 쉬더니)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연구자: 지금... 삶이 어떤 거 같아?

31) 물론 교과공부는 포기하였지만 사실 공부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론이 공부라고 규정하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배움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업 방식에서 가장 표면화된 모습

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 유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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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 게임하고 막...

반면 대성이는 일반학교에서 학업이 어려워서 학업은 포기했지만 기존에

자기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던 중국어를 특기로 살린다. 선택적 집중이 있

듯이 선택적 포기, 즉 분리(Berry, 1980; 1988; 1997)를 지향한다.

연구자: 학교 끝나면 보통 뭐해?

우대성: 끝나고 친구들이랑 음 피씨방 아니면... 학교에서 축구하고...

연구자: 아- 학원 다니거나 그런 건 없어?

우대성: 네. 전 학원 안 다녀요.

연구자: 요새 애들 많이 다니잖아- 대성이는 왜 안 다녀?

우대성: 음... 음... 그냥... 학원 다녀도 음. 응... 공부 그... 공부 네...

별로. 안 해서... 저는.

연구자: 음... 공부를 왜 안 하는 거야?

우대성: 안 하는 거 아니라요. 못 해요. 음...

대성이는 자신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학습에서 어려움

을 겪더라도 불안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일반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이들의 학업 수행 방식들은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의

지가 강하거나 자긍심이 높으면 학업 성취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김이

선 외, 2010; 임경은, 2013)처럼 개인의 심리로만 아이들의 학업 양상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선택적 문화적응 이론(Keefe &

Padilla, 1987)에서처럼 여러 차원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학업을 조율해 나

간다.32) 전적으로 동화나 순응적 양태를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신의

고집이나 이념만 좇지도 않는다. 아이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문화를 시

시각각 변형하고 재구성하면서 학업 방식을 모색해간다.

32) 나는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과 학업 방식에 대

해 선행학자들은 동화 이론, 분절적 동화이론, 선택적 문화적응, 문화적응이론을 소개했다(Berry, 

1980; 1988; 1987; Keefe & Padilla, 1987; Portes & Zhou, 1993; Portes & Rumbaut, 

2001).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내가 관찰한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이들의 

학업 수행 방식은 문화적응이론에서 말하듯 단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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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답해요”: 닫힌 관계

여섯 아이들은 다솜초에 재학하면서 자신의 발언권을 충분히 낼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준형이는 교사와 협상을 하며 새로운 규칙

을 만든다. 은아 및 영배, 유리는 비교적 교사의 말에 순응하고 때로는 자

신의 요구를 말하곤 했다.33) 아론은 질서를 알지만 행하지 않아도 큰 문제

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몸틀은 중학교에 올라가서 난항을 겪는다. 학교

는 학습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동시에 시간표, 교칙 등에 따라 학생들의 신

체를 복종시키는 ‘규율권력’이기도 하다(Foucault, 1975). 아이들은 일반중

이 수업을 선택할 수 없으며 상하 관계도 명확하여 “답답”하다고 했다.

선행 연구에서 일반학교의 학교 질서가 다문화 학생의 학교 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현욱 홍신기 권동택, 2010)와 비교했을

때 단순히 학교 질서가 아니라 다솜초와 일반학교의 질서 차이로 인해 곤

란을 겪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중학교의 질서와 문화에

거부감을 느껴서 다문화 대안학교로 돌아오기도 한다.

정아론: 1학기 다녀봤는데요. 일반학교 가기 싫어졌어요... 재미없어요.

그냥. 재미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왜, 어떤 점이 재미가 없어?

정아론: 그냥... (침묵) 공부. 여기[다솜중]가 더 재미있게 하는 것 같

아요.

연구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어떤 점이 재밌는지를-

정아론: 여기가 좀 더 자유로워요. 거긴 규칙이 너무 심했어요. 

아론은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일반학교에서 보내고 와서 위와 같이 이야

기를 한다. 아론 외에도 준형이와 영배는 다솜중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반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다솜중 교사의 말에 따르면 다솜중의 학교 규칙 수가 일반학

33) 중학교에 가서는 대성이와 유리는 자신의 여건과 환경에 맞추어 문화를 왜곡 및 변형하며 선택

적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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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다 오히려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이는 학생들 간에 논의를 하여 교

칙을 정한다는 점이다. 다솜중도 다솜초처럼 매주 전교 어린이 회의를 열

어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자치가 존중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대안학교라고 해서 개방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제도는 특정한 규범 체계이므로 폐쇄적인 속성이 있기에 그것이 매

개되는 방식에 따라 폐쇄성이 강화될 수 있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일반학

교에 비해 열린 학교를 지향하나 여전히 폐쇄적인 부분도 있다. 대성이는

다솜초 졸업 후 공립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로 진학했다. 하지만 그 학교에

서는 최대 2년만 수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두었다. 그 이유는 많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2년만 수학할 수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기

도 한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와의 논의 없이 제도가 구성되고 통보되는

것은 학생의 학업을 방해했다.

여섯 아이들은 이러한 규칙이나 제도 외에도 중학교에 가서 나이주의와

학년주의와 같은 문화를 맞닥뜨리며 의아해하기도 한다. 대성이는 학년에

비해 1살이 많다. 다문화 초등과 중등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일반중에 다닐

때는 두세 살 차이가 “별 게 아니였는데” 일반중으로 전학을 가서는 한 살

만 많아도 “고개 숙여” 인사를 해야 했다. 이런 또래 문화와 질서에서 거

부감을 가지게 된다.

우대성: 막 다문화학교에서는 막 한 살 많으면 두 살, 세 살 많아도 다

같이 놀아요~ 그런데 한국 학교는 선배 만나면 인사해야 하고.

중학교에 가서는 소속 학교의 형태에 상관없이 교칙 외에도 “몸”이 아니

라 “머리”로 하는 공부가 늘어났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 영상을 보고 대화

를 나누며 공부하던 과목들도 “암기과목”으로 전락한다. 예를 들어 사회는

이전에는 영상을 보는 재밌는 과목이었지만 이제는 시험을 대비해서 외우

는 과목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자연스럽게 익혀온 모국어마저 문제를 풀고

암기해야 하는 머리로 하는 공부로 바뀌기도 한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는 사용하지 않던 “암기과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수업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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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교사의 말을 받아 적거나 멍

하게 있게 된다고 했다. 공부 방식도 “재미가 없고”, 양이 늘어나면서 압박

을 계속 받는 듯 보였다.

홍은아: 놀고 싶은데 안돼요. 오히려 옛날에[초등학교 때] 놀 수 있고

그랬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별로 놀 시간이 없어요. 알죠?

(중략) (목소리 커지며) 전 계획 없으면 안돼요. 계획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계획 없으면 뭘 하는지를 모르겠

어요. 그런 사람이요[그럼 사람이에요].

연구자: 아... 하. 공부하기 싫다 하면서 계획 세워서 꼼꼼히 하는구먼.

홍은아: 저 만약에 하면 진짜 해요. 뭐. 하기 싫어도 해요. 열심히 해

야 시간이[시간을] 낭비 안 하지. 하루.. 낭비하면 안 되죠.

별로 짧잖아요. 할 것도 많이 있고.

이러한 은아의 모습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도구적

으로 학업 문화에 순응하는 형태이다(조용환, 2009, 75). 이러한 학업 방

식의 문제는 생존에 갇혀 자신의 현재 삶과 방향에 대한 통찰을 찾기 힘들

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학업과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는 데

에는 부모들의 탓도 있어 보였다. 여섯 아이들 중 몇몇은 부모가 공부하라

는 잔소리를 하고 성적이나 등수가 나오지 않을 때 혼을 낸다. 은아는 낮

은 점수를 받으면 엄마에게 맞기 때문에 무서워서 공부한다고 했다. 부모

는 분명 훈육(訓育)이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지만 이는 자신보다 권력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어진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행위로서

‘벌’ 개념과 직결된다.34) 사실 이런 행동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도움

을 줄지 잘 모르자 그 답답함을 아이에게 푸는 듯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훈육은 공부를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학업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가정과 학업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양상 중 특이한

34) 훈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김선혜(2006)는 훈육이 비교육적이며 부정적이라는 기존 

인식과는 달리 훈육이 학생들에게 질서와 안전을 주며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또

한 훈육이 타자에 의한 훈육이 아니라 자기훈육(self-discipline)으로 이루어질 때 훈육 자체가 교

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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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유독 여학생들만 남학생들과 달리 집안일을 과도하게 담당하면서 학

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내가 만나본 여섯 아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

고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였다. 그런데 은아는 아침마다 혼자서 동생들

아침밥을 챙기고 옷을 입힌다. 동생들이 떼를 부리면 학교에 늦기도 한다.

유리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사부담이 늘어난다.

집안일은 밥하기, 빨래, 청소 등 가계의 살림을 꾸려가는 일이다. 역사적

으로 집안일은 ‘사적인’ 영역이자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근

대 페미니즘 사상이 대두하며 성별분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현재 남녀차별적 현상을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35) 다문화 학생 관련 연구

에서도 일반학교 내 다문화 학생을 성별로 비교해본 결과 여학생일수록 학

교에 잘 적응한다거나 성별에 큰 상관이 없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문호환, 2014; 박계란, 2010; 이순실, 2008; 장미 전종설, 2013). 물론 학

교에 적응한다는 연구와 성역할로 인해 학업생활이 힘들다는 것에는 차이

가 있지만 일정 부분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데 여자 아이이므로 감당해야

하는 집안일 부담은 학업 수행의 곤란을 가중시켰다.

이처럼 다솜초의 자율적 분위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중학교의 상대적 억

압적인 규율과 나이와 학년에 따른 선후배의 경직된 문화를 답답해했다. 그

리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늘어난 성적에 대한 관심과 훈육, 그리고 특히 여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집안일 부담은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방해로

작용했다.

4) “혼자 하는 건 벅차요”: 자립과 고립 사이

여섯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비록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막연히 공

부를 잘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력해주기 때문에 희망을 보인다. 그러나 일반중에 가서는 다솜초에서 학

습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배운 것과 달리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35) 한국은 근대교육이 들어서면서 남녀 구별 없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특정 연구물들에 따르면 

학업 성취나 참여율에서 성별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김경근, 1996, 이미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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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여겨진다.

일반중에 재학중인 은아와 대성이는 일반학교에서는 다솜초에서처럼 교실

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학습을 도우거나 교사가 따로 보충지도를 하지 않는

다고 했다. 다솜초에서는 학교 내에서 친구와 교사가 학습을 적극적으로

조력해줬지만 일반중에서는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를 선택하고 학업 방

식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혼자 공부하거나 학원을 찾

아가고 학교 교사에게도 자신이 먼저 궁금한 것을 들고 질문해야 된다고

하며 힘겨워 했다.

또한 일반중은 학교 외 기관들과 협력하여 학습을 돕는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대성이는 대성이 담임교사로부터 학교에서 지도를

할 수 없으니 학원에서 가서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권장받기도 한다. 반면

다솜중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다솜초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교 외 기

관들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며 학습을 도와주었다. 준형이와 영배는 여전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수학을 배웠다. 사실 한국 학생들에게 사교육 참여는

흔한 일이다.36) 교육부와 통계청이 실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유

형은 학원이 40.3%, 방문학습지 12.5%, 개인과외가 10.4% 순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중학교에 가서도 이런 시장화된 사교육보다 ‘지역

센터와 교회의 조력’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문항이 ‘사교육비 부

담’이라는 조사결과와도 일맥 연결된다(정기선 외, 2007). 하지만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와 달리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하고 싶다는 말을 더 많이 하

였다. 서덕희(2013) 연구에서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

면서 수학, 영어 등 사회문화적 자본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에서 더 곤란을

겪었다. 영배는 교회 지인을 통해 영어 과외를 시작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 하고 학교에서도 개인별 지

도를 해주지 못하기에 혼자 공부를 해내야 해서 “벅차다”고 했다. 심지어

36)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은 애매모호하다. 공교육은 “근대 이후 국가가 교육의 공공적인 목적, 내

용, 방법, 환경, 등을 추구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제도화한 교육(조용환, 2012)”인 

반면 사교육은 정의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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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자주 이사를 하거나 이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교육과정의 공백

은 아이 스스로 채워야 했다. 중학교에 가서 이러한 현상은 아이에게 더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구자: (국어시간에 쓴 시를 보며) 무슨 시 썼어?

천유리: (겸연쩍어하며) 저는 이제 필리핀에 좀... 가니까. 필리핀에 간

다고 그렇게... 했어요. 

천유리: 뭐라고 썼어? 이야기 해 줄 수 있어?

천유리: 뭐...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다. 가을이 지나면 이제 겨울

이다. 겨울이면, 아니 겨울이 오면 나는 이제 간다’ 그렇게 이

야기, 그렇게 썼어요. 

연구자: 언제 돌아와?

천유리: 아... 잘... 모르... 저는... 아빠의... 아빠는 돌아올 계획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저는 방학 때만 저기에 시간

을 보내고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또 이렇게 가면 한국

어 까먹어요...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 내에서도 터전을 찾아 자주 이사한다. 내가 만난

준형, 영배, 은아, 대성이도 여러 번의 이동을 거쳤다. 선행 연구에서는 다

문화가정 부모의 일자리에 따른 잦은 이사로 학교생활의 적응을 방해할 수

도 있다는 지적도 해왔다(김정원 외, 2005). 사실 가족의 이주 자체가 학

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

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주는 경험을 학습으로 재구성할 여유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전학가기 전까지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전학을 가더라도 교육과정 진도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체험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학교에

서 아이들의 학업을 여타 기관과 공조하에 도와주지 않거나 가정에서 아이

의 의사와 상관없이 잦은 이주를 하는 것 등의 이유로 체험이 지속적인 교

육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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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해석 및 논의

지금까지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양상을 기술하고 분석했

다. 이처럼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들

의 학업생활에서 문제점을 찾고 더 나은 교육적 접근을 발견하기 위해서였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관통하는 주제어들을 찾아 의미화

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조용환, 2008; 전가일,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해석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말(inter-pret)을 하는 행위다. 연구

자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배경과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말을 거

는 작업이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연구자가 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

을 한다면 앞서 분석 작업과 같이 다른 언어와 초점으로 아이들의 학업생

활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석학적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는 것 조차 나의 해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만 말이다.

이 V장의 내용은 분명 나의 적극적인 해석이 가미된 것이기에 독자들이

나의 해석에 귀기울이되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술한

III장과의 연관성 속에 읽으며 새롭게 전유하기를 부탁한다. 이러한 나의

바람은 해석에 반대한다고 강고히 외친 수잔 손택(2001)의 주장과 일부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 이 장을

할애하는 까닭은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생활에서 교육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의미가 나의

학문적 배경인 교육인류학을 통해서 일부 재발견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육인류학은 삶에 문화와 교육이라는 삶의 형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 살피는 학문이다. 교육인류학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나는 조

용환(2001b; 2009; 2011a; 2011b; 2012a; 2012b; 조용환 윤여각 이혁규,

2009)의 통찰에 상당히 빚지고 있다. 짧게 부연하자면, 우리는 삶에 의미

를 부여하며 특정 방향으로 길들인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문화를 재생산

하기도 하지만 더 나은 문화를 모색하고 반성하며 개선하는 메타적인 삶의

형식이다. 그래서 교육의 지향에 따라 문화를 변형하고 창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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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는 교육의 메타적 속성으로 인해 문화를 비판하고 성찰할 수 있다고

방점을 찍는 교육인류학적 입장을 취한다(조용환, 2012b).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내 연구의 교육학적 의미와 적용 가능성 그리고 다문화 대안학교

와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내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1. 비교를 통한 생존과 실존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살펴보면 이들이 일반학교에 다니

는 한국 학생과 끊임없이 비교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아이들의 외

모, 한국어 수준, 배경지식, 부모의 국적, 재학한 학교 등이 종종 하나의

잣대로 같고 다름이 결정된다. 부모는 말한다. “한국 일반 중학교 가려면

너는 한국어를 더 해야 해.” 교사는 “한국어를 잘 못 해서... 나중에 한국

사회에 나가면”, 일반학교에 가서도 “다문화 학생이지만….”, 정책적 지원들

도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 학생에 비해 부적응하기 때문에 다문화 대안학

교를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37) 이처럼 아이들은 자주 아이 자

체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한국 학생들과의 차이가 있는 존재자로

서 프레임화되고 이에 길들여진다(Goffman, 1974).

한국 학생과의 구분지어지면서 좌표를 점하게 되는 학생들은 학업 또한

한국 학생들과의 비교 하에 구성된다. 아이들이 다솜초에서 수학할 때도

일반학교 학생들만큼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 우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

해 하는 학업은 아이들의 학습생애사를 배경에 미뤄두고 다문화 학생들을

한국 학생에 비해 결여된 존재자로 전락시킨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무언

가를 채워야 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배

경과 맥락에서 살아왔기에 일반적인 한국 학교 문화에 익숙치 않다. 그리

37) 준형이의 중 1 일반중 담임교사도 위탁학교 추천서에 준형이를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위 학생은 다문화가정이기는 하나 한국에서 나고 자라 언어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더러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중학교에서 생활면에서나 학습면, 교우관계

에서 더없이 훌륭한 모습을 보여 다른 친구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이번 기회

에 상기한 다솜중에서 운영되는 연기 전반에 관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우로서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기회로 삼기 위해 위탁교육생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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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적 존재로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한국어와 학교 문

화에 대한 사회화는 필요하다. 즉, 동화주의적 태도가 무조건 비판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 특정한 문화를 학습할 필요도 있기 때문

이다. 삶에 홈을 패는 문화를 통해 우리의 삶은 일정 질서정연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가상적인 일반학교 한국 학생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남기를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사실 아이들이 비교의 대상으로서 ‘일반

학교에 재학중인 한국 학생’의 개념이 상당히 공허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의 표준형은 무엇일까? 표준성이 있기는

할까? 한국 학생이라고 위시되는 그 존재자도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실체

가 명확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엄습하는 정형화된 한국 학생의 이미지는

아이들을 우열의 논리에서 목조르게 하며 왜곡화된 경쟁 상태로 내몰게 된

다. 다솜초에 재학시 은아 및 영배, 대성, 유리는 한국 학생 및 한국 일반

학교의 이미지를 상상하며 자신이 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가

치절하하곤 했다.

학교급이 올라가고 특히 일반중에 가면서 이러한 생존의 문제는 더 부각

된다. 다솜초라는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다소 느슨한 한국 학교 문화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중학교에 가서 “실제 한국 학교 문화”를 맞닥뜨렸다고 한

다. 은아는 주어진 학교 교과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 “숨죽이고” 공부한

다. 영배는 일반중에서 부적응아가 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학교

학생들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학습한다. 그래서 교과를 공부하는

것 외에 게임을 하는 것, 이성을 사귀는 일 등은 배경으로 미뤄진다. 이러

한 노력과 기투는 아름다우나 여전히 주어진 규범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

습이 안타깝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학생들을 이상적이고 정태적인 이미지로 정해두고 이에 맞추

어 자신의 학업생활을 반복하는 일은 새로운 창조를 생성해내지 못 하는

헐벗은 반복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Deleuze, G., 1968).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을 기존에 한국 학생이라고 여겨지면 해야 된다는 문화적 규범들을

반성 없이 따르게 하여 교육이 아니라 사회화적 속성에 그치게 하기 때문

이다(조용환, 1997). 하지만 아이들의 학업생활이 한국 학생들을 모방하기

만 하거나 비교를 통한 생존태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101 -

아이들은 다솜초에 입학하면서 학교의 대안적 지향에 공감하게 되고 자신

에게 적합한 공부를 찾아가려 한다. 다솜초는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력주의, 동화주의에 대해 반대하며 아이들의 다양성과 개별성에 주목하

며 학교를 운영하려 한다. 이처럼 일반학교나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논의

되고 있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행위는 아이들의 학업

에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모국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은아는

모국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전 학교에서 획일주의적으로 공

부를 해오던 준형과 영배는 대안교과 학습과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아

간다.

이러한 비교의 모습은 위에서 설명한 ‘상상적 비교’와 달리 삶에 기반을

둔 ‘구체적 비교’이다. 즉,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주목하는 행위다. 아이들이 수업 시

간에 서로의 한국어와 교과 내용 이해도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며 서로

도우는 활동, 교사가 수학 시간에 아이의 수준에 맞게 심화 및 보충학습을

진행하는 행위, 각자의 진로에 맞게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일 등은 아이 한

명, 한 명을 그 자체의 상태와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학업 내용과 방식

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이처럼 비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늘 더 나음은 부단한 비교 과정

에서 이루어진다. 차이와 사이가 없는 항들은 서로 존립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는 말도 있다(김동규, 2009). 개별적 주체는 사회 내 단자로 존

재할 수 없으며 이미 개인이든 학교든 관계망 속에 있다. 위에서 드러난

구체적 비교를 통한 학습은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존재물음을 던지는 ‘실존태’와 결합되기도 한다. 실존은 ‘existence’로 자

신을 내던지며 위치를 점해가는 행위다. 생존이 생물학적으로 의식주를 해

결하는 필요의 문제로서 사회학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면 실존은 생

존을 전제로 하면서 ‘더 잘 살 것’을 묻는 가치 지향적 태도이다. 평상적

존재인 세인(das Mann)으로서 반성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물음

을 던지며 살아가는 태도를 뜻한다(Heidegger, 1927). 아이들의 학업생활에

서 이러한 실존으로서 교육태가 보이기도 한다.

물론 생존태와 실존태는 분절적으로 양분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생존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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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태에 비해 열등하다고도 공언할 수 없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 대안

학교 학생들의 학업이 시시각각 생존태와 실존태를 오가며 행해진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생존태와 실존태 구분이 갖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어떤 함의가 있을까?

내가 관찰한 바, 아이들은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타문화권 적응에서

겪는 단계나 방법과 관련된 이론들과는 달리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화를

배경으로 미루고 타문화를 전유하고 접변하면서 살아간다. 아이들이 동화

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를 배제하고 타문화권에 적

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잠

시 미뤄두고 상황에 따라서 문화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를 적절하게 이

용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타문화권에서 학습을 시계열상 일직선 위에

나타내고 갈등기, 혼란기, 통합기 등으로 구분하기도 힘들다.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적 상황에서의 교육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주

어진 조건과 영향사 속에서 시시각각 어떻게 살아내려 하는지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생존태와 실존태를 오가는 장면들을 포착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다.

2. 경계적 시공간의 생성과 와해

인류학자 터너(Turner, 1969)는 인간을 경계적 존재라고 명명했다. 사람

들은 주어진 문화적 경계에 갇히기도 하고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살

아가기도 한다. 내가 만난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도 때로는

경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를 초월하면서 행해졌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는 대안학교가 학생들을 사회에서 분리시킴으로 아이들의 학업과 생활의

반경을 축소시킨다는 행간의 걱정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되고 중학교 내에서도 학년을 이

동할 때 매 학기 첫 3주간의 일반중 체험이 아이들이 자신의 학업을 반성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였다. 이 절을 통해 나는 아이들의 학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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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고 전환하는 두 경계적 시공간의 생성과 와해에 대해 좀 더 면밀

히 논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속해있는 다문화 대안학교는 “징검다리 학교”라고

불린다. 애초에 일반학교 진입을 목표로 세워졌으며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의 경우 교육과정 또한 일반학교의 편입을 고려하며 개발되기도 한다(교육

부, 2012; 장인실 허창수, 2011).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이들은 일반

학교 학생들과의 비교 속에서 학업을 구성한다. 그런데 대안학교는 일반학

교의 지향, 교육방식, 운영에 반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학교로

일반학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의

특정한 교육철학, 운영방식에 반대하여 개설되었다기보다는 일반학교에 부

적응을 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지어진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다문화 대

안학교의 설립 이념에 대해서 사회의 의견은 분분하다.

다문화 대안학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학교가 다문화 학생들을 오히려

사회에서 분리시키고 있으며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에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한다. 사실 통합교육은 미국에서 이미 진통을 겪은 담론이

다. 1896년에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판결에서 ‘분리하되

평등하게’(separate but equal)라는 표어 아래 흑인과 백인을 공공장소에

서 분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학교도 백인이 다니는 학교, 흑인이 다니는

학교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겉으로는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

나 전혀 공정하지 않았고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로 인해 인종에 따른 학교 분리는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점철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분리학교 논란은 현재 한국에 다문화 대안학교와 차

이가 있다. 다솜초를 포함한 현재 한국 다문화 대안학교는 ‘다문화 학생’들

이면 무조건 가야하는 학교가 아니며 일반학교에도 응당 다닐 수 있다. 하

지만 학생들과 교사, 부모들도 일반학교에 가지 않으면 “점점 뒤쳐질 것”

같다는 걱정은 계속해서 행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바뀌기도 한다.

주교사: 저도 처음에 생각은... 음...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요. 어차피 어울려 살 건데 빨리 내보내서 애들이 다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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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렇게 생각했고(강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한국 사

회 자체가 얘네들 뿐만 아니더라도 대안학교들이나 특성화된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건 또 사회가 그만큼 다양

화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을 억지로 거기로

[일반학교로] 밀어 넣는 것 보다는 자기만의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중략) 어차피 사회에 나가서

깨질 것 같다고 해서 벌써 일반학교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상처 입도록 내버려두는 걸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교사는 다솜초에 근무하면서 다문화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긍

정적인 면에 더 주목하게 되었다.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준비

가 되지 않은 학생들을 일반학교에 밀어넣는 것을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면 아이들은 다솜초에서 자신의 학업 선택권

이 넓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학업을 하게 된다. 내가 보기에 이처

럼 아이들의 흥미와 역량에 맞게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그리

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

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대안학교가 물리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분리시

켜 공부한다는 것 자체로 사회에서 아이들을 격리시킨다는 의견은 비판받

을 요지가 있다.

또한 나는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업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개인

-가정-학교-사회 기관의 경계가 완고하게 분절되지 않고 아이들의 학적을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상생적으로 연결되어가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솜초라는 학교를 매개로 학교의 역할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

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아이의 삶에 통합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힘든 유리를 위해 영어로 한국사를 초청하여 지도하는

모습, 준형이가 드라마 촬영과 학업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교 차

원에서 배려하는 모습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지

역 기관과 연계하여 일회성보다는 한 학기, 또는 일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

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이런 모습은 일전의 귀국반에서 아이

들을 일방향으로 순응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교육적 지향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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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권효숙, 2002).

이는 듀이(Dewey, 1938)가 주장한, 교육이 삶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

생들의 학업생활에서 교육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삶이 학교

와 분리되고 학교에서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의 삶과

학교가 상생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학습

모습은 ‘대안적’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다양성을 담아낸다는 것에서 ‘다문화

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일반중으로 진학하면서 학습이

개인적 차원으로 국한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일정 부분 포기하게 되기도 한

다. 따라서 우리는 학습에서 공존적 속성과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 대안학교의 경계적 속성과 관련해서 다루고 싶은 내용

이 있다. 관찰 결과 중학교에 올라가서 일반학교에서 다문화 대안학교로

가기 전 3월에서 3주 동안의 시기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였다. 이 시기는

물리적으로는 일반학교에 머물지만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거취 여부 및

가능성을 몸으로 느끼며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경계적 시공간이다. 중학

교 1학년 때 다솜중에서 있더라도 중 2가 되면 일반중에서 위탁학교 공고

가 뜨기 전까지 3주 정도 학교에 있어야 했는데 준형과 아론은 일반학교에

서 1학기를 더 있어보기로 결정하고 영배와 유리는 다솜중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후 내년에는 일반학교에 “도전”하고자 하는 영배는 그 3주를 중심으

로 자신의 시간 질서를 재구성했다.

이처럼 일반학교가 허구적 장소에서 연행적 장소로 바뀌면서 아이들은 다

른 두 학교 문화 속에서 메타적으로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다. 자신의 상황과 수준을 구체적인 맥락에서 반성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

학습하던 방식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서 새로운 학업 방식을 모색하기

도 했다. 기존의 자신의 삶과 학업을 돌아보게 하고 이것이 변증법적으로

행해졌을 때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학교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이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

공했을 때 두 학교 ‘사이’에서의 학습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다문화 대안학교를 일반학교에 가기 위한 주변적 매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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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이공간으로서 그곳에서 존재

하는 독특한 배움의 양상과 문화, 그것이 일반학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함께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3. 시혜적 돌봄, 관계적 돌봄, 대속적 돌봄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살펴보면 여러 주체들이 서로를 도와가는 양태를 목

도할 수 있다. 근대 학교교육에서는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사고가 중시되

며 학교 내 시험 및 입시에서도 위와 같은 이성과 합리성이 중시되어왔다.

아이들은 더 높은 점수와 성적을 얻기 위해 목을 매게 되고 입시에서 성공

하기 위해, 엘리트 반열에 오르기 위해 경쟁을 하며 이것은 학교 내 개인

주의적 성향을 재생산한다(이숙정, 2008; 조용환, 2009).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며 교육학에서도 돌봄, 신뢰, 연대, 헌신, 정서, 관계를 중시하는 돌

봄 윤리를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한국 학교 내에서 돌봄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Noddings, 1984; 1988).

그런데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내가 주목한 현상은 ‘돌봄’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도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부모와 교사, 기관, 제도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은 돌보

아져야 할 대상으로 부각된다. 경제적 이유로 학원과 과외에 참여하지 못

하는 아이들은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와 수학, 영어를 공부한

다. 그리고 다문화 대안학교 자체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여러 기업의 후

원을 받아서 운영된다. 물론 이런 돌봄이 마치 상위에 있는 자가 열등한

자에게 베푸는 시혜처럼 행해질 때가 문제이다.

이교사: 후원 물품을 보내준다고 전화가 왔는데요. 아니... 무슨 쓰던

학용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거절했

어요. 우리 애들이 무슨...

다문화 학생이라는 존재자적 규정으로 인해 아이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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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돌보는 행위를 나는 ‘시혜적 돌봄’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돌봄은 교육

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돌보는 자와 돌보아지는 자가 철저하게 상하의 위

계에 놓여있고 무엇이 결핍된 존재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이를 교

육학적 맥락으로 적극적으로 가져온다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철저

히 분리되며 배우는 자는 무지한 상태로 이상적인 교과 내용을 습득 받는

구조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무

지함과 무능함만을 배울 뿐이다(Rancière, 1987). 이처럼 시혜적 돌봄은 내

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아이들이 일반중에 가서 부적응 하

는 이유에도 “불쌍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다문화 대안학교에서는 ‘관계적 돌봄’이 팽배해있다(Noddings,

1984; 1988). 내가 관찰한 다솜초와 타 다문화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에서도

교사의 아이 돌봄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비유를 들 수 있다(강

일국, 2010). 주교사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학교 내외에서의 보살피고 이는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애정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돌봄에는 돌보는

자와 돌보아지는 자가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 속에서 상호관계적인 주체로

존재한다. 다솜초에서는 이러한 돌봄이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꽃 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했다. 수업에서 준형이와 영배는 한국어를 못 하

는 대성이를 돕고, 준형이는 영배와 대성이에게 수학을 배운다.

연구자: 수학 시간에 보통 제일 빨리 풀잖아.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풀고 있잖아. 그때동안 준형이는 뭐하려고 하는 거야?

조준형: 음. 힘들게 한국말 계속 하니까 모르는 거 많이 가르쳐줘요.

연구자: 보통 누구를 많이 가르쳐줘?

조준형: 영배형이랑 대성이형요.

연구자: 어떻게 설명해? 만약에 아까 기본 점수 이런 거 있었잖아. 아

까 어떻게 설명해 준거야?

조준형: 한국어로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연구자: 음. 차근차근? 그럼 혹시 친구들 가르쳐주니까 네가 그 시간

에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조준형: (고개를 흔들며) 아뇨, 아뇨, 아뇨.

연구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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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공부는 완전 잘하는데 한국어 때문에 이해하기 좀... [힘들뿐이

에요.]

연구자: 그럼 준형이가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끼진 않아?

조준형: 그런 생각 안 해요.

연구자: 아…. 왜?

조준형: 음…. (생각하며)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비계에 대해 지각해가며 그 수준 차에 탓하

지 않고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 교사-학생, 학생-학생이 서로를 대

하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배워가는 과정은 학교 내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돌보는 자와 돌보

는 대상이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도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특별히 누

구를 보호받아야 된다거나 약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문화 다솜초에서 이러한 돌봄 윤리를 체득한 학생들이 일반중에

가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을 때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은아는 일반중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의 편을 들었다가 같이 왕따 당한다.

연구자: [아이들이 장애우 학생을 놀리는 걸 말리니까] 은아가 그 아

이 여자 친구라고 놀림 받았다고? 같이 왕따 당했다고?

홍은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 마음이니까. (목소리 커지면서)

후회 없어요.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게 마음이 조금 그런 거 같

아요. 아무래도. 그 애는 제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

런 거에요. 

은아는 왕따인 친구와 친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지켜

줬다고 했다. 다솜초에서 아이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력한다

고 여겼던 ‘관계적 돌봄’이라는 용어로는 설명이 안 되었다. 이를 나는 ‘대

속적 돌봄’이라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영안(2005)에 따르면

레비나스(Levinas)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얼굴

을 명령처럼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레비나스는 타인의 부름에 직

면해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타자적 주체를 말한다. 내가 나의 의지와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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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동일자적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들을 나의 위로, 법

으로, 명령으로 섬길 것을 주장한다. 심지어 그는 타인을 대신하여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대속적 주체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밀고 나간다.

타자는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용해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타자는

나에게 낯선 이로 남아 있다. 타자는 나에 대해서 완전한 초월과 외재성

이다(강영안, 2005, 36).

이러한 돌봄의 형태가 교육학, 특히 다문화교육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나는 대속적 돌봄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일종의 교육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 간에 기꺼이 도우면서 함께 공부하는 일, 서

로의 꿈을 공유하며 학교 내외에서 모색하는 일, 교사가 업무 외 시간에도

아이가 원할 시 학업을 지도하는 일, 기관과 지인들이 아이들에게 적은 돈

을 받고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는 행위…. 본 연구에서 학습 촉진요인으

로 검토한 요소들도 이러한 대속적 돌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에서 드러나는 대속적 돌봄의 문화에

서 일종의 존재론적 교육의 지향을 본다(조용환, 2012b). 이것은 초월적

다문화교육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서덕희, 2011). 나와 다른 차이들에 대

해서 민감하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를 존중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나에게 불편과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령처럼 받아들이며 기꺼이

수용한다. 다문화교육 담론은 등장부터 주류집단의 소수집단 억압에 저항

하며 평등을 외쳐왔다(황갑진, 2011).

그런데 이런 지향은 권력자와 피권력자의 공고한 위치는 그대로 이고 그

점유자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또는 같은 선상에 위치하려는 행위다. 오

히려 이보다는 타자와 내가 불균등하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

되 타자의 얼굴을 직면하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솜초에서 관찰하였듯이 돌보는 자와 돌봐지는 대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에서 발견한 대속적 돌봄 문화

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거시적 맥락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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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에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담론이 깊이

들어와 있다(지주형, 2011). 서론에서 말했듯 다문화 담론 자체가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하는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등장했다. 아이들은 “돈을 잘 벌

기 위해서”, “직업을 빨리 얻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공부를 한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국어 능력은 앞서 ‘비교’와 ‘생존’ 관련 해석에서도

보듯이 하나의 ‘자본’으로 치환된다.

다문화 학생들의 삶을 옥죄는 문화들과 마주하며 아이들은 어떠한 대응방

식을 취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교육태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까? 나는 이를 순응, 저항 그리고 창조로 해석했다. 비판적 성찰 없이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학업의 의미를 받아들이며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한국에

서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와 교과 공부를 하는 일은 자신을 둘러싼 기존의

문화에 ‘도구적으로 순응’하는 일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학업에서는 저항적 행위들도 나타난다. 자신이 잘 하는

과목에만 집중해서 입시에 성공하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선택적 집중’

그리고 아예 학업을 ‘포기’해버리는 모습, 이 둘은 태도가 다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일종의 기존 문화에 대한 저항적 실

천이다. 분명히 자신을 기투하고 발버둥을 치지만 여전히 기존의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 하는 모습이다.

순응과 저항의 교육태는 미셸 드 세르토(de Certeau)의 ‘전술’ 개념과 닮

았다(남영호, 2006; 박명진, 2007). 드 세르토는 전략과 전술 개념을 대비시

킨다. 전술은 사람들이 권력자들 장소에 정면으로 맞서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 하지만 권력에 나름의 방식으로 굴절시키며 전유하는 실천

이다. 아이들은 일종의 전술로서 순응태와 저항태를 보인다. 반면 전략이란

주체들이 권략과 맞서서 공간에 힘과 규율을 부과하여 자신의 장소로 만드

는 행위이다.38) 전략은 무엇을 점유하고 창조하는 행위다. 그럼 여기서 권

력자란 무엇/누구일까? 힘은 관계가 있을 때 작용한다. 학교에서 교사에

비해 아이들은 다소 비권력자들로 묘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외연을

넓혀 아이들의 학업생활에서 총체적으로 미치는 권력은 아이들을 일반학교

한국 학생과의 비교 속에서 존재자적 규정을 하는 문화, 한국의 입시문화,

38) 여기서 ‘장소’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앞서 이-푸 투안의 공간과 장소의 구분에 따른다. 



- 111 -

자본주의, 아이들을 인적자본으로 규정하는 담론이 될 것이다.

그런 문화들에 대응하여 내 연구 참여자들이 생성 및 창조하는 행위로 대

속적 돌봄 문화가 재거론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대속적 돌봄 문화는

거창하게 말해서 경제와 시장가치, 교환의 가치로 치환될 수 없는 윤리적

이며 교육적인 문화 창조로 보인다. 교육이 자립이라는 이름 하에 아이 개

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고립시키는 행위이다. 다문화교육이 학

교 문화의 총체적인 개혁을 지향한다면 추구해야 할 문화 중 하나가 관계

적 문화와 함께 대속적 문화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내가 관찰한 다문화

대안학교 외 여타 학교들에서도 특히 대속적 돌봄의 자세, 그리고 누구든

지 언제나 돌보는 자와 돌봐지는 대상의 위치가 전도될 수 있다는 것을 지

각해야 한다(Leach, 1961). 내가 종속을 당하거나 타인을 압제하는 방향

이 아니라 함께 실존적 형식을 모색하는 관계, 이것이 더 함께 살아감을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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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다문화 대안학교 학업생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 장

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들을 약술하고 연구를 통해 내가 학습

한 내용과 못 다한 말들을 정리하며 글의 막을 내리려 한다.

1. 요약

2010년부터 다문화 대안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다문화 대안학교에 대한 국내 연구는 10여 개로 소수이며 아이들의 학업

생활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를 발견하기 힘들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로 이행하면서 어떻게 학업을 구성 및 전환해가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행해지진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학문적 배경과 함께 연구자가 다

문화 대안학교에서 강사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생긴 호기심과 상심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심층적으로 살펴

보고 이들의 문화를 포착하기 위해 종단적 사례연구이자 문화기술지 성격

의 질적 연구 방법을 택했다. 연구 참여자는 나와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학적 배경과 성격, 수업 태도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6학년 학생 6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 2012년부

터 중학교 2학년인 2014년까지의 학업생활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문제는 연구 과정에서 세 가지로 선정했다. 첫 번째는 다문화 대안

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특이성과 총체

성을 읽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이 어

떻게 구성 및 전환해가는지 그 특징들을 밝히려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다문

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교육학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각기 연구

문제에 따른 잠정적 결론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먼저 아이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업생활을 기술하였다. 아이들의



- 113 -

삶을 짧은 글로 정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

이는 특징적 양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준형이는 학교에서 솔선수범

하는 학생이며 드라마 배우로서도 활동을 했다. 중학교는 다솜중과 일반중

에서 수학을 하되 체험학습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다솜중에서 공부하고

있다. 아론은 한국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전 학교에서의 교육과

정 공백으로 인해 수학을 어려워하고 중학교에 가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

을 더 느끼며 공부를 일정 부분 포기한다. 은아는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채로 입학했으나 독하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일반중에 진학해서도 교과목들

을 열심히 학습하고 있다. 영배 또한 은아와 같이 한국어를 못 하는 채 입

학하였고 초등학교 졸업 후 다솜중에서 공부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대성이는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

고 그 후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에서 1년간 수학한다. 이후 일반중으로 전학

가서 공부에 곤란을 겪고 원래 잘하던 중국어 학습에 전념한다. 유리는 초

등학교 때 한국어와 교과학습에 의욕적이었으나 중학교에서 학업 간극을

느끼고 통역사라는 꿈을 꾸게 되면서 한국어와 영어에 집중한다. 하지만 부

모의 갑작스러운 필리핀 이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이어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어떻게 학업을 구성 및 전환

해 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압축적이고 특징적

으로 드러내는 문화적 주제(cultural theme)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행해졌

다. 먼저 아이들의 초등학교에서 학업생활을 드러내는 주제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아이들의 학업은 일반 한국 학생들과의 비교 하에 한국어와 선

행 교육과정 수준이 어떤지 판단하고 “부족한 것”을 메우는 방향으로 구성

되었고 학업 방식은 최대한 “몸으로” 익히려 하는 체험학습을 선호했다.

또한 학교 내외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자율과 자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으

며 학업을 중심으로 개인-가정-학교-사회를 유기적이고 상생적으로 연결

되는 경향도 있었다.

반면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생활은 전환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몇몇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로, 몇몇 학생들은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로

진학을 했으며 이 두 학교들을 오고가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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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학생들과 비교하고 타자들에 의해 비교 당하면서 정체성 갈등을 겪

었고 신체적, 문화적 변화를 통해 또래문화를 더 두텁게 형성해가기도 했

다. 몇몇 학생들은 누적된 교육과정 차이와 요구되는 한국어 수준에 한계

를 느껴 좌절하기도 하고 몇몇 학생들은 체험학습에 더 비중을 두거나 자

신이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중학교에서 억압적이고 폐쇄적

인 관계 및 환경에 맞닥뜨리며 답답해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때는 여러 주

체들간의 도움으로 학업이 상생적으로 행해졌으나 중학교에서는 개인의 몫

과 책임이 커지면서 힘들어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 및 분석 과정을 바탕으로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생

활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학적 함의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다

문화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한국 학생의 정태적 이

미지보다 열등하게 여겨지는 학업 문화를 한계를 지적했다. 그리고는 아이

들 각각의 구체적인 삶과 상황 속에서 학업이 때로는 생존태 및 실존태로

드러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은 나름의 시공간의 경계를 생성하고 와해하면서 학업을 구성하고

전환하는 ‘경계적 존재’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

의 학업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돌봄의 양상을 시혜적 돌봄, 관계적

돌봄, 대속적 돌봄으로 구분하며 다문화교육 맥락에서 대속적 돌봄의 문화

를 창조할 필요가 있음을 공언했다.

2. 결론

연구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본다. 다문화 학생

과 다문화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 막연히 궁금해서 현장에 발을 디뎠던

순간, 다문화교육 수업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몰라서 좌절하던 순

간,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답을 찾고자 다솜초에서 머문 4년. 그 기간

동안 아이들과 주 교사 그 외 여러 학교 구성원들은 정말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내게 내주었다. 그들의 학업생활을 글로 잘 담아내지 못해 못내 미

안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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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 대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답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이미 앞

에서 논했다. 따라서 결론에서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나는 이 절에서 오히려 내가 연구를 통해 학습한 바를 이야기하고

싶다. 내게 연구의 과정은 내내 학습의 과정이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나

는 아이들과 대화를 자주 깊게 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예

컨대 연구를 하기 전에 나는 은아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있거나 책 서랍에

몰래 다른 교과책을 넣고 문제를 풀고 있으면 무작정 혼냈다. 하지만 연구

를 시작하면서 은아가 얼마나 집안일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

면 저럴까라고 하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연구를 하기 전에는 다문화교육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에 골몰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교

육은 아이들의 삶과 문화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

다. 아이들 각자의 삶이 어떠한 문화적 교차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 변증법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다문화교

육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느꼈다. 다문화교육을 교과 중 하나의 범주

가 아니라 시시각각 견지해야 하는 교육 접근으로 볼 것으로 관점이 전환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도 일반중과 다문화 중등

대안학교를 오가면서 학업을 때로는 전략적으로 때로는 전술적으로 구성해

가는 모습을 보며 학습자의 주체성에 대해 더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연구를 하기 전에 다문화 학생들만 모아서 학습을 한다면 아

이들을 오히려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

각은 내가 아이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대해 간과한 것에서 비롯했다는 점

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은 경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학습을 해갔고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타자와 함께, 상생적으로 해나가는 학습의 힘에 대해 알게 되

었다. 아이들은 서로의 잘 하는 면과 부족한 면에 대해 민감히 지각하고

존중하며 학습을 했다. 그리고 내가 만난 다솜초 교사들은 헌신적으로 아

이들을 돌보았다. 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아이들의 성장

에 대해 고민하는 면모를 보았다. 중학교에 가서 이처럼 연대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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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해질 수 없을 때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이는 공부는 혼

자서 하는 활동으로 여기고, 학교를 권력 기관으로 무게를 두고 살펴본 내

기존의 생각을 전환하게 했다. 또한 아이들의 학업생활에서 드러난 관계적

돌봄과 대속적 돌봄의 양상은 내가 추후에 교육의 장면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야 할지 가르쳐주었다. 오랜 기간 연구 현장에 머물고 이를 적로 재

현하면서 좌절을 겪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기에 힘을 얻을 수 있었

다. 여러모로 나를 가르쳐 준 연구 참여자들과 현장에 다시 한 번 감사하

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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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ment support for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s began in

2010. However, there have been less than 10 researches done on

alternative schools, and it is rather difficult to find holistic studies

that delve into the academic lives of the students. In particular,

there are no researches done regarding a student’s transition from

elementary school to middle school, and how s/he has to construct

and transform his or her schoolwork. Through these social and

academic issues, I began working as a part-time instructor at an

alternative school, and the experiences I gained there enabled the

commencement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 method used was an in-depth observa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students, which included ethnographic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The selected research participants were six

6th grade students that had already established a rapport with me,

and had various demographic backgrounds, personalities, and

attitudes in class. The full-scale study period was from 2012 to

2014(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2nd year of middle school).

A total of three research topics were chosen: (1) examining the

academic lives of the students to identify each student’s specificity

and totality; (2) analyzing how each student’s schoolwork was

constructing and transforming as they moved onto middle school;

and (3) exploring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each student’s

academic lives. The tentative conclusions reached for each topic

follow in the next paragraph.

First, I observed and documented the academic lives of the six

students during their times at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Although there are obvious limitations in describing each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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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 through a short piece of writing, their observed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Joon-hyung likes to lead by example and even

performed as a child actor for a drama. He currently attends Dasom

Middle School and a regular middle school and places value on

participatory learning. Aaron has no problems communicating in

Korean but due to a curricular gap from his previous school, he has

difficulties in math, which placed further burden on his coursework

that led to him giving up certain sections of his studies. Eun-ah

entered elementary school without knowing Korean at all but

worked hard to improve her Korean and is diligently studying at a

regular middle school. Young-bae also started school without

knowing any Korean and is currently preparing to transfer to

regular school while attending Dasom Middle School. Dae-sung

focused on improving his Korean during elementary school and went

on to study for one year at an alternative middle school after

graduation. He then transferred to a regular middle school but faced

academic adversity and is now concentrating on his

already-proficient Chinese. Yuri was originally very motivated in

elementary school in improving her Korean and her studies in

general, but after an academic gap in middle school, she aspired to

become an interpreter and focused on improving her Korean and

English. However, her parents abruptly moved to the Philippines and

she was forced to leave Korea.

Next, I focused on analyzing how each student’s schoolwork was

constructing and transforming as they went onto middle school. The

analysis was based on uncovering the specific cultural themes of

each student’s academic lives. First, 4 themes were presented

regarding the students’ academic lives at Dasom Elementary School.

Their previous curriculums were compared to those of regular

Korean students, and their coursework was then composed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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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heir deficient areas. The students’ preferred educational method

was mainly participatory, hands-on learning. The students were

very sensitive about each other’s’ differences and diversity. There

was evident respect for each other’s autonomy and a tendency to

systematically and cooperatively link their academic lives to an

“Individual-Family-

School-Society” chain.

The students’ academic lives transformed as they entered middle

school. The participating students either went on to regular middle

schools or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s(in some cases, going

back-and-forth from each school). The students compared

themselves, and got compared to regular Korean students by others,

and ultimately experienced identity conflicts, and through physical,

and cultural changes, their peer culture became fortified. A few of

the students became discouraged due to the cumulative effects of a

differing educational system and their limitations in the Korean

language, and a few of them focused more on participatory learning

or on subjects they were already proficient at. Furthermore, the

oppressive and closed relationship/environment frustrated the

students. The students also faced hardship transitioning from

elementary school, where they had various support for their

learning, to middle school, where they realized their individual

responsibilities had increased.

Through the analytical processes and documentations described

above, I concluded that there are three pedagogical implications to

be gained by examining the academic lives of the students attending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s. Firstly, I noted a problem in which

the alternative school students felt inferior compared to Korean

students as they had a static image of Korean students being

“perfect”. I then presented that in their various situations and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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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 the students’ coursework often showed up as either “survival

formation” or “existence formation”. Secondly, I noted that the

alternative school students are liminal beings generated and

deconstructed the boundaries of space and time, to construct and

transform their coursework. Finally, I classified the formation of the

caring relationship as either favor-doing, relational, or at times,

through sacrifice. I presented that in multicultural alternative

education especially, a culture of caring relationships through

sacrifice must be formed amongst the students.

Keywords: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alternative school student,

academic life, constructing and transforming the academic

life, qualitative research

Student ID#: 2011-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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