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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개 개방 이후 국 사회 반에 걸쳐 진행된 도시화, 공업화, 시장화는 

농 에 잠재되었던 잉여 노동력(剩余劳动力)을 도시로 이끌었다. 이에 따라 

도시의 농  유동인구(流動人口)가 끊임없이 증가하여 “민공조(民工潮, 농

의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는 풍조)”가 발생하 다. 민공조는 비단 농민공

에게 향을 끼치는 데 그치지 않고,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에도 향을 끼

쳤다. 이 같은 변화는 농민공 자녀의 인격 형성과 미래 사회에서의 역할에 

향을 끼쳤다.  

  한편 국 정부는 농  노동력 유동에 한 제한을 없앴지만, 이원(二元) 

사회 구조 하에 형성된 각종 장애 요인으로 농민공  그 자녀들은 정치, 

취직, 취학 등의 분야에서 제한받고 배척당하는 등 부정  향을 경험하

고 있고, 이 같은 요인들은 농민공 자녀의 정상 인 사회화를 방해한다. 이

처럼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복합 인 양상을 띰에 따라 이에 한 

다면 인 분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도시에 유입된 농민공 자녀들이 처한 사회 환경이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과 사회  계 네 가지로 귀납되는 데 주목하 다. 

이 네 가지의 부분에 한 분석과 각 부분 간의 상호 계의 분석을 통해

서, 농민공 자녀의 학교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도시 자녀의 사회화에 

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 농민공 자녀가 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드러내었고, 더 나아가 그들이 사회에 응하기 한 책을 

제안하 다.

주요어: 사회화, 농민공, 농민공 자녀, 농민공 자제학교

학  번: 2012-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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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 경

  1958년 1월 9일, 국인 상 회(全国人大常委会)가 《 화인민공화국호

구등기조례(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를 반포하면서, 국만의 특색을 

가진 엄격한 호구 리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로부터 농업 호구와 비농업 

호구로 구분된 도농 이 구조는 나날이 강화되었으며, 이후 실시된 식량 

공 , 주택 제도, 교육, 취업, 노인복지, 결혼, 출산 등에 한 일련의 조치

들은 농  인구의 도시 유입을 제한하 다.

  하지만 국의 개 개방 이후 국 사회 반에 걸쳐 진행된 도시화, 공

업화, 시장화는 농 에 잠재되어 있던 잉여 노동력(剩余劳动力)을 도시로 

이끌었고(신동윤, 2006), ‘농 의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는 풍조1)’를 래하

다. 이 같은 흐름은 2004년 국 공산당 앙 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

이 제시한 1호 문서에서도 명확하게 지 되어 있다: 농 의 잉여 노동력이 

비농업산업과 성진(城镇, 도시)을 향해 이되는 것은 공업화와 화의 

필연  추세이다. 농민들이 잇달아 도시로 들어가 취업함으로써 농민 소득

의 증가가 진되었고, 한 농업과 농  경제 구조 조정, 성진화(城镇化, 

도시화)의 발 을 진하여 도시 경제와 사회 발 을 진하 다(정깡(郑

钢)，똥원지(董文杰),2014:53).

  한편 민공조는 산업 구조 개편으로 농업 수요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불가

피한 상이기도 하다. 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2000년 국 농  인구는 

9.28억 명이고 그  농  노동력은 4.8억 명이다. 매년 새로 증가되는 농

 노동력은 략 700만에서 800만 명 정도이다. 반면 격한 공업화와 

화에 따라 농업 분야에 필요한 노동인구는 1억~1.5억 명 수 에 불과하

다. 따라서 2억~2.5억 명 정도의 농 의 잉여 노동력을 도시로 유입시키는 

1) 민공조(民工潮)는 (개 개방 정책 이후 나타난 사회 상으로) 농 의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는 풍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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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리우친, 똥홍(刘沁，董红, 2014). 

  이처럼 농업 인구의 과잉과 공업 노동자 수요의 증가에 따라 농민공이 

증가하면서, 농민공과 함께 온가족이 도시로 옮겨 가는 상이 늘어났다. 

특히 부모를 따라 도시로 유입된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 유동인구의 상당수

를 차지하게 되었다. 띵 시우(띵 시우(丁明秀),2012)는 2000년 제 5차 

국 인구 조사 결과 국 유동인구(流動人口)가 이미 1억 명을 과하 으

며, 그  만 18세 이하의 아동들이 체 유동인구(流動人口)의 19.37%를 

차지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국에는 약 2000만 명의 농민공 자녀들

이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에서도 농민공 자녀들의 상당수가 도시에서 생활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 국가통계국의 2013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국 농민공은 2.68억 명이며 이  농  유출 노동력은 1.66억 명(약 61%)

에 달한다. 특히 온 가족이 도시로 이동한 농민공은 351.95만 명으로, 2013

년 재 부모와 함께 도시에 들어온 6~14세의 의무교육 단계 취학연령 아

동이 약 1277만 명에 이른다. 2011년 베이징 교육 원회에 따르면, 베이징 

내의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농민공 자녀는 47.8만 명으로, 상당수의 농민공 

자녀가 도시로 유입되었음을 보여 다(스창후이(石长慧),2014). 

  최근 20년간 농민공은 국의 경제발 에 지 한 공헌을 하 다. 농민공

의 도시 유입은 국의 산업 구조 조정을 진하 으며, 농민공의 수입이 

농 으로 환원되면서 도농 격차 한 어들었다. 이 밖에도 농민공은 도

시의 기간시설 구축에 참여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 에 힘을 보태며 

도시의 화를 진하 다. 

  서양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 의 농민들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집을 마련

할 수 있었다. 한 지인과 동등한 법  권리 그리고 사회 복지 혜택을 

림으로써 차 지인과 동등한 취업 기회, 교육 기회와 사회  지 를 

향유할 수 있었다.

  재 국의 농민공은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집단이면서도 시민이라면 

려야 하는 기본 권리를 릴 수 없는 상황이다( 시앤쭈오(範先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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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가장 기피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오히려 가장 은 보수를 받는다. 

심지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들은 매년 각종 행정 서류를 

발 받기 해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도시 서민이 리는 실업 구제 

 최  생활 보장, 의료 보장 등도 받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도시의 주변부로 려나 있는 실정

이다. 국가 인 차원에서 농민공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는 인 조치를 

취하 지만, 아직까지 농민공과 련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앤

쭈오(範先佐), 2012). 그 다면 그  부모를 따라 농 에서 도시로 진입하는 

아이들에게 도시의 생활은 어떠한가? 재의 성장 환경이 그들의 미래의 

발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인가? 이 문제에 하여 쩡쥔시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 정치학자의 미국 사회에 한 이민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민 1세 와 비

교하여 이민 2세 의 심리와 행동에는 한 변화가 발생하 다. 이민 1세 는 

이민 유입지(流入地)에서 각종 차별 우를 느 지만, 그 자체로 이민 이 의 상

황보다는 개선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지(轉入地)의 다른 주민들과 완

히 같은 권리나 지 를 릴 것을 기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민 2세 는 아버

지 세 의 생활수 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입지(轉入地)의 일반 인 주

민들과 그들이 리는 일반 인 생활, 그리고 지  상의 격차를 비교  크게 체

감하 고, 이로 인하여 심리 으로 더 많은 차별감과 박탈감을 경험하 다(쩡쥔

시아(曾俊霞), 2012).

  도시로 들어간 농민공 자녀의 성장에 있어 도시생활은 상당히 큰 비 을 

차지한다. 심지어 일부 농민공 자녀는 도시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 세 와 같이 단지 도시에서 잠시 머무르며 수시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통합된 진정한 도시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농민공 자녀들은 고향에 남아 있는 아이들과 비교하 을 때 도시생활을 했

다는 경력이 하나 더 있는 것뿐, 고향에 남아 있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

는 것이다. 부모 세 의 신분, 직업, 경제  여건  문화 수  등 여러 가

지 요인의 제한되기 때문에 농민공 자녀 의 다수는 도시 발 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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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는 것에 그치고 만다. 다시 말해 농민공 자녀들은 

교육 여건, 생활수 , 취업 등 모든 방면에 있어 도시 자녀와 비교할 수 없

는 것이다. 게다가 일정 부분 차별과  편견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더군

다나 이 연령의 아이들은 부분 심신 발육과 사회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변화 가능성이 크고 모방성이 강하며, 환경과 상호 작용을 통해 자

아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에 한 인식을 발 시켜 나간다. 이처럼 사회 환

경은 아이들의 사회화 성공 여부에 한 향을 끼치며, 어떤 사회화 과

정을 거치는지가 개인의 일생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다. 따라서 농

민공 자녀가 도시에서 정상 인 사회화를 경험하여 순조롭게 주류 사회에 

융합되고, 미래의 사회발 에 응하는 등의 문제들은 수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의 미래와 계될 뿐만 아니라, 국의 미래 인  자원 수 의 향상

과 계되어 화와도 계되며,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과도 계된다.  

2.  연구문제

  1978년 12월 국 개 개방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가 끊임없이 가속화됨

에 따라 량의 농  잉여 노동력이 생계와 경제  발 을 해서 도시에 

유입되었다. 상술한 연구 배경을 보면, 재 농민공 유출 노동력은 매우 빠

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부모와 함께 도시로 들어온 의무

교육 단계에 있는 농민공 자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집단의 

특수성과 규모는 사회의 범 한 심을 불러 일으켰다.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에서 겪는 사회화는 그들의 인격 형성과 미래의 발 에 직 인 향

을 미치고, 이는 앞으로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 그 기에 농민공 자녀의 도시에서의 사회화 황에 해서 연구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 시에 유입된 농민공 

자녀를 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화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응을 진시

키기 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사회 련 시스템에서 재 그들의 사

회화 황과 문제 , 그리고 장애요소를 분석하고 책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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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공 자녀의 학교교육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농민공의 자녀의 교육상황은 도시 자녀와 어떻게 상이한가?

3 .  연구방 법   차

가 .  연구방 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문제’에 한 연구를 진행

하기 하여 농민공 자녀와 사회화에 한 반 인 이론  내용을 고찰하

면서 양  연구와 질  연구를 활용하 다. 구체 인 연구 방법으로는 설

문지법과 참여 찰을 활용하 다.

 

1) 참여 찰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일 인 설문조사에서 오는 부족함을 보완하기 해서 

참여 찰방법을 사용하 고, 이에 따라 연구자가 개별 농민공 자녀, 도시의 

아이, 학교 교사  가장을 으로 찰하고 면담하여 깊이 있는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 다. 참여 찰은 ‘면 ’과 ‘ 찰’에 의존한다는 속성이 있

고, 연구 장에서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생활방식과 의식, 감정, 신념 등과 

같은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Shaffir, W., & 

Stebbins, R. A. (Eds.). 1990) 본 연구에서는 참여 찰을 통해 연구 상황을 

이해하고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문제에 한 자료를 자연스럽게 수집할 수 

있었다. 농민공자제학교에 해 조사를 진행하고,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

의 수업상태, 과외활동  주말 휴일에 진행되는 활동에 해 상세히 찰

했다. 그럼으로써 농민공 자녀의 가정  구체 인 생활환경까지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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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조사하고 알아볼 수 있었고, 이러한 자료에 문답식 방문 인터뷰와 서

술식 방문 인터뷰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연구자는 사 에 방문 

인터뷰의 흐름을 설계하여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 으며, 방문 인터뷰 과정 

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연구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는 

방식으로 보다 자세한 서술을 요구하 다,

 2) 설 문지법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 시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문제를 연구하기 해서 

설문지법을 활용하 다. 베이징 시의 2014년 가을 입학 통계에 따르면, 도

시 내의 의무교육을 받는 등학생은 총 16만 575명이다. 그 에 도시로 

입한 농민 자녀는 총 4만 8172여명이다.2) 2013년에 도시로 입한 농민 

자녀는 43만 3700만 명으로, 그  공립 · 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0

만 359만 명이다. 심의 허가를 받은 간이 민  · 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은 10.56만 명이고3), 농민공 자제학교에서 받아들인 ‘임시 거주 아동’이 

체 농민공 자녀의 70%를 차지한다. 비록  시 에서 도시로 입한 농민

공 자녀를 모집하는 · 등학교의 구체 인 수를 정확하게 통계하기는 어

렵지만, 조사에 따르면 지 까지 베이징 시에 있는 간이학교(簡易學校)가 

총 200개교이고, 그  조양구(朝阳区)에 60개교, 하이띠엔구(海淀区)에 20

개교, 다싱구(大兴区) 40개교, 창핑구(昌平区) 40개교, 퉁 우구(通州区) 30

개교, 태구(丰台区)에 10개교가 있다.4) 인력과 물자  시간의 제한 때문

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한 학교들은 모두 베이징시의 문화지역(하이띠엔구)

에 치한다. 도시의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문제에 한 연구를 진행하기 

하여 하이띠엔구 명원학교(明圆学校), 하이띠엔구 행지실험학교(行知实验

2)신화망(新华网, 2014, 6, 17). http://news.xinhuanet.com/edu/2014-06/17/c_1111176439.htm 에서  검색.

3)신경보(新京报, 2014, 6, 8). http://www.med126.com/tcm/2014/20140608060001_826568.shtml 에서  검색.

4)신화망북경타공자제교육문제조사분석북경시통계국(北京打工子弟教育问题 查分析北京 统计局, 

2013).<모택동사상화 국특색사회주의리론체계개론>실천보고(毛泽东思想和中国特色社会主义理论体

系概论>实践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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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校)의 두 농민공 자제학교5)  하이띠엔구에 있는 베이징석유부속 등학

교(石油附属 学北校区), 베이징 하이띠엔구 도행지 등학교(北京 海淀陶

行知 学)의 두 공립 등학교를 선정하여 조사하 다. 이 네 학교의 5, 6

학년 에서 무작 로 한 학 씩을 뽑아 그  일부 학생에 해 설문조사

를 진행하 다. 한 학생들을 모아서 집 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

여 설문지를 각각 한 학생에게 보내고, 그 학생에게 조사 목 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 다. 그리하여 문항들을 하나씩 차례로 설명하 고,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이 있을 때 손을 들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추가 설명

을 진행하 다. 

  연구용 설문지에는 자유응답식, 다지선택법, 택일식, 등 식, 평정척도 형

식, 조합비교법 등 다양한 구성방식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자유응

답식과 평정척도 방식을 사용하 다. 자유응답식은 응답자가 작문 는 문

장완성형으로 응답하도록 설문 문항을 작성하는 방법이고, 평정척도 방식

은 연구자가 미리 정해 놓은 척도에 응답자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질문구성 

방법이다. 평정척도 구성법은 연구변인을 동간척도 이상의 변인으로 만들

어 놓아 고도의 통계학  기법을 활용하는 데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도시에 입한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 사황, 

존하는 문제와 장애 요소를 자유응답식  평정척도식 설문지법을 활용하

여 조사하 으며, 그들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사회 련 시스템에 해당

되는 학교생활 응, 생활 만족도 등에 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 다.

  설문지는 총 120부를 배포하여 118부를 회수하 고(회수율: 98.3%), 그 

 유효한 설문지 102부를 상(유효율: 85%)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결과 유효한 표본 102명의 성비는 남학생은 53명(51.9%), 여학생 49

명(48%)으로 비슷하 다. 가정배경도 체로 비슷했는데, 도시의 농민공 

자녀는 55명(53.9%)이었으며 도시 자녀는 47명(46.1%)이었다. 재학 인 

학교 유형도 농민공자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46명(45.1%), 도시 공립학

5)농민공 자제학교는 교육부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농민공 자녀들을 받아 교육하는 일종의 무허가 

사설학교이다.



- 8 -

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56명(54.9%)으로 비슷하게 응답하 다.

나 .  연구 상

  본 연구는 인력과 물자  시간의 제한 때문에 엄격하게 표본을 추출하

지 않고 연구 상을 실시한 학교들은 모두 베이징시의 문화지역(하이띠엔

구)에 치한다. 명원학교(明圆学校), 행지실험학교(行知实验学校)의 두 농

민공 자제학교와 농민공 자녀의 입이 가능한 석유부속 등학교(石油附属

学), 도행지 등학교(陶行知 学)의 두 공립 등학교를 포함하여 모두 4 

개교를 상으로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두 농민공 자제학교  하나인 명원학교(明圆学校)는 공립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의 입학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해서 

1995년 6월 12일 설립된 학교이다. 2003년 9월 1일에 학교설립허가증이 교

부되어 명원학교는 베이징 시의 첫 번째 합법 인 농민공자제학교로 인가

되었다.  다른 농민공 자제학교인 행지실험학교는 1994년 9월 1일에 건

립된 학교로, 2003년 12월 10일 베이징 시에서 련 조례를 반포해 하이띠

엔구에서 행지실험학교에 학교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 베이징 시의 합법

인 농민공 자제학교로 인가하 다. 

  이 외에 인가받지 않고 운 되는 농민공 학교들은 ‘무허가’학교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학교들이 갑자기 폐교되었을 때 이런 학교에 다니던 학생

들의 학을 받아드릴수 있는 공립학교로 학한다. 농민공의 자녀의 교육

상황은 도시 자녀의 사회화에 한 비교 연구를 진행 하기 하여 농민공 

자녀들의 입할 수 있는 공립학교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그  하

나인 석유부속 등학교는 1967년에 건립된 학교로 하이띠엔구의 학원로에 

치하고 있는 모범 등학교이다. 한 베이징 하이띠엔구의 도행지 등

학교는 해방 기에 건립된 학교로, 하이띠엔구 북오 등학교(海淀區北塢

學)가 신이고 2008년 10월 9일에 도행지 등학교라는 교명(校名)으로 

농민공 자녀를 해 건립되었다. 이 학교는 국 최 의 교육학자인 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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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陶行知)6)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으며, 재 이곳에서 받아들인 농민공 

자녀 수가 체 학생의 반 이상에 이른다. 석유부속 등학교와 도행지

등학교의 두 공립 등학교에서는 농민공 자녀의 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업료나  교육  우 등에 있어서도 농민공 자녀를 베이징 시민으로 

등록된 학생과 동등하게 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와 같은 4개 학교의 5, 6학년  

무작 로 한 학 씩을 뽑아 그 의 일부 학생에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

하 다. 학생들을 모아 집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 고, 각 학생에게 설

문지를 한 부씩 나 어주고 조사 목 을 설명한 후 문항을 하나씩 차례로 

설명하면서 조사를 진행하 다. 그리고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이 있

을 시 손을 들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었다. 인터뷰 상

은 주로 교장, 교사, 학교 물자 리 담당자, 학생( 등학교3학년생부터 

학교3학년학생, 일부분은 이미 농민공자제학교(農民工子弟學校)를 졸업한 

학생)  학생부모이다. 방문 인터뷰 과정에서 두 농민공 자제학교 학생을 

우연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여 별도의 인터뷰를 행하 다.

6) 중국의 교육가로 민간교육운동에 헌신하여 창조적인 형태의 학교를 개설하였고, 공산당원을 옹호

하며 많은 혁명청년을 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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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1] 학교의 치

 

 출처: google map. 

(A:행지실험학교(行知实验学校)  B:베이징 하이띠엔구 도행지 등학교(北

京 海淀陶行知 学) C:명원학교(明圆学校) D:베이징석유부속 등학교(石油

附属 学北校区)

A:행지실험학교(行知实验学校)의 치

  출처:  baidu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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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베이징 하이띠엔구 도행지 등학교(北京 海淀陶行知 学)의 치

  출처:  baidu map

C:명원학교(明圆学校)의 치

   출처: google map. baidu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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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베이징석유부속 등학교(石油附属 学北校区)의 치

   출처:  baidu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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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자료  수집         

 

[그림Ⅰ-2] 연구 차

    

본 연구에서는 [그림Ⅰ-2] 와 같은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자녀 사회화 문제, 농민공 자녀들의 실태를 악하기 한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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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보고서, 학술논문, 인터넷 자료 등의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한 

다음, 도시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문제에 하여 농민공의 자녀의 학교교

육에서 나타나는 문제  교육상황을 심으로 검토하 다. 한 문헌자료 

조사에 기 하여 설문조사  인터뷰 상을 선정하고 비 질문 목록을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들을 심으로 학교

에서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한 후 방문 일정을 잡았다. 

  첫째, 1차 비 연구조사는 2013년 7월 부터 목표설정을 하여 2014년에 

진행하 다. 2014년 1월부터 연구 진행 기간 동안 연구자는 국 베이징에 

거주하며 베이징 시 하이띠엔구에 있는 농민공 자제학교 2개교(명원학교와 

행지실험학교)에의 방문을 시작하 다. 방문은 2014년 1월 말부터 2월 말

까지 약 25일간 이루어졌다. 인터뷰 에는 면담자의 동의를 받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 으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찰·

면담기록을 작성하 다. 인터뷰 과정 에 추가 인 질문거리가 생기면 연

구 상자들과 화 인터뷰  온라인 화를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

다.

  둘째, 1차 비 연구조사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고, 2차 연

구조사를 한  설문지를 작성하 다. 1차 연구조사 당시 작성하 던 내용

에서 범 를 더 축소하여 질문이 더 정교해지도록 노력하 으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 2차 인터뷰를 진행하 다. 2차 연구조사에서는 1차 연구조

사 에 명원학교와 행지실험학교의 두 농민공 자제학교를 선정하여 연구

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농민공 자녀의 입을 받을 수 있는 석유부속 등

학교와 도행지 등학교의 두 공립 등학교를 연구 상으로 추가하고, 농

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한 문제

들을 살펴보기 하여 설문지  인터뷰 질문 목록을 만들었다. 2차 연구

조사는 국 베이징에서 2014년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하 다. 본 연

구에서 베이징에서 방문 인터뷰를 진행한 면담 명단은 표Ⅰ-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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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 연구참여자 명단  면담내용

소 속

성 별 / 직

업

(성 씨)

연령 / 출

신

면 담 일 자/

시 간
면 담 내 용

하이띠엔구(海淀區) 엔

(圓明園) 씨루(西路) 

허베이씬일쟈(河北新營甲)

남/교장 

(장 모)

50 /

산동성 

2014.02.20

12:00

학교생활

주변 환경

하이띠엔구(海淀區) 엔

(圓明園) 씨루(西

路) 허베이씬일쟈(河北新

營甲)

남/경비 

(이 모)

40

/산동성

2014.02.20

12:00
주변 환경

하이띠엔구(海淀區) 엔

(圓明園) 씨루(西

路) 허베이씬일쟈(河北新

營甲)

남/자 업

(이 모)

30

/허베이

성

 2014.02.20

6:00
가족 상황

하이띠엔구(海淀區) 엔

(圓明園) 씨루(西

路) 허베이씬일쟈(河北新

營甲)

여/무직

(장 모)

30

/허베이

성

2014.02.20

4:00
가족 상황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등5학년

남/학생

(유 모)

10

/산동성

2014.02.20

5:00
외지인  자아의식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등6학년

남/학생

(이 모)

10

/하남성

2014.02.20

28:00

가족 상황

외지인  자아의식

공부의 극성

생활 목표

학교생활 응

수업과정

과외 생활

학교생활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등2학년

남/학생

(박 모)

10

/쓰촨성 

2014.02.20

10:00

교사  학교생활 

농민공자제학교의 

수업과 

고향에서의 수업

학교 체육수업

학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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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별 / 직 업

(성 씨)
연령 / 출신

면 담 일 자/ 시

간
면 담 내 용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직업기술학교1학년(졸업

생)

남/학생

(진 모)

10

/후난성 

2014.02.20

9:00

농민공 자제학교 

졸업 후의 상황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등4학년

여/학생

(장 모)

10

/허베이성

2014.02.24

22:00

가족상황

외지인  

자아의식

과외 생활

장래 기

학 생활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등6학년

여/학생

(하 모)

10

/안후이성

2014.02.24

14:00

교사의 능력

학교수업

학 생활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2학년

여/학생

(이 모)

10

/뚱베이성 

2014.02.24

5:00
생활목표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등1학년(고향학교)

여/학생

(장 모)

10

/쓰촨성

2014.02.24

11:00

생활목표

고향학교 상황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슈퍼마켓(졸업생)

여/ 매원

(유 모)

10

/허베이성

2014.02.24

15:00
취직

하이띠엔구(海淀區)

행지실험학교(行知实验

学校)

등6학년

여/학생

(이 모)

10

/하남성

2014.09.20

24:00

학교생활

학교  

도시생활 응

교사 계

부모 계

하이띠엔구(海淀區)

행지실험학교(行知实验

学校)

등5학년

남/학생

(진 모)

10

/안후이성

2014.09.21

14:00

학교생활

학교  

도시생활 응

교사 계

부모 계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국어교사

남/교사

(진 모)

40 /

산동성

2014.02.20

18:00

교사상황

교사월

부모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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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별 / 직 업

(성 씨)
연령 / 출신

면 담 일 자/ 시

간
면 담 내 용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생활교사

여/교사

(유 모)

30

/충칭성

2014.02.20

11:00

학교에 온 목

학교생활

학생상황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어  컴퓨터교사

여/교사

(이 모)

20

/안후이성

2014.02.20

16:00

학교교육

학교생활 

하이띠엔구(海淀區)

명원학교(明圆学校)

수학교사

여/교사

(장 모)

50

/하남성

2014.02.20

12:00

부모상황

학생상황

부모  학생 

계

하이띠엔구(海淀區)

(行知实验学校)

국어교사

남/교사
40

/하남성

2014.09.20

13:00

교사 계

학교교육

학교생활 

하이띠엔구(海淀區)

(行知实验学校)

어교사

여/교사 30

/충칭성

2014.09.21

21:00

 교사 계

부모 계

 

라 .  자료  분 석

  이 연구는 양  연구와 질  연구를 병행하여 베이징 시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자료 분석은 주로 통계분석과 사례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 연구에서 가장 요한 것은 수집된 자료를 올바르게 분석해내는 것

이다. 바른 분석을 시도하기 해서 연구자는 연구 문제와 연구 내용을 바

르게 설명해 낼 수 있는 바른 통계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 조사

연구는 얻어진 자료를 해석하기 해 빈도분석에서부터 차이검증, 상 계

수 추정까지 다양한 통계방법을 활용하 다. 얻어낸 자료가 서로 다른 수

의 척도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SPSS 12를 사용하여 자료를 

통계처리하 다.

  자료 분석은 자료의 구체 인 부분과 추상 인 개념 사이, 귀납  추론

과 연역  추론 사이, 그리고 서술과 설명 사이처럼 립되는 측면을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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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복잡한 과정이다. 즉 자료 분석은 자료로부터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례연구의 자료 분석은 자료를 집약 이며 

체 인 에서 서술하고, 한계를 정한 범  내에 있는 단일 단 에 해 

분석하는 것이다(Webster, M.(2006)).

  이 연구는 도시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사회화 문제에 한 비교 연

구이기 때문에 사례 내 자료 분석과 사례 간 자료 분석을 모두 진행하

다. 사례 내 자료 분석에서는 먼  각 사례 자체가 포 인 사례로서 다

루어진다. 그러기 해 연구자는 각 사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인들이나 

요한 정보, 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한 자

리에 모아 검토하 다. 이와 같이 각 사례에 하여 자료 분석을 한 후 사

례 간 자료 분석을 시작하 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다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도시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문제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각종 서와 학 논문, 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를 심으로 사회학  

과 심리학  , 교육학  에서 보았을 때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에 

어떤 문제 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학  에서 도시의 사회 

환경에서 살아가며 향을 받는 농민공 자녀에 한 사회화의 향을 분석

하여 농민공 2세 의 수입, 거주 지역, 도시 사회에서의 차별 우 등에 

한 주  인식과 이에 해 사회화가 발휘하는 역할을 지 하 다. 한 

농민공 자녀의 사회  인정, 세  간의 취업 차이, 사회 배척과 사회 응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농민공 자녀의 생활 상태를 반 으로 알아보았다.

  둘째, 심리학  으로 다량의 설문 조사와 개별 인 방문 인터뷰를 

통해 농민공 자녀가 사회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 요소와 이런 요인들이 

그들의 심리에 어떠한 향을  수 있는지를 드러내었다. 한 가정 내에

서부터 농민공 자녀들이 이미 일정 정도 유동인구(流動人口)로서의 인식을 

형성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 이런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지가 연구의 주된 목 이다.

  셋째, 교육학  에서 농민공 자녀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교육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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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습 응, 가정교육 문제  도시에 입함으로써 겪게 되는 교사 

계 등의 향을 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 분석의 결과와 인터뷰 녹취록에 기 하여 비교 분

석의 틀을 구성하 다. 도시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문제 특성을 악하기 

해 내용분석연구의 연구과정을 만들었는데, 수집한 모든 문헌자료와 인

터뷰 녹취록  기록 등의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분석 항목에 따라 자

료를 분류하고 분석하 다. 

  유동아동의 교육상황  생존환경에 한 의견조사는 여러번 시도되었으

며 유동아동의 교육과 환경에 한 기본 인 정보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단치응용,량홍(段成荣,梁宏),:2004). 하지만 그들에 한 심도 깊

은 사회화 문제와 노동자제학교를 결합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학

교는 청소년이 사회화되는 요한 기구 의 하나이며, 유동아동과의 인터

뷰를 통하여 그들의 실상을 탐색하는 연구도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

려하여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이와 같이 도시 농

민공 자녀의 사회화 문제에 한 분석을 마친 후에 사례 간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 다. 그리하여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를 심으로 비교하고 차이

을 밝힌 후 원인을 분석하 다.  통계분석과 사례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

으로 이러한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한 후 원인에 하여 책을 제안하 고, 

자료의 해석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까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4 .  용 어  정 의

가 .  농민공 자녀 

  농민공 자녀의 정의는 ‘유동인구자녀(流動人口子女)’, ‘유동아동(流動兒

童)’의 정의와 비교  비슷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농민공 자녀를 주로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동아동은 연령 가 6-14세( 는 7-15세)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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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부모들 혹은 기타 후견인과 함께 도시나 그 유입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습 능력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가리킨다(<유동 아동소년 취

학 임시 책 규정(流动儿童 年就学暂行办法)>)(호 보오(侯玉波), 2013).

나 .  사회 화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차 독특한 개성과 인격

을 양성하고, 생물인(生物人)에서 사회인(社 人)인으로 환되어 사회 문화

를 내면화하고 역할  습득을 통해 차 사회생활의 과정에 응하는 것을 

가리키며, 개인의 일생을 통하는 장기  과정이다(정항성(郑杭生), 2014).

다 .  농민공 자제학교

  농민공자제학교는 지리  치와 그 환경으로 인해 최 에는 <움막학

교> 혹은 <오두막학교>라고 불렸다. 그 후에는 <간이학교>, <농민공자제

학교>, <유동아동학교>, <민공자제학교> 등으로 불렸다. 학교의 설립자는 

보통 <농민공자제학교>라 호칭한다 (장빠 오팡(張寶方), 2010). 재 악

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명칭에 하여 명확히 통일된 명칭이 없으며 

<유동아동소년입학임시실행법>의 련규정에서는 호 제도의 제한과 도시 

교육 자원의 부족 하에 개인 혹은 단체가 투자하여 설립하여 농민공 자제

들을 문 으로 모집하는 학교라 하 다. 이번 연구에서는 <농민공자제학

교>라는 호칭을 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하 다. 90년  부터 도시로 들

어와 취직을 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자제들도 따라서 도시로 들어

오게 되었다. 하지만 호 제도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제들의 교육에는 일정

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자구책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정규 이면서 소규모 인 학교를 운 하기 시작하 다. 그 후 학생의 증

가와 그로 인해 얻는 경제  이익으로 인해 같은 종류의 학교가 무수히 많

이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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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치는 다수의 유동인구가 집된 도시와 농  경계 지역에 치

하 고, 학교의 규모는 차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 히 도시의 공립학

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 학교의 설립자는 

도시로 들어와 창업한 농민공이 다. 하지만 재는 설립하는 사람들이 늘

어나고 있는데 외부도시의 농민, 교사, 상인, 지시민,  공립학교를 퇴직

한 교사  교사단체 그리고 자본력이 있는 인사 등이 있다. 본문은 주로 

개인이 설립한 <농민공자제학교>에 하여 연구를 할 것이다. 이 학교들

은 이미 실질 으로는 도시의 기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

의 심사비 을 받지 못해 없어질 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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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 경

1.  농민공과 유 동 인구의 형 성

가 .  개 방  경 제와  국 근  경 제의 발 달

  일반 으로 국의 개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계획 경제 체

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환이 하나이며, 폐쇄 인 농업사회

에서 개방 인  도시화 사회로의 환이 다른 하나이다.

  개  개방 정책으로 진된 국의 공업화는 도시의 발 을 가속화하

다. 경제 발 으로 인해 도시의 노동력으로는 노동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

여 인구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었고, 제도 인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유동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그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 건설의 수요가 증하 으

나, 도시의 노동력만으로는 건설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 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많은 농민 건축 기업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정부에서 정책을 

통하여 도시 기업에게 자주권을 부여하 다. 자주권을 갖게 된 기업은 노

동력 사용제도를 활성화하여 외부 농민들을 계약공, 임시공, 도  등의 형

식으로 채용하 고, 이로써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한 개인 사업에 

한 규제가 완화되어 외부인들도 도시에 포를 열고 노 을 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시받았던 산업들( 통시장, 상업, 수공업, 요식업

등)이 다시 주목 받게 되었고, 많은 유동인구가 이 업종으로 취직하 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풍요로워짐에 따라 문화산업, 교육산업, 산업이 발

달하 는데, 이 역시 많은 유동인구가 생겨난 원인이 되었다(한지아 링 (韩

嘉 玲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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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노 동 인구와  유 동 인구의 형 성    

  1980년  개  개방 정책 이후 경제 발 을 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농

민이 도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호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이는 농 의 잉

여 노동력이 도시로 들어오는 데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 다. 1985년에 비

호 인구의 이동이 격히 증가하 고, 1988년 이후로는 규모의 민공조

(民工潮)7)가 나타났다. 농민공들의 맹목 인 도시 유입이 도시 리 문제

나 농  노동력의 부족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국가 차원의 

우려가 확산되었다. 경제의 과속성장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구조  모순이 

심각해지고 사회의 수 불균형화가 심해져 1989~1991년에는 국가에서 농민

공 리정책으로 <긴 통지>, <농민공의 맹목 인 유동을 통제하는 통

지>를 실행하게 되었다( 시앤쭈오(範先佐), 2012). 인구학  에서 보면 

국에서 격히 증가한 유동인구는 도시화와 공업화의 과정에서 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발달된 지역으로, 농 에서 도

시로 임시 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를 가리킨다. 이러한 상은 세계 각

지의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공통 인 특성이다(리우친, 똥홍(刘沁，董

红), 2014).

  유동인구는 체류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장기  유동인구’와 ‘단

기  유동인구’로 나  수 있고, 그 목 과 원인에 따라 공무형 유동인구와 

문화형 유동인구, 사회형 유동인구, 경제형 유동인구, 맹목  유동인구, 

간형 유동인구로도 나  수 있다. 유동인구는 국경제와 사회에 많은 

향을 끼치는데, 이  국의 도시화와 공업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유형은 장기 인 경제형 유동인구이다. 이 유동인구의 주체는 주로 농 의 

잉여 노동력이고, 생계를 도모하기 해 취업을 목 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북경시 유동인구 상 여 책 연구(北京 流動人口現狀 策

研究), 1995),

7) 민공조(民工潮):(개 개방 정책 이후 나타난 사회 상으로) 농 의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는 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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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국 인구 유동의 특징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나타났던 이동 패턴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수백 년 동안 국 

인구는 주로 남방에서 북방으로 이동하 지만, 80년  후반에는 동남해안

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에챠오,런 앤,주루후아,얜후안( 月橋，任遠，朱

茹華，嚴歡), 2014). 그러면서 소도시가 격하게 발 하 고, 인구가 은 

지역으로 개발이 이되어 인구가 집되었다. 이처럼 인구 유동 유형과 

체제가 변화하면서 정부에 의한 계획  이 보다 개인에 의한 자발 인 이

 비율이 상승하 다. 한 공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기 한 유동인구가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90년 에는 보다 규모의 장거리에 걸친 이 과 유동 형태가 나타났다. 

80년 에는 도시와 인근 농 간의 단거리 이동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90년

에서는 성과 구 사이, 즉 서부지역의 농민이 동부지역의 ·  도시로 

장거리 이동하 고, 그 규모도 커지게 된 것이다. 

  국의 유동인구에 한 통계를 보면 그 속도가 매우 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82년 ‘3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국에서 1년 이상 

타지에 상주하는 유동인구가 657만 명이었지만, 1990년 ‘4차 인구조사’에서

는 2,135만 명으로 상승해 약 3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후 2000년 

‘5차 유동인구 표본조사’에서는 유동인구가 총 1억 229만 명으로 격히 증

가하여 ‘6차 유동인구 표본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2억 6139만 명으

로, 2000년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리우 얜꾸앙 (劉彥廣 ), 

1995). 인구 련 청의 측에 의하면 1995년에 국의 유동인구는 약 8

천만 명이었고, 그  치안 기 에 등록된 임시 거주 인구는 4400만 명이

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 거주 인구의 부분은 농 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었다.

  1984년에는 농업 잉여 노동력이 약 9485만 명으로 1억 명에 가까웠다. 

1994년에는 2억 명을 넘어섰고, 2000년에는 3억 명에 이르 다고 추측된다

(리롱스 (李榮時 ), 1996). 이처럼 농업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하 고, 개  개

방 이래 국의 유동인구가 격히 증가하 다. 이 많은 유동인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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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 에 지극히 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정에도 요한 문

제가 된다. 연령으로 보면 과거에는 임시 거주 인구  노인과 아동(14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인구)의 비 이 30% 지만, 재는 그 비 이 20% 이

하로 어들고 있다(장칭우(張慶五), 1993). 이처럼 유동인구는 주로 15

세~34세의 청년층과 년층이인데, 유동인구의 취업 범 와 종사 산업을 

살펴보면 8000만의 유동인구  농민공이 부분으로, 체의 3/4인 6000

만 명에 달한다(리우즈청(劉志澄). 1995). 그  국유기업에 취직한 인구는 

20%이며 도시의 민간 기업에 취직한 인구는 약 13%, 자 업을 하는 인구

는 약 12%이다. 향진기업(鄕鎭 業)8)이나 도시 단체 사업에 취업하거나, 

독립 는 합작하여 자 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모두 10% 정도이다(조우수

리앤 외(周叔蓮等), 1996). 이 에서 약 50%는 공업과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요식업에 취직한 인구도 약 15%를 차지한다. 일부는 경 리와 

기술 작업에 종사하지만, 약 70%에 이르는 다수의 노동력은 일반 인 

노무, 즉 소  말하는 노동직에 종사한다.

  유동인구의 문화구성에서 보면 다수가 농민이므로 교육 수 이 낮은 

편으로, 학력이 , 학교 정도이다. 북경의 유동인구  졸 이상은 2%

이고 고졸은 10.1%, 등학교 졸업자는 48%, 학교 졸업자는 28%를 차지

한다. 문맹이거나 반문맹인 인원도 9.1%나 된다. 이에 비해 국의 농  

인구 에서 문맹이나 반문맹은 22.2%, 졸은 45.1%로 총 67.3%나 된다. 

유동인구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5.6%로, 부분의 농  인재들이 외지로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우양쉬에메이(歐陽雪梅等), 1996).

다 .  자녀 교육의 공백 과 해 결  방 안

8) 국의 개 개방운동에 따라 1978년부터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육성되기 시작한 소규모 농 기업.

향진기업은 집체소유제를 말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06&cid=43659&categoryId=43659 네이버 지식백과,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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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공들이 량으로 도시로 들어옴에 따라 정부도 이를 주목하게 되었

다. 농민공의 이동은 처음에는 개별 인 이동이었으나 차 온 가족이 이

동하는 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보장조치의 결핍으로 인한 농민공 

자제들의 교육문제가 차 부각되었다.

  1995년에 교육부는 수많은 농민공 자제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연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다. 1994년 4월 국가 교육 원회에서는 <도시 

유입 인구  령기 아동  소년의 입학방법(시행)>을 반포하여 유입지

의 정부가 농민공 자제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 고, 북경과 

상해 등의 성과 시에서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98년 3월 국가교육 원회와 치안부는 <유동아동 입학 임시시행법>을 반

포하여 유동인구자녀가 호 소재지에 보호자가 없는 조건하에 유입지에서 

입학할 수 있게 하 다. 상술 조항  방법은 수많은 농민공 자제들이 학

교에 입학하는 것을 승인하 지만, 구체 인 실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많은 농민공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과정에서 퇴, 학 등의 

여러 문제를 겪게 되었다.

  2001년 앙정부에서 제출한 <국무원의 기 교육개 과 발 에 한 결

정>에서는 유동아동이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요시하고 유입지역에

서 리하여 공립 , 학교 주로 여러 방법을 취하고 법에 따라 유동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라고 강조하 다. 이는 국무원

에서 처음으로 유입지 정부가 수많은 농민공 자제들의 입학에 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03년 9월 국무원사무실에서는 교육부 등의 6개 부처가 <발 된 도시

에 들어와 취직하는 농민공 자제의 의무교육을 개선하는 의견>에서 도시

에 들어와 일을 하는 취업 농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9년간의 의무 교육 보  정도를 지 수 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을 규정하 다. 1998년 <유동아동 입학 임시시행법>에서는 ‘체험 학습’

을 유입지 정부의 유동아동에 한 ‘ 수’라고 개정하고 학비 문제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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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용’을 통일하여 기존 지 학생과 동일하게 할 것을 규정하 다. 

  2006년 1월 국무원에서는 <농민공의 문제해결에 한 몇 가지 의견>에

서 5개의 문건을 반포하여 농민공 자제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 고, 농민공 자제의 의무교육을 지 교육 발

 계획과 교육 산 경비에 포함시키도록 하 으며, 공립 , 학교에서 

농민공 자제의 입학을 수하고 실제 재학 인 학생 수에 따라 학교공용

경비를 지불받아야 한다고 규정하 다. 한 도시공립학교가 농민공 자제

를 지학생과 학비 리 면에서 동등하게 우하여야 하며, 체험학습비용

과 기타 비용을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 다. 같은 해에 < 화인민

공화국 의무교육법수정안> 제 2장 12조에서는 명확하게 ‘비 호  소재지에

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부모 혹은 기타 법  보호자가 있는 령기 아동이

나 소년에게 지 정부에서는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 다. 농민공 자제들이 유입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인 보장이 생긴 것이다.

  한 2010년 <국가 장기 교육 개 과 발 의 개요 2010~2020>에서는 

유입지 지역 리 주로 공립 등학교와 학교에서 농민공 자제들이 평

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은 

후 지에서 졸업과 입학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하 다.

  2012년 양회 기간 동안 농민공 자제들의 취학문제 해결책에 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농민공 자제들에 한 교육정책의 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공 자제들의 교육문제가 차 개선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

가 이 문제에 해 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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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의 농민공 자녀

  

가 .  도시  농민공 자녀 의 개 념  

  농민공은 농  호 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에서 2차 산업 혹은 3차 산

업에 일하는 농민 집단을 말한다. 앞에 언 한 것과 같이 농민공 자녀의 

개념은 ‘유동인구자녀(流動人口子女)’, ‘유동아동(流動兒童)’의 정의와 비교

 비슷하다. 과거의 연구 에서 '도시의 농민공 자녀'에 한 개념은 주

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유동 아동소년 취학 임시 책법(流动儿童 年就学暂行办法)> 규

정에서는 유동아동을 6-14세(혹은 7-15세)이며 부모 는 기타 후견인과 

함께 도시나 그 유입지에서 임시 으로 6개월 이상을 거주하는 학습 능력

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학자 한지아 링 (韩 嘉 玲 )의 연구9)에 따라 유동아동을 4 가지로 

나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도시에 유입되어 일하거나, 심지

어 바로 도시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농 에 남아있는 ‘유수아동(留守儿童, 부모는 도시로 나가서 

일하고, 아이 혼자 농 에 남아 할머니나 고향집에 남아있는 

친척들과 함께 사는 아이들)’으로, 어른이 되어서 도시로 들어

가 부모에게 의탁하는 경우이다. 

 어렸을 때 농 에서 매우 짧은 기간 머무른 후 도시에 와서 

등학교를 다니고, 호  제도의 제한으로 ·고등학생 때 다

시 농 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들이다.

 아버지가 도시로 나가서 일할 때 따라갔다가, 나 에 농 에서 

시험을 통과한 후 도시로 돌아와 학을 다니는 아이들이다.

9) 한지아링(韩嘉玲: 2002, 2011, 2013, 2014)을 참고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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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일부 학자는 직 으로 농민공 자녀를 유수 농민공 자녀(留守农

民工子女)와 도시 농민공 자녀로 나 다. 유수 농민공 자녀(留守农民工子

女)는 농 에서 생활하고 부모를 따라 도시에 유입되어 생활하거나 취학하

지 않은 농민공 자녀를 가리킨다. 반면 도시의 농민공 자녀는 부모를 따라 

도시에 유입되어 생활하고 취학하는 농민공 자녀를 말한다(리 리 (李明丽), 

2010).

  본 논문은 도시의 농민공 자녀를 연구 상으로 하여 연구의 필요에 따라 

도시의 농민공 자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도시의 농민공 자녀란 도

시 호 이 없으나 도시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도시에 들어가거나 도시

에서 출생하여 재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0-18세의 아이들이다. 본 논

문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한 때문에 주로 5학년과 6학년 학생을 조사 상

으로 선정하 다.

나 .  도시  농민공 자녀 의 사회 화 에 한 선 행 연구

  도시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에 한 연구는 사회학  과 심리학  

, 교육학  의 3 가지로 나  수 있다.

  먼  사회학  의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스 홍 춘 (스 홍 춘 (石红春),  2006)은 계림시(桂林 )에 있는 4개교에 한 

조사를 통해 농민공 자녀가 도시에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데 유리한 조건과 

존하는 문제를 분석하 다. 그리고 농민공 자녀들이 가정, 학교, 동년배 

집단에서 겪는 문제들에 한 책을 제기하 다. 자오시앙리(자오시앙리(赵

向利), 2006)의 연구에서는 우선 유동 아동의 교육 사황에 도시 아동과 유

의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가정하 다. 그 다음 설문조사의 방식을 통

해 성격과 행동 특성, 생활 기능, 생활 목표, 사회 계, 자아인식 등의 항목

별로 유동아동의 사회화 황에 하여 고찰한 후에, 최종 으로 도시 농

민공 자녀의 사회화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가정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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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유동 아동 사회화에 능동성의 충분한 동원’ 등의 조치를 제안하 다.

  리우친와 똥홍(리우친·똥홍(刘沁·董红), 2014)은 농민공 자녀가 농 에서 

사회화를 경험할 때 직면하게 되는 환경과 도시에서 사회화를 경험할 때 

직면하게 되는 환경을 자세히 비교하여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에서 사회화

를 경험할 때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 다. 주 리 나 (주 리 나 (朱丽娜), 

2008)는 농민공 자녀들의 반 인 도시 응 상황, 가정 응, 학교 응, 

사회 문화 환경에의 응 상황에 하여 고찰하 으며, 응 과정 에 나

타나는 몇 가지 문제를 열거하고 해결책을 제기하 다. 

  에챠오, 런 앤, 주루후아, 얜후안( 에챠오, 런 앤, 주루후아, 얜

후안( 月橋，任遠，朱茹華，嚴歡), 2014)은 농민공 자녀가 사회에 응하

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일부 제도  요인과 비제도  요인을 탐구하고, 이

에 한 구체 인 해결책을 제시하 다. 제도  요인으로는 호  제도의 

제한, 완 하지 않은 교육 제도, 부족한 사회 보장제도 등이 있으며, 비제

도  요인으로는 ‘경농(轻农, 농업을 경시함)’의 사상, 외지인에 한 편견, 

그리고  매체를 통한 농민공에 한 부정 인 선  등이 있다. 장 앤

앤(장 앤 앤(张元元),2014)은 사회학  으로 유동인구(流動人口)의 

자녀의 교육에 한 국가 지원시스템, 집단 지원시스템, 개인 지원시스템의 

황과 문제 들을 상세하게 분석하 다. 리에얜핑(리에얜핑(雷艳萍), 2011)

은 농민공 자녀가 도시에 완 히 융합되기 해서는 경제 인 보장제도의 

공평한 시행 외에 정신  측면의 융합을 시해야 하며, 특히 개인의 심리

가 재의 도시 내 주류 가치나 도덕  념 등에 부합되는지에 을 두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하여 그는 윤리학  에서 농민공 자녀가 

사회에 응하는 과정 에 겪는 ‘도덕 이 ’과 ‘도덕 마이 스 이’ 문제

를 연구하 다. 그리고 농민공 자녀의 도덕 마이 스 이를 방지하기 

하여 실행할 수 있는 책을 제안하 다. 

  심리학  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도시의 농민공 자녀에 해 설문

조사 혹은 심층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여 결론을 얻어낸다. 농민공 자녀는 

도시에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많든지 든지 모두 일정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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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겪는다. 

  마오이지앤(마오 이지앤 (茆怡娟 ), 2010)은 유동아동이 도시의 약소 계층

으로, 경제 인 여건과 교육 여건에서 일정한 규제를 받으며 일련의 심리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그는 주로 다음과 같은 6 

가지로 표 하고 있다: (1) 학습 동기가 부족하며 과학기술이나 창의성에 

한 의식이 낙후된다. (2) 심리 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거나 감을 가

지고 있다. (3) 행동이 산만하고 쉽게 무리를 짓는다. (4) 열등감에 쌓여  

감정 으로 민감하고 취약하다. (5) 귀속감이 없다. (6) 상 으로 괴 한 

편이며, 력 능력이 비교  떨어진다. 

  주홍, 리우얜진, 천리앤(주홍, 리우얜진, 천리앤(朱虹，刘延金，陈练), 

2013)은 농민공 자녀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세 가 나타내는 심리  자

아 가치를 보호하려는 경향하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연령의 도시 아동들과 

다르고, 고향 래들과도 다른 인격을 형성한다고 하 다. 동시에 그들은 

객 으로 우월한 ‘선천 (先赋性) 지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 경쟁 

사회에 응하는 ‘성취(自致性) 지 (achieved status)’도 부족하다. 그리하

여 쉽게 건강하지 않은 한계 인격(边际人格)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장시우친(장시우친(张秀琴), 2014)은 자신이 편집한 유동아동 신분 인정 

련 설문지와 아이젠크(Hans J. Eysenck)의 인격 설문지로 항 우(杭州), 

닝보(宁波)와 원 우(温州) 등 세 도시의 5,197명의 유동아동에 하여 연

구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유동아동은 비교  조, 긴장, 우울, 괴 함, 무리를 떠남, 고집

스러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종 자극에 지나치게 강렬하

게 반응하거나 가라앉히기 힘들고,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며 심지어 일부 아이들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나 동물에 한 

인간 인 감정이 부족하다.(장시우친(张秀琴), 2014)

  마지막으로 교육학  에서는 이와 련된 연구가 주로 의무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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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유동 아동 교육정책, 유동 아동의 가정 교양 문제 그리고 농민공 자

녀의 공립학교 응 등의 분야에 집 된다. 교육의 평등과 련하여 루

이캉 ( 루 이캉 (潘 瑞 康 ), 2010)은 사회학  시각으로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

제를 분석하 다. 그는 농민공 자녀의 교육 문제가 교육 평등의 차이를 표

하는 것이라고 지 하 는데, 구체 으로 말해서 교육 기회가 출발 에

서부터 불평등하며, 과정의 불평등과 규정의 불평등도 포함한다고 하 다. 

게다가 이런 불평등은 사회 인 약자일 경우 다음 세 로 승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한 높은 수 의 사회  심이 필요하며, 동시에 정

부, 지역사회, 학교와 가정의 력을 통해 농민공 자녀에게 수한 교육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

  원이(원이(文艺), 2013)는 국 도농 이 구조의 향, 교육 재정 리 

제도의 제약, 학교 입학 조건의 제한의 원인이 도시 농민공의 자녀가 입학

하기 어려운 문제를 래하 으며, 이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 상을 가져

왔다고 한다. 정부는 반드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교육 평등의 발 을 진해야 한다. 왕지에, 꾸오쉬에 에

(왕지에, 꾸오쉬에 에(王 ，郭雪悦), 2012)은 국의 농민공 자녀 교육에 

여러 가지 사회 배척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낸다. 주로 문화 념 배

척과 교육 기회, 교사, 교육교학시설 등의 자원 배척을 다루었고, 농민공 

자녀 교육에 한 각종 사회 배척을 제거하기 한 주요 책을 제기하

다. 즉, 호  제도 개 을 강화하고, 합리 으로 공공 교육 자원을 할당하

고, 정부 리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가정 교양과 련하여 꽁 원(꽁 원(龚 雯 ), 2007)은 문화에 응되는 정도에 

따라 농민공 자녀 가정교육의 환을 이해하 다. 그는 농민공이 도시의 

가정교육 모델에 비해 가정교육을 받는 정도와 농  가정교육 모델을 포기

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여 연구하 고, 이에 따라 도시에서 농

민공의 자녀 가정교육의 기본 방식을 알아보았다.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민공 자녀에 한 가정교육이 도시 가정교육의 장 을 더 많이 받아들이

도록 함으로써 다음 세 가 더욱 빠르게 도시에 융합될 수 있다.   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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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앤 ( 샤 오 리 앤 (范 晓 莲 ), 2014)은 도시생활에 응하는 과정에서 농민공

이 재사회화의 과정을 겪어 그들의 자녀도 ‘이  사회화’를 겪었다고 지

하 다. 그래서 농민공 가장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종종 도시생활에 해 

경험이 부족해서 어 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놓이지만, 아이들도 도시에 

들어간 후 부모에 한 태도가 변하기 때문에 결국 긴장 계를 형성하고, 

이것이 자녀의 성장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범효연은 참여식 연구의 방식을 

도입하여 재를 통해 친자 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환경을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 쑨 원종 (쑨 원종 (孙文中), 2013)은 

샤먼시(廈門 ) 북쪽 교외지역의 농민공 가정에 한 분석을 통해 개인과 

사회 두 방면의 요인으로 인하여 농민공 유동 자녀의 가정교육에 있어 교

육 환경, 교육 방식 등등의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사회사업의 이념과 문 방법을 반 한 운용으로 농민공 유

동 자녀의 가정교육을 지도하고 도움을 다.

  유동 아동의 취학과 련하여 후앙샤오잉(후앙샤오잉(黄晓赢), 2011)은 

유동인구(流動人口)  그들의 자녀에 한 거 한 교육 수요가 존재함을 

지 하 다. 그러나 의무 교육 체제와 호  제도  교육비용 등 각 분야

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의 자녀에 한 교육 황이 낙 이지

는 않다. 유동인구를 표하는 약소 계층의 교육 주변화 문제가 날로 부각

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교육 평등 의식의 주변화에서 나타난다. 그는 한 

어떻게 합리 이고 민첩한 하나의 유동 교육 체계를 건설할 수 있을지에 

한 정책 제안을 하 다. 시앤쭈오( 시앤쭈오(範先佐), 2011)는 학생, 

가장, 교사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게 재 국 유동인구 자녀들의 학

교 교육 황을 분석하 다. 그리고 재 유동인구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해

결하는 두 가지 기본 방법에 해 연구와 평가를 진행하여 문제에 상응하

는 책을 제기하 다. 

  진 삐(진 삐(金宇 碧), 2007)은 창 우시(常州 )의 한 유동아동 학교를 

사례로 연구하 는데, 사례 학교의 경 자, 리자, 교사, 학생 그리고 가장

의 상태를 모두 기술하여 유동아동들이 교육을 받는 상황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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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면의 요인을 연구하 다. 마지막으로 유동아동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는 목 을 가지고 있는 제안과 책을 제기하 다.

  이와 같이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에 한 연구를 3가지 으로 고찰하

다. 첫째, 사회학  에서 도시 환경이 도시로 들어가는 농민공 자녀

의 사회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신세  농민공이 주 으로 인식하

는 수입과 도시에서 치, 도시 사회의 차별 우 등이 사회화에 해 가지

는 역할을 지 하 다. 한 농민공 자녀의 신분 인정과 세  간 취업 격

차, 사회 배척과 사회 응 등의 분야를 탐구하여 도시의 농민공 자녀의 

생활 상태를 면 으로 알아보았다. 둘째는 심리학  으로 량의 설

문지와 개별 사례방문 인터뷰를 통해 농민공 자녀가 사회화 과정에서 만나

는 장애 요소와 이런 요인들이 그의 심리에 어떠한 향을  수 있지를 

드러내었다. 한 도시의 농민공 자녀가 유동인구로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에 가정에서부터 일정한 정도의 문제가 나타났다. 연구의 은 이에 

해 어떤 책을 취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 셋째, 교육학  

으로 농민공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교육의 평등과 학습에 응하

는 문제, 가정교육 문제  도시로 들어가서 학교에 다님으로써 교사와 학

생들에게 가져오는 향 등을 집 으로 분석하 다.

3 .  농민공 자제학교의 형 성 과 발

가 .  농민공 자제학교의 출

  1992년 제 14차 삼 회(三中全会)10)와 등소평의 남방담화에서 국 사

회주의 경제체제의 개 목표가 확립되었다. 시장경제체제가 발 함에 따라 

국 정부는 부족한 도시 노동력을 해결하기 해 인구유동 정책의 제한을 

완화하여 많은 농민공들을 도시로 끌어들 다. 농민공의 자제들 한 부모

10) ' 국공산당 앙 원회 체회의'를 인 말. 삼 회는 매 기마다 있지만 다른 특별한 제시가 

없을 경우 국의 1992년에 개최한 국 공산당 제13기 앙 원회 3 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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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농민공자제의 교육문제도 

차 으로 실화되었다. 농민공들은 수입이 기 때문에 자녀가 지의 

공립학교에 다닐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 다. 그 기 때문에 

그들은 상 으로 교육비가 렴한 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

해 농민공 자제만을 한 농민공 자제학교가 차 늘어나게 되었다. 최

의 농민공 자제학교의 설립 주체는 농민공이었지만, 이윤을 추구하기 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도 농민공 자제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

다.

  물론 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공립학교와 유사할 수는 없었다. 

이 시기는 국이 ‘두 개의 기본11)’을 추진하고 ‘두 개의 면12)’을 구체화

시키는 요한 시기 다. 하지만 국의 교육 자원은 아직 의무교육의 수

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속히 늘어나는 농민공 자제학교에 해 구체

이고 문 인 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농민공 자제학교에 한 

련된 정책들을 통해 정부가 농민공 자제학교에 해 취하는 입장을 어느 

정도 살펴 볼 수 있다. 1992년 < 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실행에 한 

세부 규정> 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반드시 지방의 인민정부

가 직  설치 운 하거나 어도 비 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실시 세칙(中華人民共和國義務教育法實施細

則), 1992).

  1996년 <도시 유동인구  령 아동  소년 취학방법(시행)>에 따르

면, 유입지, 구인민정부(區人民政府)의 비 을 받은 기업이나 사회단체 그

리고 개인은 이 법에 따라 농민공 자제를 하여 학교 혹은 학 을 설립할 

수 있다. 유입지의 인민정부는 할 행정구역에서 규정을 반하여 불법으

로 학교를 운 하는 것에 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강제로 학교를 폐교시

킬 수 있게 되었다(성진 유동인구  령아동, 소년취학 법(城鎮流動人

11) 9년의 기본교육과 비문해율 낮추기.

12) 교육방침을 실행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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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中適齡兒童、 年就學辦法), 1996). 이는 정부가 지방정부에 권력을 이양

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농민공 자제학교의 리에 한 자유 재량권을 얻

은 것이다. 1996년 <도시유동 인구  령기 아동, 소년 취학방법(시행)>

은 농민공 자제가 지방정부가 비 한 농민공 자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1997년 <국가 교육 원회  의무교육단계의 학교설립 규

범>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간이학교나 농민공 자제만을 모집하는 학

교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 다. 조건을 갖춘 농민공 자제학교는 합법 인 

학교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차 농민공 자제학교

의 상업화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학교의 설립 조건

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비 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지방 정부의 주도하에 

학교 설립 과정  설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교는 폐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  농민공 자제학교(農民工子弟學校)의 변 화 와  발  (19 9 8 년~ 재 )

  

  지방 정부가 늘 농민공 자제학교에 해 허용 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제한 정책으로 인해 학교의 수가 어들어 농민공 자녀의 교육에 

한 사회문제가 두드러졌다.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농민공 자녀들은 학업을 

그만 두거나 다른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 으며, 이는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매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 농민공 자제

학교가 나름 로 국 인민들의 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에서 이

런 문제는 사회 인 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매체의 

주목과 학자들에 의한 학술 연구는 정부에 농민공 자제학교에 한 정책을 

재고할 수 있는 충분한 이론  근거들을 제공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유동아동 교육문제를 더욱 요시하여 < 국아동발

개요(2001-2010)>에서 이를 다루면서 장애아동과 고아, 유동인구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취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

다( 국아동발 강요(中國兒童發展綱要), 2001, 2010). 그리고 유입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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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와 공립 · 등학교 주의 ‘두 개의 심’ 정책으로 유동 아동에게 

다른 아동들과 평등한 우와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주로 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유동아동소년취학잠행 (流動兒童

年就學暫行辦), 1998). 2003년 국무  시무청에서 교육부는 <도시로 들어온 

농민공자제의 의무교육을 최 화하는 의견>을 달하면서 도시로 들어와 

취업하는 농민공의 자녀를 해 학교 건설을 도시 기 시설 건설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정부에서 되도록 빨리 설

립조건과 심사기 을 제정하여 이 일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 다. 이를 통

해 기 에 맞는 학교를 제때 심사하여 비 하고 기 에 맞지 않는 학교는 

기한을 지정해 다시 심사를 받게 하 다( 어진일보주호진성무공취업농민

자녀의무교육공작의견(關於進一步做好進城務工就業農民子女義務教育工作意

見), 2003).

  2009년 <교육부의  등학교· 학교의 규범  학교설립 행 에 한 

지도와 의견>에서는 도시와 농  학교의 건설과 개조 계획을 실시하여 합

리 으로 학교의 분포를 기획하 고, 쉽게 폐교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방지

하 다(교육부 어당 가강 소학 리규범 학행 지도의견(教育部關於當

前加強中 學管理規範辦學行為的指 意見), 2009). 이런 정책은 국가가 농민

공자제의 입학문제를 해결하려 함과 동시에 농민공 자제들의 교육받을 권

리를 하여 농민공 자제학교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근함으로써 농민공 

자제교육 문제의 해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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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사례:  명원(明園) 농민공자제학교(農民工子弟學校) 

사례 분 석

1.  사례 연구조 사 배 경

  본 연구에서 조사한 베이징 명원(明圓) 농민공자제학교는 하이띠엔구(海

淀區)의 엔  (圓明園) 씨루 (西路) 허베이씬일쟈 (河北新營甲) 231

번지에 치하며, 제5순환도로 쌰오쟈허치아오(肖家河橋) 서북쪽에 있다. 

이곳은 형 인 도시와 농 의 경계구역이고 호 인구는 4,000명 후이

며 외래 유동인구가 4만명에 가깝다. 말하자면 유동인구가 호 인구의 10

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4만명의 외래인구는 여러 방면으로 취업하고 있다. 

이들은 융, 컴퓨터, 건축, 가정부, 자 업 등 여러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베이징의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 

  명원(明圓)학교는 지난 1997년 외래노동자 짱꺼진(張歌真)에 의해 설립

된 베이징 최 의 농민공자제학교이다. 6년 뒤 베이징시는 조례를 반포해 

명원학교를 하이띠엔구의 합법 인 농민공자제학교로 인가했다. 2003년 

재 명원학교는 베이징 지역 내 여러 분교를 운 하고 있다. 학년 구성은 

비 등학생반  등학교 6년 과정, 학교 3년 과정으로 이 지며, 모

든 학년 과정에 총 500명의 학생이 재학 이며 교사는 26명이 재직 이

다. 학생의 부모는 체로 취업을 해 외지에서 베이징으로 이주한 사람

들이다. 부모의 호 은 허베이 (河北), 허난(河南), 산동(山东), 안후이(安

徽), 쓰촨(四川), 뚱베이(东北) 성(省) 순이다. 농민공 가정의 수입은 일반

으로 낮은 편이다.

  교장 짱꺼진(張歌真)에 따르면, 명원(明圓) 학교의 신은 ‘무공경상자제

학교(務工經商子弟學校)’으로, 1995년 6월 12일 베이징시 원명원(圓明園)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무공경상자제학교의 시작은 짱꺼진 교장이 베이징 시

로 이주해오면서 겪었던 불편함에서 비롯했다. 1995년 당시 국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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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등학교들은 원주민 인구의 호  비율에 따라 학교를 설립했다. 따라

서 그 당시에도 20만이 넘었던 유동인구들은 북경시의 공립 등학교에 자

신의 자녀를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은 짱꺼진 교장에게도 외 없

이 용 으며, 이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는 자신의 아이와 20만 명의 농

민공 자녀를 해 원명원(圓明園) 내부에 ‘무공경상자제학교(務工經商子弟

學)’를 설립했다고 한다. 교명(校名)은 일주일 후에 명원(明圓)학교로 개명

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명원의 학교 운 은 주로 학생들이 학기마다 납부하는 100여 안의 학

비로 충당되며, 정상 인 운 을 해서는 500명의 학생이 필요하다. 명원

학교는 재 3개의 분교를 운  인데, 이  하이띠엔 분교에는 200여명

의 학생밖에 없어 1년에 2,30만 안의 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지칭쫭 분

교와 차오앙 분교의 재학생이 각각 1,500여명, 1,000여명에 이르므로, 명원

학교는 학교 운 을 지속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는 실정이다. 

  학교를 설립한 지 이미 20여 년이 되었지만 명원학교의 교육 여건은 그

리 만족할만한 수 은 아니다. 심지어 항간에는 베이징 시 하이띠엔구의 

교육 원회가 이례 으로 심사 기 을 낮추어 명원학교를 비 했다는 말이 

돈다고 한다. 워낙 많은 수의 농민공 자녀 학생들이 있으므로, 베이징시에

서도 이들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명원학교의 목표

는 3-5년 안에 학교 교내 설비를 정상화하고, 교사진의 질을 높여 종국에

는 공립학교 수 에 가까운 농민공자제학교로 발 시키는 것이다.

2.  농민공자제학교(農民工子弟學校)에서의 유 동 아 동  사회 화  

가 .  개 인의 사회 화  과정 에서 농민공자녀 (農民工子女 ) 가 정

  아동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정교육은 요하다. 하지만 부분의 농민

공자녀들은 가정교육에 의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첫째로 농민공들은 열

악한 경제  환경 탓에 자녀의 가정교육을 요시 하지 않는다. 다수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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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들은 소득이 낮고 수입이 불안정하다. 게다가 일부 가족들은 둘 이상

의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농민공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에 

해 제한 으로 투자하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 이 져야 할 문화 교육이 

부족하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농민공자녀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물어본 이 있지만 아이들한테 책을 사  은 없다고 한다. 그들

은 때때로 아이들을 데리고 베이징의 있는 천안문 장, 만리장성 등 베이

징의 상징 인  명소로 놀러가는 것이 부분이고, 아이들을 서 (書

店)이나 문화궁(文化宫)13)에 데리고 간 이 거의 없거나  없었다. 심

지어 부모들은 아이한테 동아리에 참여하라는 말도 없었다.

  두번째로는 유동인구의 부분은 싼 임 료를 고려하여 추한 좁은 집

에서 거주하므로, 아동들은 학습을 한 물리 인 공간을 제공받기 어렵다. 

일부 가족의 아동들은 식탁에서 숙제를 한다. 농민공 아동들을 둘러싼 사

회 인 환경도 아동들의 학습을 지지하기에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농민

공 가정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이 지며, 이들은 우리가 

일반 으로 생각하는 사회 하층의 직업을 구한다. 이런 복잡한 사회환경은 

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향을 끼치기 어렵다. 동시에 이는 가정교육의 효

과에도 향을 미친다. 일부 가족의 부모는 자신의 문화소질에 제한을 받

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과학 이며 성공 인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 는 

농민공 부모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알

지 못한다. 심지어 일부 부모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기 일을 하느라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상 하지 않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농민공 부모들

도 가정 교육에 있어서 취약 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농민공 가정

은 비싼 공립학교 는 사립학교 입학 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 따라서 그

들은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사회  지 를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농민공들은 교육 수 이 낮으므로 자녀들에

13) 규모도 크고 설비도 비교  잘 갖추어진  문화 활동 센터. 일반 으로 화 ·강당·도서  등

이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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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좋은 가정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 시앤쭈오(範先佐),2012). 그 기 때문

에 여건이 좋은 농민공 부모들도 자녀의 교육을 학교 교육에만 의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실 농민공 부모 부분은 자녀 교육에 한 심이 부족하다. 부모들 

부분은 가정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아니다. 게다가 자녀에게 교

육에 필요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농민공 부모들은 자

녀교육의 책임을 학교에게 맡기고 있다. 학교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공들에게 “학교”란 자녀의 교육에 

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처럼 농민공 자녀들에 한 가정교육이 불충분하게 이 지며, 농민공 

자녀들은 가정으로부터 받는 사회화 작용이 약하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

에도 불구하고 유동아동의 부모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자녀

는 각종 새로운 사회 환경에 응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일부 농

민공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는 상이 나타날 우려도 높다. 이

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유동아동이 다니는 학교는 학생의 교육에 해 일

반 학교 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즉, 농민공 학교들은 학생들에

게 종합 이고 문 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

으면, 유동아동들은 가정교육에서 받는 손해를 보  받을 수 없다. 

나 .  사례분 석 

  이 연구가 주목한 유동아동 가정의 가정교육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사례

를 통해 잘 드러난다. 첫째, 가정환경이 체로 빈곤한 학생인 장모(張某)

의 사례와 어느 정도 유복한 학생인 이모(李某)의 경우를 검토한다.

가정조건이 비교  어려워요. 가족들  부모 외에는 보다 8살 인 나가 

있는데, 벌써 학교를 그만두고 베이징 어느 슈퍼에서 매원으로 일하고 있어

요. 가족은 모두 4명이고, 작은 방 두 개의 집에서 생활을 해요. 자집이에요. 

(학생 장모, 여,11세, 등4학년,허베이성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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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15년  친척의 소개로 하이띠엔구로 왔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없었으므로 베이징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쓰 기를 는 일이 유일한 수입

원이었다. 부모는 매일 아침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요즘에는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 

폐품을 고 밤에 돌아오고, 엄마는 학교 근처 라한 곳을 빌려 잡화 을 

열었지만 생활 형편은 썩 좋지 못하다. 생활 환경은 비록 갓 베이징에 왔

을 때 보다 조  나아지긴 했지만, 부모와 언니가 같이 벌어온 수입이 그

 가족들의 기본 인 생활 지출(집세, 수도, 기세, 가족들의 식비, 그리

고 남동생의 학교 다닐 때 필요한 비용 등)만을 유지해  뿐이었다. 게다

가 장모의 가족은 매년 정기 으로 고향에 막 한 액을 보내줘야 했다. 

장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비싼 치료비를 감

당해야 했고, 이것 역시 가족들의 부담을 한층 더 가 시킨 것이다.

평상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부모님은 시험성 을 물어보셔요. 성 이 좋으면 

즐거워 하셔요. 만일 시험성 이 좋지 않으면 열심히 안 했다며 날 원망하죠. 

(학생 장모, 여,11세, 등4학년,허베이성 출신) 

  부모 본인들도 가정의 환경요소가 아이들의 교육에 향을 미친다고 생

각하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업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

르지만, 아이들의 학업 성과에 해서는 으로 학교의 교육방법과 련

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장모의 어머님은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

하 기 때문에 자녀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길 정말 바란다

고 했다. 그 지만 아이들이 농민공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게 큰 

기 를 하고 있진 않다. 게다가 그녀는 가정환경도 좋지 않아서 자녀의 학

비를 지 못할까  걱정한다. 따라서 장모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에 해 극 으로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 자녀들의 교육에 참여

하는 일도 없다.

  두 번째 사례인 학생 이모(李某)는 시내에 거주하며 상 으로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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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4인 가정의 일원이다. 그녀는 10평쯤 되는 방3개의 집에서 아버지, 어

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 이모의 아버지는 2000년부터 폐기된 강철을 

모아 되 는 일을 하고 있으며, 2003년 SARS( 증 성호흡기증후군)이 한 

차례 왔을 때 가로 량의 폐철을 사 모았다가, 그 후 철강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아 거액의 돈을 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 번창 했으며 

가정의 생활 수  역시 차 나아졌다.

  이모의 아버지는 여 히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많이 바쁘다. 어머니는 

업주부이며, 오빠는 실업학교에서 등학교를 마친 후 자동차 기술학교에

서 공부하며 컴퓨터 교육도 받았다. 하지만 재 여 히 실업 상태이며, 집

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다. 이모는 재 실업학교 6학년 학생이다. 아버지

는 오빠에게 교육을 계속시킬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자동차 기술 정비와 

컴퓨터 련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돈을 지원하기도 했다. 재 아

버지는 아들의 장래에 한 명확한 계획은 없지만, 계속 학교에 보낼 생각

은 하고 있지 않다. 

제 아버지는 항상 말 하십니다. 재 사회는 학을 가더라도 수많은 학생

들은 여 히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요. (학생 이모, 남, 13세, 등6학년, 하남성 

출신)

  명원 학교의 몇몇 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업  숙제 지도에 열심이다. 그

러나 다른 베이징 부모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한 다수

의 부모들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 수는 몇 인지, 학교에서 다

른 친구와 다투진 않았는지 묻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학습에는 실질

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공 가정은 

각각 가정교육에 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그 결과 농민공 자녀

들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보다 인생 , 가치 을 형성하는 과정에

서 불리한 편이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정확한 인생

, 가치 을 가지게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합격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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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는 배움의 터 인 학교, 특히 실업학교에서 일반 보통학교보다 더 나

은 기능을 수행한다면, 농민공 자녀들이 좋은 방향으로 인도되어 더욱 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  농민공자제학교(農民工子弟學校)의 유동아동의 사회화 상태

가 .  재 학 과정 에 나 타 난  특 성

  인터뷰 상인 농민공자제학교 학생들은 아래의 몇 가지 요한 특징들

을 드러내었다. 그것들은 1) 외지인  자아의식과 불만, 2) 학업 열성 부족, 

3)규범의식이 부족, 4)교사의 권  념이 부족, 5)생활 목표의 부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외 지인  자아 의식

  유동아동들은 다른 집단의 아동과의 자아인식 편차로 인해, 의식상에서 

자신의 실처지에 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시인은 높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낮은 사람이에요. 나도 베이징의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이 싫어요. (학생 장모, 여,11세, 등4학년,허베이성 출신) 

베이징인은 잘난 게 없어요. 베이징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해서 같

이 노는 게 싫어요.(학생 이모, 남, 13세, 등6학년,하남성 출신)

다 같은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그들은 공립학교에 갈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학

교에 다니는 걸까요? 다들 알고 있어요. 이런 학교(농민공자제학교)에 다니는 

건 미래에 해 탈출구가 없어요. 우리는 그  다니고 있는 거에요. (학생 유모, 

남,12세, 등5학년,산동성 출신) 

  사회화의 과정은 역할을 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회화 분석과정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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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개념은 바로 자아인식의 역할이다(루지에(魯潔), 2010). 재 농민공자제

학교 유동아동의 자아 인식상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는 역할의 모순과 실

패이다. 유동아동의 부모는 농  생활과 주변도시 생활의 가난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출세할 것을 바라고 자신보다 잘 살기를 바

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 인 환경을 고려하여 자식들을 교육시키지 

못한다. 이것으로 인해 두 세  사이에는 모순과 충돌이 생긴다. 

  한편 농민공 자녀들은 미래에 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분 기가 산만하다. 이처럼 사회화 과정의 역할을 결정하는 요한 시기에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므로, 학교는 최종 으로 사회화 역할 담당에 

실패한다. 한 자아 인식 단계부터 유동아동들은 어릴 때부터 도시에 살

고 있지만 자신을 “도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외지인으로 생각한다.

2) 공부의 극 성 이 높 지 않 다

  의무교육단계의 아동이 가지는 공부에 한 인식과 태도는 그 사회화를 

측정하는 요한 상징이다. 하지만 조사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한 

극성이 높지 않고 지식을 쌓는 데 한 열정이 부족하며, 심지어 공부를 

싫어하는 경향을 보 다. 

장래에 무엇을 할지 도 몰라요. 공부는 하기 싫어요. 소용도 없고요. 여기의 

진도는 고향에 있는 학교랑  다르고 아빠가 그러는데 지 은 학교에 다녀

도 일을 찾는 게 힘들다고 해요. 학생들도 직장이 없다면서요. 여기에 있는 

선생님도 처음엔 신경을 써주다가 우리 때문에 화가 나서 지 은 신경을 써주

지도 않아요.(학생 이모, 남, 13세, 등6학년,하남성 출신)

  주로 3가지 요인이 그 원인으로 지 된다. 첫째, 학생들은 원래 공부에 

심이 없다. 둘째, 부모의 교육방식이 과학 이지 못하다. 일부의 부모들

은 지  사회에서 학교에 다니는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포기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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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규 범 의식 이 부족 하 다 .

  

  사회규범의 습득은 아동이 사회화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규칙  

하나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농민공자제학교의 유동아동들은 규범의식

이 체로 부족하다. 

우리반에 많은 남학생들이 온종일 학교 밖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학교에 나

갈 시간이 생기면 게임을 하고 무단결석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 요. 공부하

라고 권유해도 듣지도 않고 선생님이 꾸짖어도 소용이 없어요.(학생 곽모, 남, 

13세, 등6학년, 안후이성 출신)

  농민공자제학교는 종종 도시와 농  경계지역에 있으므로 pc방, 오락장

소, 당구장 등의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비록 해당 업소들은 미성년자

출입 지 장소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여 히 많은 학생들이 드나들

고 있다. 게다가 학교의 리도 엄격하지 않아 학생들은 심지어 휴식시간

을 이용해 유해업소에 출입하기도 한다.

4 ) 교사의 권  념 이 희박 하 다 .

  농민공자제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다음 세 유형의 사람에 속

한다. 첫째는 베이징 주변도시에서 사범 공을 졸업한 문 학과 본과

학생들, 둘째는 베이징시의 퇴직교사, 셋째는 원 호 에서 교사직업을 종사

했지만 여상 보장을 얻지 못해 원 교직을 떠난 교사이다.

제가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정말로 열심히 학생을 리했는데 가끔 강의를 

할 때에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제가 꾸짖으면 말 꾸까지 하는 학생도 있었어

요. 간혹 가다가 수업시간에 조용해질 수도 없어서 여러 번 교실을 박차고 나

간 도 있어요. 도 히 무슨 방법으로 당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들의 미래도 

정말 걱정이 돼요. (교사 이모, 여, 25세, 어  컴퓨터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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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유형의 교사들은 농민공자제학교에 오기 에는 학교의 리 체

계 인지 알지 못했고, 따라서 막 학교에 들어왔을 때에는 학생들을 엄격하

게 리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농민공자제학교의 

특수성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반항하자 학교와 학생들에 

한 기 치가 차 낮아졌다.

요즘 많은 농민공들이 보다는 돈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공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몇 번이나 학부모회를 열었는데 

많은 부모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석한 부모님들은 회의내용은 

듣지도 않아요. 농민공 부모들하고 교류하고 싶어도 그 게 하기는 힘들어요. 

학생들은 항상 숙제를 하지 않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사 장모, 

여，55세, 수학선생님)

  두 번째 교사 유형은 공립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들이다. 이들은 경험도 

풍부하고 시간도 많아서 다시 학교에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러한 

교사들은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면서도 그 경험으로 인해 일에 한 열정은 

뚜렷이 낮다. 

우리  어떤 선생님은 지  기본 인 생존도 보장할 수 없어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가정이 있으니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그 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몇 백 안의 월 으로는 베이징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교사 진모, 

남, 40세, 국어선생님.)

  끝으로 원 호 에서 교사직업을 종사했지만 여상 보장을 얻지 못해 교

직을 떠난 교사 유형이 있다. 이들은 에 교사를 한 경력이 있으며, 베

이징에 유입되어 기타 직종에 종사했으나 생존을 하여 농민공자제학교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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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떤 선생님은 동시에 여러 과목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문에 의하

면 그 선생님은 에  경험이 없다고 해요.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 우리

를 가르치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주 말 꾸를 해요. 

(학생 박모, 남, 15세, 2학년,쓰촨성 출신)

우리반은 우리 국어 선생님이 싫어요. 나이가 많은 여선생말이에요. 그분이 

들어오면 감히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숙제를 하라고 하면 우린 하

지 않아요. 그분도 방법이 없어요. 수업 후에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피해요. (학

생 하모, 여, 14세, 등6학년, 안후이성 출신)

  농민공자제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교사로서 맡은 바 업무에 온 힘을 다 

하는 편이지만 학생에 한 열정은 높지 않다. 면담자들이 밝혔듯, 교사의 

책임 없는 태도는 학생이 교사를 존 하지 않도록 하고 교사의 능력을 부

인하는 등의 부정 인 결과를 래하 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교사의 권

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 인 권  인식도 차 희박하게 되었

다. 이는 학생의 성격 형성과 일상 행  습 에도 부정 인 향을 끼치게 

된다. 

5) 생활  목 표의 부족

 

  개인의 사회화 단계에서 요한 것은 미래에 한 생활 목표를 차 명

확히 하는 것이다. 생활 목표는 개인이 사회에서 형성하는 인생의 의미이

자 이상이다. 아동들은 생활 목표를 이루기 해 공부에 해 기 를 걸고 

있다. 하지만 조사 상인 유동학생 부분은 생활목표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이 말은 곧 미래를 한 공부에 한 기 를 잃었다는 것이다.

도 제가 장래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는 하기 싫고 해도 소용이 

없고 여기의 진도가 고향에 있는 학교랑  달라서 고향에 돌아가서 시험을 

보려면 이 에 배웠던 것을  다시 배워야 해요. 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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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는 거 요.(학생 이모, 여, 15세, 2학년, 뚱베이성 출신)

도 장래에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아빠랑 같이 

일을 할 것 같아요. (학생 이모, 남, 13세, 등6학년,하남성 출신)

  이런 답은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하게 되는 것들이었다. 앞

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농민공자제학교의 재학생들은 교육 사황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즉, (1) 자기역할에 한 인식 상에 

편차가 존재하고 자신의 신분을 지나치게 낮추었으며 (2) 지식을 배우자 

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자기 사회 역할에 한 인식 상에 문제가 있고 일부 

학생은 공부를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 심지어 학교에 다니는 게 소용이 없

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다. (3) 학교의 규칙이나 규율  사회에 규범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행동 상에서도 수하지 않는다. 끝으로 (4) 교사의 

권 에 한 념도 부족하며 (5) 생활목표도 명확하지 못하다. 

나 .  졸 업  이후 의 특 성  

  베이징의 농민공자제학교는 다수 등학교 단계의 교육을 제공하고 일

부 학교는 학교 단계의 교육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고등학교단계의 교육

을 제공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재 부분 유동아동은 졸업이후 기본

으로 학교 단계의 교육을 계속 받게 된다. 

지  부분 가정에 아이의 수가 많지 않아 부모는 아이가 등학교를 졸업하

고 나서 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학까지 다닐 것을 희망해요. 그리고 재 

많은 외래 농민공 가정은 에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이 아니요. 학교부근에 

강철을 수거하는 몇 개의 공장도 에 쓰 기를 수거하던 외지인이  크

게 만든 것이에요. 이러한 공장이 있다고 하면 자 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요. 그래서 지  많은 농민공가정은 완 히 한명 혹은 두 명의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교사 진모, 남,40세, 국어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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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 아동들  일부는 등학교 졸업 후 고향에 돌아가 학교를 다니

게 되고 소수의 학생은 여러 이유로 인해 학교를 퇴하지만. 부분의 학

생들은 학교 단계로 진학하게 된다. 이들의 진로에 한 고민은 주로 

학교 단계에서 시작되므로, 이들이 등학교 혹은 학교를 졸업하고 겪게 

되는 과정을 추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1) 고 향 에 돌 아 가  고 등 학교에 재 학

  고향에 돌아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기본 으로 학교 1학년의 

2학기 혹은 학교 2학년 때 고향에 돌아가서 공부한다. 이들은 보통 학업 

성 이 우수하며,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하지만 이들은 학에 

진학하기에는 가정교육이 부족하며, 생활에 필요한 지도도 부족하다.  이

들은 고향 학교의 교재와 수업 진도가 농민공자제학교의 그것들과 다르고, 

고향의 환경에 생소함을 느끼므로 심리 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는 학에 진학하고 싶어서 학교 1학년의 2학기에 허난의 고향으로 돌아갔

어요. 고향에는 친척이 별로 없어서 지 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기숙하고 있어

요. 그래서 가끔 외롭다는 생각도 들고 베이징에 있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동

생들이 보고 싶어요. 갓 돌아올 때에는 베이징과 진도도 다르고 쓰는 교재도 

달라서 좀 힘들었어요. 마음도 하고요. 가끔 베이징에 있을 때는 외지인 같았

는데 돌아와 보니 여기서도 외지인 같았어요. 하지만 장래에 학에 진학하는 

것에 해 여 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 장모, 여,14세, 1학년, 허난성 

출신)

  하지만,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아주 다. 컨  30명 학교 졸업반 

에서 고작 3명 꼴로 고향에 돌아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우선 자신의 성 이 우수해야 할뿐더러 새로운 환경에 빨리 응하

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공자제학교의 교육은 이런 에

서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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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 업 기 술 학교 입 학

  베이징에 있는 직업기술학교를 다니려면 유동아동들의 가정조건이 비교

 좋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의 아동들은 성격에 결함이 있고 행동규범을 

잘 숙지하지 못하 으며 분명한 생활목표도 없는 편이다. 연구자는 명원농

민자제학교 교사를 통해 학교를 졸업한 학생 한 명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는 재 베이징 모 직업기술학교 재학 인 학생이다.

는 지  모 직업기술학교에서 자동차정비를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는 컴

퓨터도 배우고 싶어요. 에 농민공자제학교에서 등학교와 학교시 의 

일은 기억에 남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시 에는 그냥 놀기만 하고 선생님도 

신경을 안 써줬고요. 그때 는 친구들과 자주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어요. 

학교 졸업 후에 뭘 할지 잘 모르고 그냥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

도 장래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걸 배워서 취직을 하면 좋겠

죠. (학생 진모 ,남,17세, 직업기술학교1학년, 후난성 출신)

  이 학생은 가정조건이 양호하여 농민공자제학교를 졸업하고 베이징에 있

는 직업기술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재 베이징에는 직업기술학교

의 수가 상당히 많아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므로, 진모 학생이 진학한 기

술학교의 교육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학생들은 비정규 인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비정규 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 취 직

  농민공자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부분은 베이징에서 취직하고자 한다. 

컨  졸업반 30명  3명은 귀향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1명은 계속해

서 직업기술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하 다. 퇴한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모두 학교 졸업 후 베이징에서 취직을 하고 싶어 했다. 퇴한 

14명  부분은 고향에 돌아가거나 도시에 남아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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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하고 있다.

는 지  펑타이구에 모 슈퍼마켓의 매원이에요.  사실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베이징에서는 학교까지 밖에 다닐 수 

없어요. 고등학교에는 입학을 할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는 고향에 가서 고등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슈퍼마켓에서 매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  매달 월

은 몇백 안밖에 없어요. 외지인이니까 이러한 일에도 만족한 편이에요. 장래

에 이 일을 계속 할 지는 몰라요. 그 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 동생

은 지  농민공자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동생이 학교를 잘 다녔으면 좋겠어

요. 지식을 배워놓으면 유용하니까요.( 매원 유모, 여,18세, 허난성 출신)

 

  이들이 택한 직업들은 슈퍼마켓에서 매원, 경비원, 가정부, 청소부 등

이다. 취직한 학생들은 자신의 장래에 해 진지하게 계획한 이 없고 자

신들의 부모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4 ) 무 직

  조사에 따르면 농민공자제학교를 졸업 는 퇴한 학생의 수는 다른 학

교와 비교했을 때 상 으로 많은 편이다. 단 으로 말하면 졸업반 30명 

 14명이 퇴한 학생들이다. 퇴한 학생들 일부는 나이가 많지 않으므

로 직업을 구할 수 없어 매일 놀고 있다. 

  연구자는 명원농민공자제학교(明園農民工子弟學校) 근처의 롤러스 이트

장에서 농민공자제학교에 다녔던 학생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런 학생들은 연구에 조하지 않는다. “이런 거 물어 서 뭐해요? 제가 어

디에 다니든 무슨 상 이에요?”, “몰라요”라는 답이 돌아왔으며 심지어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농민공자제학교가 이들의 사회화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도 이들을 통해서 볼 때에는 그 향력이 상당히 제한 일 

수밖에 없다고 단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생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뿐

더러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청소년기의 삶이 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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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임을 염두에 두면, 농민공자제학교는 농민공 자녀의 실과 이상 사

이의 충돌을 조 하는 극 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사들의 무 심 속에서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4 .  농민공자제학교(農民工子弟學校)에 한 평가

  유동아동은 하나의 특수한 집단이다. 부모세 의 사회  신분이 그들의 

신분을 제한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할 가

능성은 여 히 열려 있다. 학교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이다. 

  비록 재는 ‘유입지 주(流入地爲主), 공립학교 주(公立學校爲主)’ 정

책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유동아동의 입학문제를 해결하지만, 농민공 자제

들은 도시공립학교 입학의 높은 문턱과 번거로운 수속, 그리고 학  변경

의 도시에서 수용되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에 지 도시지역에서 배제되고 

고립·소외되었다(구명 엔(顾明远),2012).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농민공자제학교에 다니는 방법 뿐이었다. 

  농민공자제학교는 물론 유동아동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에서, 농민공 자녀의 생활과 사회화에 큰 기여를 하

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부정  요소들

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살펴보기 해서는 농민공자제학교의 잠재  교

육과정에 한 정확한 독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가 .  농민공자제학교의 필 요 성 과 정  기 여

  첫째, 무도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학교는 유동아동들에게 공부

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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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학년에 다닐 때 베이징에 왔어요, 제 집도 학교부근에 있어요. 집이 가난

하기 때문에 엄마는 여기 농민공자제학교의 비용이 렴하고 학생 부분이 외

지에서 온 아이들이가 때문에 를 여기에 보냈어요. (학생 이모, 남, 13세, 등

6학년,하남성 출신)

  유동인구의 부분은 주로 간단한 노무(勞務)를 요하는 일에 종사한다. 

이런 일들의 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농민공 가정의 가계 상

황도 좋지 않다. 농민공자제학학교의 렴한 비용기 과 간단한 입학수속

은 이런 유동인구의 교육 수요에 부합했다. 게다가 도시 유동아동의 규모

가 커지면서 농민공자제학교 한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오늘

날 농민공자제학교는 유동아동의 취학문제를 해결하는 요한 경로로 자리

매김했다. 

  이러한 학교는 행 교육체제가 사회의 변화에 응하지 못한 결과인 동

시에, 소득층의 유동인구 자녀의 입학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가 되었다. 

즉, 농민공자제학교는 과거와 재 심지어 가까운 미래에도 행교육체제

를 ‘보충’  ‘자구’하는 작용을 해왔으며, 부분의 유동아동들에게 공부하

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둘째, 상 으로 우월한 학습조건을 제공한다.

  베이징의 공립학교와 비교하면 농민공자제학교는 부족함이 많지만, 농민

공자녀의 부모들은 고향의 학교와 비교했을 때 농민공자제학교의 교육시설

과 조건이 더 낫다고 말한다.

희 가족은 모두 충칭인이에요. 이 학교에 온 최 의 목 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이 학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바로 

이 학교의 교장과 연락했어요. 그 때 마침 이 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해 학교의 

교장은 아이아빠가 교사를 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아이 아빠가 학교에서 교

사를 할 것을 권유했어요. 면 을 합격한 후에 아기 아빠는 원래 베이징에 있

는 일을 그만두고 이 학교에 와서 교사를 하게 어요. 이 게 하여 아이도 따

라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돌보기 해 도 그때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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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학교에 왔어요.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땐 직책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학교의 생활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제가 생활선생님을 맡게 되

었어요. 주로 학생기숙사의 생을 검사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베이징에

서의 수입이 지 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기 해서 그만뒀어요. 여기의 조건이 베이징의 공립학교만 못하지만 도시에 

있어서 고향에 있는 학교의 조건보다는 좋아요.(교사 유모,여,39세,생활선생님)

  도시의 농민공자제학교는 주변화가 이 진 상태지만 도시의 유리한 자원

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를 들어 이 학교들에서는 어수업과 컴퓨터

를 이용한 학습이 가능하다.

여기 학교의 조건이 좋아요. 고향의 학교는 어과목도 없어요. 우리는 지  등학

교 3학년인데 벌써 어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학생하모, 여, 14세, 등6학년,

안후이성 출신)

여기 학교는 컴퓨터수업도 해요. 우리 고향의 학교는 컴퓨터도 없어요.(학생박모, 

남, 15세, 2학년,쓰촨성 출신)

우리학교에는 컴퓨터가 있어요. 평소에는 컴퓨터 수업도 있어요. 비록 주로 타자만 

연습하는 거지만 가끔 선생님이 부주의 할 때 게임도 해요. 하지만 제 고향에는 아

직 컴퓨터가 없어요. (학생 하모, 여, 14세, 등6학년,안후이성 출신)

  농민공자제학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무교육과는 별개의 교육과정을 

운 한다. 애 에 농민공자제학고의 출 은 의무교육체제가 유동인구의 자

녀 취학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함을 반 한다. 즉, 이러한 교육체제는 

국가가 인구 유동이 많은 사회구성에 응하지 못했다는 표 이며, 새로운 

문제를 면할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보통 체제 외 사물은 기존 

체제가 시 발 에 낙후한 결과로 발생한다. 행 체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행 체제외의 다른 수단을 원하기 때문이다(뤼사오칭

(呂紹青), 2001). 이를 농민공자제학교에 용하면, 행 의무교육체제가 유

동아동들의 교육 수요를 도시의 정규학교로 충당할 것을 거 하 기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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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자제학교가 생기고 발 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민공자제학교는 유동아동이 취학하는 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는 유

동아동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유동아동이 일정한 정도에서 도시의 

교육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런 의미에서 농민공자제학교의 

존재는 합리 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학교들의 합리 인 특성을 고

려하는 동시에, 그것이 유동아동들의 성장과정에서 발생시키는 부정 인 

향들도 직시해야 한다.

나 .  농민공자제학교의 한계 와  문제

1) 학교 치 의 변 두 리 화

  농민공자제학교가 설립되는 지역은 제한 이다. 보통 도시와 농 의 경

계에 유동인구가 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학교들의 입지로 선택된

다. 이러한 지역은 사회의 리가 허술하고 치안도 좋지 않다. 한 학교 

주변에는 pc방, 게임방과 당구장 등과 같은 유해환경이 많아 아동들에게는 

부정 인 향을 끼친다. 특히 등교 과 하교 후 학생들을 리하는 사람

이 없어서 학생들은 유해업소에 자주 출입하게 된다. 이런 주  환경은 자

연스럽게 학생들의 교육 분 기에 좋지 않은 향을 끼친다. 

학교의 주변환경은 보시다시피 좋지 않아요. 하지만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런 

환경은 확실히 공부하는 곳 같지가 않죠? 이런 환경은 토지의 임 비용이 좀 

싸요.(장교장, 남,51세, 산동성출신) 

는 이 학교에서 경비를 한지 오래 어요. 하지만 어떤 학생은 제가 부주의 

할 때에 학교에서 나가서 놀아요. 아이들은 인근의 pc방에 가서 자주 놀아요. 

거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빈둥거리며 있고 학교의 학생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과 

나쁜 일을 지르게 되고  싸우게 돼요. 에도 싸움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

을 리할 방법이 없어요.(경비아 씨 이모, 남, 45세, 산동성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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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에는 많은 친구들이 틈만 나면 학교부근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해요. 

그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도 가끔 거기에서 노래도 듣고 친구들과 

채 을 해요. 다들 그래요. (학생 곽모, 남, 13세, 등6학년, 안후이성 출신)

  연구자가 조사한 명원 농민공자제학교도 5순환도로 싸오쟈허챠오의 서북

쪽인 하이뗀구 안명원 씨허루 허베이씬잉쟈 231번지에 치하고 있다. 

이 학교는 외진 곳에 치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 이외에는 극히 드물

게 알려져 있다. 학교의 주변 환경은 기타 농민공자제학교와 비슷하여 pc

방, 게임방, 당구장 등이 있다. 더불어 명원학교는 베이징의 제5순환도로14) 

외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간이 임 주택에는 여러 직업

에 종사하는 외래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

2) 시 설 의 열 악 함과 폐 교의 기

  농민공자제학교는 학교 인근만 주변화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의 생

존도 을 받고 있다. 수많은 농민공자제학교들은 아직 합법화가 이 지

지 않아서 수시로 폐교될 기에 처해있다. 그와 동시에 유동아동들도 배

움의 기회를 잃을 기에 처해있다. 합법 인 농민공 학교라고 해도 일정

한 자  지원이 없으면 학교를 옮겨 다닐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명원 농민공자제학교(明園農民工子弟學校)는 여러 번의 이사를 겪어야 했다. 하

지만 농민공자제학교 에서는 비교  이사를 게 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사로 인해 집에서 학교가 멀어진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

어요. 희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비록 도시 속에 있지만 공립학교에 

비교해 학교의 모든 설비들이 많이 부족해요. (장교장, 남,51세, 산동성출신) 

  명원농민공자제학교(明園農民工子弟學校)은 몇 채의 추한 교실이 부

14) 베이징의 제1순환부터 제6순환까지 이다. 환수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간다. 보통 제5순

환부터 베이징시 외곽에 치하며 시 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베이징 집값 분포도:http://esf.soufun.com/newsecond/news/10882145.htm)



- 58 -

인 데다 교실 내에는 난방 시설이 없으며, 심지어 어떤 교실에서는 깨진 

유리를 방치하고 있었다. 교실 안에 있는 책상과 의자도 기부를 받은 낡은 

것이어서 부분의 의자에 앉으면 ‘끽끽’하는 소리가 났다. 교사사무실도 

공립학교에서 이  받은 책상과 의자를 쓰고 있고,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

가 한 도 없었다.

  게다가 학교의 컴퓨터 20여 도 기부 받은 낡은 구식 데스크톱이었고, 

컴퓨터 수업 시간에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 외에 타자연습을 하는 것이 

부 다. 학교에 있는 오래 된 피아노 한 도 기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는 피아노를 칠  아는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학교의 음악수업은 

교사가 학생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 다. 보통 베이징의 공립학

교는 몇 층짜리 건물이고 교실 내에는 책상과 의자도 새 것은 아니지만 손

질이 잘 되어있으며, 교실 내에는 난방시설뿐 아니라 벽걸이식 에어콘도 

있다. 한 교실 안쪽에는 식 교육용 멀티미디어와 학교 방송용 스피

커가 설치되어있으며, 학생들은 책상과 의자 외에 1인 당 수납함을 배정 

받는다. 더불어 베이징 공립학교들은 컴퓨터 수업, 음악 수업, 미술 수업을 

할 수 있는 설비와 문 인 교사들이 잘 구비하고 있다. 이처럼 농민공자

제학교의 시설은 지의 도시학교의 그것과 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우리가 재 사용하는 교재는 통일교재이고 교육면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농민공

자제학교사에서 참조와 비교를 해요. 교사에게는 정해져 있는 교육임무가 없고 학

교에서는 학생들의 성 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교사에게 압력을 주지 않아요. 원

칙상 교사들은 교과 과정에서 요구한 로 한학기의 수업만 하면 돼요.(장교장, 남, 

51세, 산동성출신) 

  한편 농민공자제학교들은 통일된 교육 체계가 없기 때문에 교사를 채용

할 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한정

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학교 주변 환경도 양호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의 발 을 도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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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업  과정 을 정 상 으로 실 시 하 는  것 이 불 가 능

  농민공자제학교의 교육과정에는 국어, 수학, 음악, 체육, 미술 등의 과목

이 배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3학년 이상에서는 컴퓨터와 어 수업도 

실시된다. 하지만 실 된 교육과정은 주로 국어와 수학을 주로 하 다.

부모님들이 국어와 수학 그리고 높은 학년은 어 수업을 요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교육에서도 이 몇 개의 과정을 비교  요시하는 편이에요. 기타 

과정 를 들어 음악, 체육 등은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게 어요. 그 주된 원인

은 이러한 과정을 맡을 문 인 교사와 설비가 없기 때문이에요.(장교장, 남,51

세, 산동성출신) 

에 제가 이 학교에 갓 들어왔을 때에는 운동장이 좀 컸어요. 하지만 매년 

작아지고 있어요. 벌써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체육수업을 하는 것

은 선생님이 그냥 우리를 데리고 운동장에서 자유 활동을 하거나 다 같이 달리

기 하는 것 뿐이에요. (학생 박모, 남, 15세, 2학년,쓰촨성 출신)

  학생들에 따르면 엔 농민공자제학교가 등학교부터 학교까지 체

육수업을 개설하지만, 학교의 유지비가 임 주택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학

교 운동장은  작아지고 있다고 한다.

희 학교는 미술, 음악, 체육방면에 문 인 선생님이 정말 필요해요. 희 

학교의 교사 에서 문 인 음악, 미술, 체육교사가 한 분도 없으니까 정상

으로 이러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학생 이모, 남, 13세, 등6학년,하남성 

출신)

  미술수업과 음악수업은 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기본 으로 교육과정표

로 하지 않는다. 신 선생님들은 해당 수업 시간들을 국어, 수학과 자습 

시간으로 정했다고 한다. 학교에는 문 인 미술선생님과 음악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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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다. 학교에는 비록 증정 받은 낡은 피아노가 있지만 계속 방치

해둔 상태이다.

  한편 컴퓨터수업 때 사용하는 컴퓨터는 사회가 기증한 구식 데스크톱이

고 품질도 상당히 떨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간편하게 컴퓨터 

켜고 끄는 방법과 타자하는 것만 가르친다고 한다. 학생들은 자주 컴퓨터

로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생님도 보고도 못 본체 한

다고 한다. 음악, 체육, 미술 등과 같은 체능 과목들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많지 않지 않기 때문에, 농민공 자녀들은 미  감각을 계발하는 데 

불리하며 재능이 있는 학생은 발 할 가능성이 없다.

 

4 ) 과외  생활 이 단 조 로움

  농민공자제학교는 에서 제기한 음악, 체육, 미술 등의 과정을 실시 못

하는 것 외에 학생들의 과외활동도 상당히 단조롭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게 특기와 다방면의 능력을 계발할 과외시간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더러 소

풍이나 동아리 조직에도 소홀하다.

우리학교는 에 소풍으로 식물원에 한번 갔어요. 그 후로는 이런 활동을 계

획하려면 상 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야 갈수 있어요. 아마 번거로워서 가지 않

는 것 같아요.(학생 장모, 여,11세, 등4학년,허베이성 출신) 

이런 활동을 하려면 경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 에서 심사하고 허락해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워요.(학생 

이모, 남, 13세, 등6학년,하남성 출신)

  학생 특기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  특정 분야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자극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특기와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학생 특기 교육은 학생들이 건 한 인격을 형성하고 생활 목표를 

확립하는 데도 매 작용을 한다. 한 특기 교육은 다른 학교와의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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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교 간 계 형성은 물론 학생들 간 친목회를 통해 사교능력의 향상

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명원농민공자제학교(明園農民工子弟學校)는 

재까지 교육 원회에서 주최한 농민공자제학교 사이의 친목 활동에는 한 

번 밖에 참가한 이 없다. 그 한 번의 사례가 2007년 가을 하이뗀구 소속 

일부 농민공자제학교들 간의 가을 운동회 다. 

5) 학생들 에 한 낮 은  기 치

(가 ) 아 이들 의 교육에 한 부모 의 기 가  크 지 않 음

 

 아동의 교육은 부모와 교사의 극 인 공동 력이 필요하다. 유동아동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한 지식이 부족하고, 평소 생계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지 신경 쓰지 못하며, 교사와의 교

류도 부족하다. 계속 이 상태로 나아가면, 교사도 유동아동의 교육과 지도

에 소홀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게 된다. 

유동아동은 종종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의 심을 받지 못하고 학교의 선

생들을 쉽게 배척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희도 학부모소집을 몇 번 열어 본 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올수 

없다고 하고 와서도 잘 듣지도 않아요. 그 기 때문에 희도 부모들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  학생 다수의 집에서는 돈을 좀 벌었기 때문

에, 부모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에 해서도 그다지 격려하지 않아요. 돈

이 있으면 공부가 소용이 없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학생의 부모도 

리하지 않는 아이를 희가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희 

반에는 두 분의 부모가 주기 으로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과 교류합니다. 그 외

에는 희도 별로 부모들과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교사 유모,여,39세,생활선생

님)

  이러한 심리문제와 장애는 부분 임시 인 것이지만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면 아동의 건 한 성장에 불리한 향을 끼치게 된다. 심각한 경우 학



- 62 -

생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행 인 장애와 인격 인 결함을 가지게 된

다.(Mack Ky:2002)

(나 ) 학생들 에게  한 교사의 기 치 가  낮 음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사회화 과정 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교

사의 태도는 학생의 학업성 에 향을 끼칠 뿐 아니라 학생의 생활목표, 

성공에 한 기 와 자기평가에도 매우 많은 향을 다. 하지만 연구자

의 조사에 따르면, 농민공자제학교의 많은 교사들은 학생의 공부에 한 

기 는 높지 않았다.

학생들은 가끔 숙제도 안 해요. 한번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하지 않아요. 

이 로 가다가는 그들을 제 로 리 못해요.(교사 유모, 여, 39세, 생활선생님)

  제자와 스승의 계는 아동의 사회화 성장발 을 진하는 요한 사회 

환경 요소 의 하나다. 학생들은 사제 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 집단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의 계를 알게 된다. 그들은 이런 계를 토 로 사회

의 규범을 학습하여 자신의 사회·도덕  념을 형성하고, 계 속에서 자

신의 역할을 조정하여 사회성을 함양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교사와의 계

에서 성장의 자양분을 얻으므로, 사제 계의 성질은 학생의 발달에서 

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농민공자제학교의 사제 계는 일종의 소원한 상태이다. 교사는 

학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극 으로 소통을 하지 못하며, 학생의 공부

와 발 에도 기 가 크지 않다. 일부 직책상 소임을 다하는 교사도 있겠지

만, 교사들은 일반 으로 유동아동에 한 기 가 크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학생 개인의 발 에 향을 주게 된다. 

  농민공자제학교가 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소질이 높은 교사진

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문 인 지식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학생을 

사랑하고 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자질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려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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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여를 올려야 한다. 교사의 여를 올리려면 학교의 이윤은 어지

게 된다. 다수의 학교설립자는 이윤을 제일 먼  생각한다. 그 기 때문

에 학교설립자들에게 교사의 좋고 나쁨은 요한 고려 상이 아니다.

6 ) 학 생활 의 불 안 정

  학 은 학교의 기본 인 구성단 로서 나이가 비슷하고 심리  발달 단

계가 비슷한 학생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성장에 요한 향을 끼치는 조

직이다. 학 은 비록 작은 조직 구조이지만 사회의 모든 특징을 보여 다. 

학  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은 집단규범 등을 배우면서 차 사회구성원으

로 환된다.(루오니앤꾸오(羅念國), 2000) 우수한 학 단체란 자발 으로 규

칙을 세워 이 규칙을 지켜 나가고, 학생들 사이에는 서로 도와가며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학생생활은 민주 이고 풍부하고 다채로워야 

한다. 학 은 학생 행동의 사회화, 조직 념의 형성 그리고 인 계의 

발 에 큰 향을 다. 하지만 농민공자제학교의 학 은 인원수가 불안정

한 상태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학  활동이 부족하며 교육목표도 규범성이 

부족하다. 게다가 학 의 인원들도 계속 변화하는 상태이다.

학생들은 오늘은 여기서 공부하고 내일은 여기에 있을 지도 모르는 유동성이 

매우 커요. 매년마다 학 안에 있는 학생 열몇 명이 학교를 떠나요. 고향에 돌

아가거나 부모님과 다른 곳에 간 학생도 있고 학교를 퇴하거나 해서 인원 변

동이 무 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을 따라가야 하니까요.(학생 장

모, 여, 11세, 등4학년,허베이성 출신) 

우리 반에는 지  13명이 남았다. 처음 학교로 올라왔을 때는 30명 이었는데 

매년마다 퇴학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학 으로 말하자면 는 별로 개념이 없

어요. (학생 박모, 남, 15세, 2학년,쓰촨성 출신)

우리는 학 활동이 별로 없고 그냥 학 회의를 하는 것 밖에 다른 것이 없어

요.(학생 하모, 여, 14세, 등6학년,안후이성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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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기학생들은 선생님이 별로 신경을 써주시지도 않아요.(학생 하모, 여, 14

세, 등6학년,안후이성 출신)

학 인원들은 자주 변동이 있어 학생이 “학 단체”에 한 개념이 희미해졌어

요.(학생 장모, 여,11세, 등4학년,허베이성 출신)

  좋은 학 단체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학 단체는 학생 개인의 심리를 성숙하도록 돕고 사회화 과정에도 향을 

다. 하지만 농민공자제학교는 학  인원이 불안정하므로 집단 활동을 통

해 정 인 상호작용을 기 하기 어렵다.

  한 유동아동들은 최소한의 집단 활동도 결핍된 상태이므로 역할 변환

을 경험하지 못하는 등 성장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개인의 사회화는 

인간 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 의 집단 활동은 계에 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학생들은 학 단체에 소속돼 집단 활동 경험하면서 집

단의 응집력을 느끼고, 집단의 규범을 지키기 해 자신의 행 를 조 한

다. 그러므로 학 의 집단 활동이 결핍되면, 학생들은 학  단체 내에서 교

제 기회를 게 경험하므로 학 이라는 단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외에 농민공자제학교의 집단 교육 목표에 한 규범성이 부족하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날에도 학교의 졸업반은 교실에는 면학 분 기가 

없고 교사도 리하지 않아 자습시간에는 학생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 게 농민공자제학교는 규범 인 교육목표가 부족하여 학생에게 확고한 

공부 목표를 갖기 어렵게 하고 학생들의 생활목표의 확립에도 부정 인 

향을 다.

7 ) 사회  낙 인(污名 化 )의 향

  사회 계망의 배척성은 ‘사회  낙인(污名化)’의 서사와 언사계통에서 근

원한다. 엘리아스(Norbert Elias)가 그노교도(불어：Huguenot)를 연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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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밝힌 형 인 ‘사회  낙인(污名化)’ 상은 한 단체가 인성의 비열함

을 다른 단체에 뒤집어 우고 그것을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쑨리핑(孫

立平), 2003) 사회  낙인(污名化)은 하나의 동태(同態) 인 과정이다. 사회

 낙인은 특정 단체의 상 으로 부정 인 특징을 확고하게 만들고, 이

러한 특징을 그 단체의 [고유한] 특징으로 만든다. 다시 말하면 상 방의 

행 에 명찰을 달아놓았다고 비유할 수 있다. 를 들어 군가 유동하는 

농민공들을 ‘소농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말이 거칠다’, ‘손발이 깨끗하지 

않다’, ‘노상방뇨를 한다’, ‘야한 동 상을 본다’, ‘더럽다’, ‘도둑질을 한다’는 

표 한다면, 이는 사회  낙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농민공자제학교라는 말만 해도 매체와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회 으로 낙

인 힌 공간이다. 사람들은 농민공자제학교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유동인

구의 자녀들을 해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유

동인구를 모두 소질이 낮은 농민공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도시에서는 자신

의 자녀를 이런 학교에 보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

다가 이 학교의 입학 문턱이 낮다고 한다면 더더욱 자신의 자녀를 농민공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어울리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아이가 타인의 나

쁜 태도를 따라 배울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 게 주류의 시선이 농민공 학교를 낙인 으면서, 유동아동들은 차 자

아인식  자신의 역할을 남들이 규정한 명찰과 동일시하며 농민공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생들은 이런 학교만이 자신에게 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주류사회의 배척을 느끼고, 주변화된 느낌을 받게 된다.

  농민공자제학교는 그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유동아동들을 해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다. 학교가 특수하다고 해서 학교를 ‘명찰화’하

고 ‘사회  낙인(污名化)’을 으면 농민공자제학교의 교육 지도가 힘을 잃

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동아동은 주변화의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도시인과의 교제에서도 항상 장애가 존재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공자제학교의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극성을 

북돋아주는 것 외에도 학생의 심리에 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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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민공자제학교와  공립 등 학교 비 교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토 로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상황이 도시 자녀

들의 교육상황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학교들은 모두 베이징시의 문화지역(하이띠엔구)에 

치한다. 농민공자제학교(農民工子第學校)인 명원학교(明圆学校)와 행지실

험학교(行知实验学校), 그리고 농민공 자녀의 학이 허락되는 공립 등학

교 두 곳(석유부속 등학교(石油附属 学), 도행지 등학교(陶行知 学))을 

포함한 4개의 학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총 120부

를 배포하여 118부를 회수하 고(회수율: 98.3%), 그  유효한 설문지 102

부를 상(유효율: 85%)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결과 유효한 표본 102명의 성비는 남학생은 53명(51.9%), 여학생 49

명(48%)으로 비슷하 다. 가정 배경도 체로 비슷했는데, 도시의 농민공 

자녀는 55명(53.9%)이었으며 도시 자녀는 47명(46.1%)이었다. 재학 인 

학교 유형도 농민공자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46명(45.1%), 도시 공립학

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56명(54.9%)으로 비슷하게 응답하 다. 

1.  가 족 생활

가 .  부모 의 기 본 상 황

 

  가정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리 리 (李

明丽),2010).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보편  가치를 가

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계층의 문화를 하게 된다. 즉, 자녀

들은 심리 ·신체  그리고 사회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수입, 사회지 , 

문화  분 기, 교양 수  등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풍족하

고 민주 이며 건 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 지 않은 아이들보다 



- 67 -

기의 사회화가 정 으로 이 질 가능성이 높다(정항성(郑杭生),2014). 

그 기 때문에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가정 환경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를 체계 으로 이해하기 해서 요한 부분이다. 

  농민공 자녀의 부모의 최종 학력은 도시 자녀의 부모와 비교할 때 상

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민공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부분 

등학교와 학교 수 에 집 되어있으며, 고등학교  등 문학교, 는 

문 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1.8%로 매우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등학교  학교 졸업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72.7%인 반면, 

고등학교  등 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경우는 25.5%에 불과하

다. 이와 조 으로, 도시 자녀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상 으로 높게 나

타났다. 도시 자녀 아버지  고등학교  등 문학교 졸업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4.7%(21명)이며, 문 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 29.8%(14명)로, 농민공 자녀의 아버지와 달리 고등학교  등 문학

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가 74.5%로 나타났다. 

<표Ⅳ-1>도시의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아버지의 최종학력 

N=102

구 분

도시의 농민공 자녀의 

아버지의 최종 학력

도시 자녀의 아버지의 

최종 학력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등학교  이하 23 41.8 1 2.1

학교 17 30.9 11 23.4

고등학교  등 문학교 14 25.5 21 44.7

문 학 이상 1 1.8 14 29.8

계 55 100 47 100

  한 농민공 자녀 어머니의 학력도 도시 자녀의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공 자녀의 어머니  최종 학력이 

등학교인 경우가 31%를 차지하 고, 학교인 경우는 54.5%로 가장 많

게 나타났으며, 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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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시 자녀 어머니는 모두 학교 이상의 최종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이 학교인 경우는 29.8%를 차지하 으며, 고등

학교  등 문학교는 57.4%, 문 학 이상이 12.8%를 차지하 다. 

  농민공 자녀의 부모와 도시 자녀의 부모 모두에서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어머니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는 도시 자녀의 부모보다

는 농민공 자녀의 부모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차이가 보다 크게 나

타났다. 

<표Ⅳ-2> 농민공 자녀의 어머니와 도시 자녀의 어머니의 최종 학력 N=102

구 분

도시의 농민공 자녀의 

어머니의 최종 학력

도시 자녀의 어머니의 

최종 학력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등학교  이하 17 31 0 0

학교 30 54.5 14 29.8

고등학교  등 문학교 8 14.5 27 57.4

문 학 이상 0 0 6 12.8

계 55 100 47 100

  높은 교육 수 은 사람으로 하여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사회 계를 

리 맺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기 때문에 교육 수 이 높은 사람은 사회

 자본을 활용하여 그의 직업  지 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유리한 치를 

가진다(Randall Collins, Collins Randall, Makowsky Michael, 2008). 조사 

결과는 농민공 부모 부분이 학력이 낮고 기술이 부족하여 주로 육체노동

이나 자 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부분 

도시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사회  지 가 비교  낮은 직업에 종사하

고 있다. 구체 으로 농민공 자녀의 아버지의 직업은 건설노동자, 경비원, 

노  장사, 채소 장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농민공 어머니의 직업 역

시 청소부, 제공, 건설 공사 장에서 밥을 짓는 일 등 부분 도시민들

이 기피하는 직업이거나 혹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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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도시 자녀의 부모의 경우 부분 교사, 의사, 공무원, 회사원 등 상

으로 사회  지 가 높고, 높은 기술 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직업의 차이는 간 으로 자녀의 학업성취

나 인성 등에 향을  수 있다.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들이 갖고 있는 부모의 직업에 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 다. 도시 자녀가 부모 직업에 해 부분 좋아하거나(51%), 

자랑스럽게 생각(36%)하고 있는 반면, 농민공 자녀는 상 없거나(33%), 싫

다(16%)는 응답이 체에 49%를 차지하여 부모의 직업에 한 부정 인 

인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의 직업에 해 ‘자랑스럽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농민공 자녀는 9%인 반

면, 도시 자녀는 36%로 큰 차이를 보 고, 한 부모의 직업에 해 ‘싫다’

고 응답한 비율 역시 농민공 자녀는 16%인 반면, 도시 자녀는 0%로 큰 

차이를 보 다. 이는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 자녀들에 비해 부모의 직업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표Ⅳ-3>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부모의 직업에 한 인식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자랑스럽다 5 9 17 36

좋아하다 23 42 24 51

상 없다 18 33 6 13

싫다 9 16 9 0

계 55 100 47 100

나 .  가 정 의 경 제상 황  

 

  도시 농민공의 경제 인 수입은 농 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

지만(루지에(魯潔),2010), 여 히 도시인들과의 격차는 큰 상황이다. 농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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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기본 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 가정 부분의 연간 수입은 베이징시 주민의 평균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호 보오(侯玉波),2013) 생활을 유지하기 해 필수 인 지출 

외의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농민공 가정은 생활유지에 필수 인 

지출조차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자녀의 교육에 투자할 경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

  두 집단에 한 월수입을 보면, 농민공 가정의 67%는 1500-3000 안이

며, 1500 안 이하인 가정이 29%로 나타났다. 재 베이징시 최  임 이 

1560 안인 것을 감안하면, 농민공 가정의 수입은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하기 어려운 액수이다.15) 반면 도시 자녀의 부모 에는 1500 안 이하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부분이 2500-3000 안 는 3500

안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처럼 농민공 가정과 도시 가정 간 

수입 격차는 매우 큰 상황이며, 이 같은 경제력 차이는 더 나아가 생활수

이나 교육수  등 다양한 방면에 향을  수 있다.

<표Ⅳ-4>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 부모의 월수입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의 부모 도시 자녀의 부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1500 이하 16 29 0 0

1500-2500 37 67 11 23.4

2500-3500 1 2 17 36.2

3500 이상 1 2 19 40.4

계 55 100 47 100

  도시의 농민공 가정  도시 공동주택( 區)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

다. 다수 가정이 셋방살이를 선택하여 시내보다는 주로 도시 변두리 지

역에 거주한다. 이런 지역의 공동주택( 區)들은 치안이 불안하거나, 공간 

소하며, 집이 지어진 지 오래된 경우가 많아 거주 환경이 좋지 않다. 일

15) 北京平均工資標準2014年:http://www.laoren.com/ylzx/2014/40325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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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업을 하는 가정에서는 사업장을 주거지와 겸하여 낮에는 일하는 공간

으로 밤에는 쉬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열악한 가정의 경우 건설 장이나 

작업장에서 거주하기도 한다. 

  농민공 가정의 경우 오래된 지역사회의 공동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가

정이 61.8%로 이들은 보통 어른과 아이까지 3명 혹은 4명이 한 방에서 의

식주를 해결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

하고 있는데, 집에는 가장 기본 인 가구만 있다. 농민공 자녀  자신만을 

한 독립된 방이 있는 경우는 9.1%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분의 경우 아

이들은 공부를 한 별도의 공간을 갖지 못한 채 탁자와 의자를 놓은 곳을 

학습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 기 때문에 다수 농민공 자녀들은 양호한 

학습 환경을 갖지 못한다. 거주환경에 한 만족 여부에서도 65.5%의 농민

공 자녀가 만족하고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자녀들의 경우 “만족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76.6%에 이르러 농민공 자녀의 학습 환경과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표Ⅳ-5>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거주환경  거주환경에 한 만족도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월세 34 61.8 5 10.6

자택 21 38.2 42 89.4

계 55 100 47 100

자녀를 한 독립된 방이 있다 5 9.1 42 89.4

자녀를 한 독립된 방이 없다 50 90.9 5 10.6

계 55 100 47 100

거주환경에 해 만족도 (만족하다) 36 34.5 11 76.6

거주환경에 해 만족도 (만족하지 않다) 19 65.5 36 23.4

계 55 100 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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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가 정 의 내  부모 와  자식  간 의 소 통

  농민공 자녀는 부모를 따라 낯선 도시로 이동하게 되어 기존에 익숙해있

던 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친숙한 지역공동체에서의 이탈을 의미하

며, 이러한 이탈은 새로운 환경에 응하는 과정에서 정서 으로 자신의 

가족이라는 한정된 공동체의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의 농민공들은 교

육 수 , 직업, 경제 인 수입 등 다양한 이유로 자녀에 한 교육 방식  

부모와 자녀의 계의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石长慧, 2014).

<표Ⅳ-6>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의 부모와의 계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자신과 부모의 계 단히 (좋다) 12 22 31 66

자신과 부모의 계 (보통) 39 71 15 32

자신과 부모의 계 (매우 좋게 지내지 못한다) 4 7 1 2

계 55 100 47 100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자주 소통 15 27.3 23 49

자주 소통 한 이 없다 40 72.7 24 51

계 55 100 47 100

학업 지도 14 25.4 24 51

학업 지도 한 이 없다 41 74.6 23 49

계 55 100 47 100

때리고 욕하다 26 47.3 0 0

때리고 욕 한 이 없다 29 52.7 47 100

계 55 100 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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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자녀의 66%는 부모와의 계가 단히 좋다고 응답한 반면 농민공 

자녀는 22%만이 부모와의 계 좋다고 응답하 다. 반 이상(71%)의 농

민공 자녀들은 부모와의 계에 해 보통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7%는 

부모와의 계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와 소통의 측면에서 

농민공 자녀는 자주 소통한다는 응답이 27.3%로 도시 자녀 49%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학업지도의 측면에서도 도시 자녀의 51%가 부모로부터 학

업지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농민공 자녀의 경우 25.4%만이 학업 

지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부모가 자식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도시 자녀의 경우 맞거나 욕을 들은 경험을 한 아이가 없었던 반면 농민공 

자녀의 경우 52.7%로 응답자의 반 이상이 부모로부터 맞거나 욕을 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도시의 농민공 부분이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높은 육체노동에 종사는 데서 비롯한다. 농민공들은 아침 일  일을 나가

서 밤늦게 돌아오며 집에 돌아온 후에도 자녀와 소통하거나 자녀에게 학업

지도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기 때문에 농민공들은 자녀의 학

습을 지도할 시간을 거의 없으며, 설령 시간이 있다하더라도 낮은 교육 수

으로 인해 아이의 학업을 효과 으로 지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농민공들은 바쁜 일과로 학부모회 등의 학교 행사에 참

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농민공들은 부분 힘든 육체노동과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인

해 가정교육에 신경 쓸 여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낮은 교

육 수 으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 농민공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를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에 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

려 두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선진의 교육 방법을 모르고, 고향에서 쓰던 상투 인 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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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희들은 조상 는 모두 이 게 살아왔어요. 

당연히 일정한 이치가 있죠. 인재가 될 수 있으면 자연히 인재가 될 수 있고, 

못난 아이이면 교육도 소용이 없어요.(부모 장모, 여,32세,무직,허베이성 출신) 

 우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서 아이를 교

육할 수 없어요. 그 게 많은 돈을 써서 좋은 학교로 아이를 보냈는데 선생님

은 틀림없이 아이를 잘 교육할 거 요.(부모 이모, 남,35세,자 업,허베이성 출

신) 

  둘째는 아이의 발달이 미흡한 이유를 ‘恨铁不成钢16)’(무쇠가 강철로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다)에 귀인하

여 자녀들을 거칠게 때리고 욕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앞서 

<표Ⅳ-6>에서 볼 수 있듯이 농민공 부모  47.3%가 자녀들을 거칠게 때

리고 욕하는 것으로 나타탔다. 농민공 부모  상당수가 인내심을 바탕으

로 아이에게 민주 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세심하게 가르치기 보다는 발달

이나 성장이 더딘 것에 해 체벌 등 직 인 방식의 교육을 택하여 실행

하고 있는 것이다.

2.  학교생활  

  학교는 교육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체계 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조

직이다. 농민공 자녀의 학교생활에 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생활에 

한 응, 학습 흥미와 학습 동기, 동년배 집단의 계,교사와 계 등의 

항목을 심으로 근하 다. 학습 응성에서는 주로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가 학교의 시설, 제도, 개설과목에 해 응하는 정도를 비교하고, 

학이 학습 응성에 끼치는 향을 심으로 분석하 다. 학업 흥미와 학

16)恨铁不成钢:(기 하는 이가)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다

(http://cafe.naver.com/gaoxinghsk/575).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민공부모는 기 하는 자녀가 훌륭

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 한 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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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동기에서는 주로 아이의 활동 참여, 학습 태도, 학습 성 과 학습 방법 

등을 심으로 분석하 다. 끝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의 계가 농민공 자

녀의 학습에 끼치는 향을 심으로 분석하 다.  

가 .  학교생활 에 한 응 

  응의 사  의미는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 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

맞게 되는 것이다17).생물학에서의 응은 주 환경에 합하도록 형태 ·생

리학 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학에서는 응을 개체가 환경에 

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반면 부 응이란 개체가 

환경과의 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잃은 나머지 좌 , 긴장, 불안, 갈등, 불

만족 등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단총 , 2013: 3-11).

  학교는 아동의 생활 범 가 가정에서 사회로 확 되는 곳으로, 학업 성

취를 목 으로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교사나 친구와의 계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학생  도시 호 을 가진 47명의 도시 자

녀들은 모두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반면 55명의 농민공 자녀  9명

(16.%)만이 도시의 공립학교에 다닌다. 나머지 46명의 농민공 자녀들은 모

두 농민공자제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들은 응답자 체의 83.6%를 차지

하 다. 국 정부는 이미 농민공 자녀의 입학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일련

의 정책을 반포하 지만, 호  제도 등의 농민공 자녀들의 경우 여 히 도

시 공립학교에 진학하여 정규교육을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1) 도시  자녀 와  농민공 자녀 의 학교 응  상 황에 한 비 교

 

  학교생활에 한 응은 학업성취도 등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습에 향

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이 갖고 있는 학교와 교사에 한 태도는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에 직 인 향을  수 있다.

17) 네이버 사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28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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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공 자녀와의 인터뷰에 따르며, 상당수의 농민공 자녀들은 재 다니

는 학교에 해 정 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7%의 농민공 자녀들은 

학교의 환경에 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조 으로 도시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해 응하기 어렵다.’고 응답

한 학생들이 6.4%로, 부분의 도시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응하는 데 있

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규칙과 제도에 한 응에 있어서 농민공 자녀  29%, 도시 

자녀  6.4%가 응하기 어렵다고 답하여, 농민공 자녀가 도시 자녀에 비

해 학교의 규칙과 제도에 응하는데 있어 상 으로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규칙을 살펴보면, ‘반드시 교복을 입고 붉은 네커

치 를 두르기’,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떠들지 않기’, ‘교문 출입 시 반드시 

등록하기’, ‘교실에서 음식 먹지 않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생활지도 규정

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학생에 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를 들어, 학생

들은 생활지도 규정을 반하 을 경우 진술서를 써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학부모를 학교에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표Ⅳ-7>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는 학교에 한 응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교육 환경에 해 응하 다 40 73 44 93.6

교육 환경에 해 응하기 어렵다 15 27 3 6.4

계 55 100 47 100

학교의 규칙과 제도에 해 응하 다 39 71 44 93.6

학교의 규칙과 제도에 해 응하기 어렵다 16 29 3 6.4

계 55 100 47 100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에 해 응하 다 33 60 42 89.4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에 해 응하기 어렵다 22 40 5 10.6

계 55 100 47 100

교사의 교수방식에 해 응하 다 41 75 43 91.5

교사의 교수방식에 해 응하기 어렵다 14 25 4 8.5

계 55 100 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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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40%의 농민공 자녀들은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에 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도시 자녀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에 응하기 어렵다고 응답

한 비율은 10.6%에 불과하 다. 일부 농민공 자녀는 교육과정에서 어문, 

수학, 어 등 기본 과목들이 차지하는 시간은 매우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

으며, 한 음악, 회화, 수공(手工)18) 등 교육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

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 고향에서 다니던 학교와 비교

하여 도시 학교에서는 상 으로 많은 숙제를 부과하며, 시험도 퀴즈, 월

말 시험, 기말 시험, 통일 시험19) 등 더 많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험에 

처하기 해 매우 많은 시간을 시험 공부에 투자해야 한다. 게다가 시험 

성 도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와야 하므로, 학업에 한 부담과 시험이 주

는 압력도 고향에서의 학교에 비해 도시의 학교가 비교  큰 편이다. 

  교수방식에 한 응에서는 25%의 농민공 자녀가 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도시 자녀의 8.5%와 비교했을 때 교수 방식에 응하는 

데 있어 농민공 자녀들이 상 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농민공 자녀들이 교사의 수업 방식에 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부 교사들에 의해 수업이 베이징 방언으로 진행되거

나, 학  당 학생 인원수가 고향에 비해 도시가 상 으로 많기 때문이다.

2) 농민공 자녀 의 학습 에 한 응 과 학 빈 도의 계 

  모든 농민공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도시로 입한 후 학 문제에 부딪

히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농민공 자녀는 여러 번의 학을 경험하게 된다.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와 비교했을 때 상 으로 학 빈도가 많은 

편이다. 농민공 자녀  학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응답자의 

11%에 불과하 으며, 학을 한 번 경험한 경우는 33%이고 3번 경험한 

18)수공(手工): 손으로 하는 비교 (比 的) 간단(簡單)한 자질구 한 공 (工藝). 

(http://hanja.naver.com/search?query=%EC%88%98%EA%B3%B5)

19) 통일 시험(统 ) :통일 으로(통일되게) 시험을 치르다. 즉 국   시 토일 시험을 말한다. 여

기서 말하는 토일 시험은  베이징시 통일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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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29%이다. 심지어 학을 3번 이상 겪은 학생들도 14%에 이른다. 

반 로 도시 자녀  95.7%는 학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

으며, 불과 4.3%의 학생만이 한 번의 학을 경험하 다고 응답하 다.

<표Ⅳ-8>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학 빈도 

N=102

구 분

( 학 빈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0번 6 11 45 95.7

1번 18 33 2 4.3

2번 7 13 0 0

3번 16 29 0 0

3번 이상 8 14 0 0

계 55 100 47 100

나 .  학습  흥 미 와  학습  동 기

  학생들의 학습흥미20)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체 102명  51명의 학생들

이 ‘학습을 아주 좋아함’을 선택하여, 학생들의 반 이상은 학습에 한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도시 자녀  학습을 아주 좋

아하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은 55.3%, 농민공 자녀  학습을 아주 좋아하

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은 45.5%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한 두 집단 

모두 ‘비교  학습을 좋아함’으로 응답한 학생들도 도시 자녀  21.3%, 농

민공 자녀  16.4%로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을 별로 좋

아하지 않거나 학습을 싫어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도시 자녀의 경우 8.5%

인 반면 농민공 자녀의 경우는 29%로 큰 차이를 보 다. 즉, 학업에 한 

정 인 흥미에서보다는 부정 인 흥미에서 도시 자녀와 농민공 자녀는 

20) 학습 흥미는 학습에 한 동기가 되고, 학습능률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가 없으면 학습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어떤 학습에 해 어느 정도의 흥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칩니다(원이(文艺),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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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 다. 

<표Ⅳ-9>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학습 흥미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학습을 아주 좋아함 25 45.5 26 55.3

비교  학습을 좋아함 9 16.4 10 21.3

학습 흥미 보통 5 9.1 7 14.9

별로 학습을 좋아하지 않음 8 14.5 3 6.4

학습을 싫어함 8 14.5 1 2.1

계 55 100 47 100

  학습 동기의 측면에서는 농민공 자녀들은 상 으로 외재  동기가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자녀  17%는 자신 자체가 학습을 좋아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여 내재  동기에 따라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농민공 자녀의 경우 단지 3.6%만이 내재  동기에 따라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 다. 반면 농민공 자녀  36%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부모가 더욱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해서라고 응답을 하여 외재  동기에 

따라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자녀와 농민공 자녀 모두에

서 부모가 더욱 잘 살기 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회  지 를 향상시키기 

해서라는 응답이 40%이상으로 학습 자체에 한 흥미보다는 가정이나 

개인의 경제  지 , 물질  삶의 향상이라는 외재  동기가 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높은 경제  수입을 포함할 경우 농민공 자녀는 71%가, 도시 

자녀는 49%가 학업의 목 으로 외재  동기에 응답하고 있었다. 다만, 농

민공 자녀의 경우 22%가 높은 경제 수입으로 응답한 반면 도시 자녀는 

9%만이 높은 경제 수입에 응답을 하여 차이를 보 다. 한 조국발 이라

는 측면에 해서는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는 3.6%와 17%로 큰 차이를 

보 다. 도시 자녀가 상 으로 개인과 가정이라는 범 를 넘어서는 사고

를 경우가 더 많이 보 으며, 농민공 자녀의 경우 개인과 가정에 학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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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부여하고 있었다. 

<표Ⅳ-10>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학습 동기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부모가 더욱 잘 살기 해서 20 36 11 23

자신의 사회  지 를 향상 7 13 8 17

높은 경제수입 12 22 4 9

자신 자체가 학습을 좋아함 2 3.6 8 17

조국발 2 3.6 8 17

학습하는 이유를 모른다 11 20 5 11

기타 1 1.8 3 6

계 55 100 47 100

   

다 .  사회 계  상 황  

1) 동 년배  집 단 의 계  

 

  농민공 자녀들은 가족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익숙한 환경을 떠나게 된다. 

이로 인해 농 에서 함께 지냈던 동년배 집단과 헤어지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계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들이 도시에서 만나게 되

는 동년배 집단은 같은 연령 의 아이들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스창후이(石長慧), 2014). 첫 번째 유형은 농민공 자녀들 자신과 비슷

한 이주 경험이 있는 농민공 자녀이며, 두 번째 유형은 도시 호 을 가지

고 있는 지의 아이들이다. 

  많은 농민공 자녀들이 인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신이 도시의 아이와 왕래를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56%의 농민공 자녀들

이 ‘원한다’라고 답하 고, 22%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22%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도시의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 자녀들과 왕

래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것을 걱정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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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로 가장 많이 차지하 고, ‘공동 화제가 없다’가 35%로 두 번째, ‘어떻

게 왕래하는지 모르다’가 27%로 세 번째로 많이 차지하 다. 실제로 일부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에 해 교만하고, 이기 이며, 다른 사람을 업

신여기고, 동창을 괴롭힌다고 묘사하 다. 

  한편 도시 자녀들이 농민공 자녀와 왕래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공동 화

제가 없다’(66%), ‘언어 커뮤니 이션 어려움이 있다’(17%), ‘부모가 자식이 

농민공 자녀와 왕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17%)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Ⅳ-11>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동년배 집단과 계

N=102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구 분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당신이 도시의 아이/도시의 농민공과 왕래를 원하다 31 56 5 10.6

당신이 도시의 아이/도시의 농민공과 왕래를 원하지 않다) 12 22 29 61.7

당신이 도시의 아이/도시의 농민공과 왕래를 원하다(잘 모른다) 12 22 13 27.7

계 55 100 47 100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 자녀와 왕래를 원하지 않는 이유(농민공 자녀 N= 55)

구 분 빈도

(N)

비율

(%)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것을 걱정한다 21 38

어떻게 왕래하는지 모르다 15 27

공동 화제가 없다 19 35

계 55 100

도시 자녀들이 농민공 자녀와 왕래를 원하지 않는 이유(도시 자녀 N= 47) 

구 분 빈도

(N)

비율

(%)

공동 화제가 없다 31 66

언어 커뮤니 이션 어려움이 있다 8 17

부모가 자식이 농민공 자녀와 왕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 8 17

계 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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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와 의 계

 

  학교에서 사제 계는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

인  하나이다(장 앤 앤(张元元),2014). 학생들은 교사와 계를 형성하

는 경험을 통하여 타인과의 계맺기 는 집단 내에서 계형성, 사회  

계 형성 등을 한 경험  토 를 구축한다. 동년배 집단과의 계형성

과 마찬가지로 인간 계를 형성하고 사회  규범과 행 의 원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도덕성 발달과 함께 사회  통념을 내면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습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회  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

  <표Ⅳ-12>는 도시의 농민공 자녀들이 교사와 조화로운 계를 형성하

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학생들은 ‘당신은 선생님과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는 질문에 해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78%에 이

르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제 간의 친 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농민공 자녀들은 ‘당신은 고민이 있을 때 주도 으로 선생님과 

화를 나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에 해 학생들  11%만이 할 수 있다

고 답하고 있다. 한 선생님이 자신에 해 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 농민공 자녀들  ‘ 심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40%

가 심을 가진다고 답한 도시 자녀들보다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생님 문제를 처리할 때 민주 이고 공평하게 하 습니까?’라는 질문에 

해서는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들보다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

이 높게 나타났다. 농민공 자녀  38%의 학생들만이 “공평하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 62% 농민공 자녀들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학생

들이 교사에 해 부정 인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농민공 자제 사립학교

의 미흡한 교육 여건 때문으로 보인다. 농민공 자제 학교들은 비정규직 교

사들을 일부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규직 교사에 비해 상 으로 교

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학생 간 갈등이나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을 처리할 때 하게 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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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사에 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태도는 결국 교사와 학생 

간에 교육  계를 구축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표Ⅳ-12>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교사 계에 해 조사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

도(

N)

비

율(

%)

빈

도(

N)

비

율(

%)

당신은 선생님과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다 43 78 31 66

당신은 선생님과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다 12 22 16 34

계 55 100 47 100

당신은 고민이 있을 때 주도 으로 선생님과 화를 나  수 있다 6 11 12 26

당신은 고민이 있을 때 주도 으로 선생님과 화를 나  수 없다 49 89 35 74

계 55 100 47 100

선생님이 자신에 해 심 15 27 19 40

선생님이 자신에 해 무 심 40 73 28 60

계 55 100 47 100

선생님은 문제를 처리할 때 민주하고 공평하다 21 38 31 66

선생님은 문제를 처리할 때 민주하고 공평하지 않다 34 62 16 34

계 55 100 47 100

3 .  지역 생활

가 .  거 주  지역

  사  정의에 따르면 지역사회는 한 지역의 일정한 범  안에서 성립하

여 있는 인류의 공동 생활체이다.21) 정항성(郑杭生, 2014:83)은 지역사회를 

“일정한 사회 활동을 진행하여, 어떤 상호 작용 계와 공동 문화를 유지·

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337&cid=40942&categoryId=31630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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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maintenance)하는 인류 집단  그 활동의 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인정은 유동인구(流動人口)들에 한 지역사회의 인정과 련된다. 즉, 

사회 인정은 유동인구들이 유입된 지역사회에 해 생활 역의 느낌을 갖

는지, 더불어 지 지역사회가 유동인구들을 성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루지에(魯潔),2010).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특정 집단

이 지역사회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Ⅳ-12>에 따르면, 65.5%의 농민공 가정은 이주 노동자들이 집 된 

도농(都農) 결합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4.5%의 가정이 베이징 시민 집

의 공동주택( 區)에서, 20%는 외지인과 베이징 시민 혼합의 공동주택

( 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결합 구역은 도시에서 매우 가깝고 거주 비용이 비교  낮기 때문

에 다수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지로 선택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농민공

들은 같은 신분  비슷한 사회·경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

께 거주하므로 귀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리 인 안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도농 결합 구역은 인  구성이 복잡하고, 온갖 직업군이 공존하며, 

부분 사람들의 문화  소양이 높지 않으므로, 거칠고 속한 언어와 과

격한 행 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 기 때문에 이 지역

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  학교를 통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거주환경으로 인한 부정 인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들이 

도시생활에 잘 응하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서는 베이징 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 區) 혹은 외지인과 베이

징 시민의 혼합 거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상 으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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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3>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거주지역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이주 노동자 집 의 지역 36 65.5 4 9

베이징 시민 집 의 주택 구역 8 14.5 34 72

외지인과 베이징 시민 혼합의 주택 구역 11 20 9 19

계 55 100 47 100

  

  한편 농민공 자녀들과 지인들의 계의 측면을 살펴보면, ‘당신은 지

인이 외지인에 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해 농민공 자녀 

 7.3%는 ‘ 단히 친하다’, 12.7%는 ‘비교  친하다’라고 응답하 다. 

41.%%로 가장 많은 학생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하 으며, ‘친하지 않다’라

고 응답한 학생은 20%, ‘ 단히 친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8.2%로 

체로 지인과의 계에 해 보통이나 친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공 자녀들은 여 히 지인들과 외래 노동자 사이에 응어리가 존재

하고 있으며, 자신들과 지인들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동네 사람은 도시 사람에 해 매우 열정 이지만 방언 말을 하는 이주민

들에 해 비교  냉담하고, 때로는 우리를 시골 사람이라고 불러요.(학생 이모, 

여,12세, 등6학년, 허난성 출신)

공동주택( 區)과 고향의 마을에서 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마음 로 드나

들 수 없는 것이고, 가가호호 모두 문으로 들어간 후 문을 닫아요. 에 고향

에서 모두 문을 닫지 않고, 수시로 놀러 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안 돼요.(학생 

진모, 남11세, 등5학년, 안후이성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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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4> 지인과 외지인의 계  

N=55

구 분
농민공 자녀 

빈도(N) 비율(%)

단히 친하다 4 7.3

비교  친하다 7 12.7

보통 23 41.8

친하지 않다 11 20

단히 친하지 않다 10 18.2

계 55 100

나 .  지역 사회  구성 원고 의 상 호 작 용

  

  농민공 가정과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찰하기 

하여 ‘이웃과의 상호 작용’, ‘지역사회의 활동참여’, ‘지역사회 귀속감’ 등의 

3가지 지표를 활용하 다. 

  <표Ⅳ-15>에 보여주듯이 세 거주 지역  이웃과의 상호 작용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이주 노동자 집  지역으로, 이들  36.1%가 이웃과 왕래

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다음으로 베이징 시민 집 의 공동주택 지역은 

25%가 왕래하고 있으며, 혼합 거주의 지역은 18.2%가 왕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웃과 왕래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부분이 어떻게 왕래를 시작해야 

할 지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 경우 왕래할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질 으로 왕래할 기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웃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 도와  수 있고 귀속감을 강화할 수도 있

지만 세 지역의 도시의 농민공 가정은 공통 으로 이웃 간에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이 도시생활에 

응하는 데 있어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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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5> 농민공 가정과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 간 상호 작용

N=55

구 분

이주 노동자  

집 의 지역

베이징 시민 

집 의 

공동주택 

외지인과 

베이징 시민 

혼합의 

공동주택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이웃과의 상호 작용(왕래하다) 13 36.1 2 25 2 18.2

이웃과의 상호 작용(왕래하지 않다) 23 63.9 6 75 9 81.8

계 36 100 8 100 11 100

지역사회에 활동 참여 1 2.8 0 0 0 0

지역사회에 활동 참여하지 않다 35 97.2 8 100 11 100

계 36 100 8 100 11 100

지역사회 귀속감(歸屬感)이 있다 7 19.4 2 25 3 27.3

지역사회 귀속감(歸屬感)이 없다 29 80.6 6 75 8 72.7

계 36 100 8 100 11 100

  농민공 가정이 지역사회의 집단 활동에 참가하는 여부와 집단(지역공동

체)을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 구

성원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의 농민공 가정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내 조직에 참여하는 비율은 

체 표본 55명  1명(2.8%)에 불과하 다. 유일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사

례는 이주 노동자가 집 된 지역의 거주하는 가정이었다. 이 듯 지역사회 

활동이 조한 이유로 응답자의 26%가 ‘지역사회가 아무 활동을 개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 고, 22%는 ‘지역사회에서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이나 

조직을 모른다”라고 응답하 으며, 19%는 “ 심이 없다’고 응답하 다. 

한 11%는 ‘부모가 무 바빠서 참가할 시간이 없다’고 답하 다. 지역사회

에서 공동체 활동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농민공 자녀의 경우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단체나 활동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지역 사회에 활동에 참

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주민 원회 등을 통해 다수 지역사회에서 매년 여러 개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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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 경비에 제한으로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가 돌아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

다. 게다가 일부 외래 노동자들은 아침 일  일터에 나가 밤늦게 귀가하며, 

심지어 주말에도 쉬지 않기 때문에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 농민공의 자녀들은 간혹 지역 활동에 참

가하지만,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활동을 해 필요한 옷이나 장비를 

구입하기 한 지출을 원하지 않았다. 사실 지방 정부의 지역사회에 한 

소극 인 태도 한 농민공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한 참여를 조하게 하

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편 ‘당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 해 집처럼 느끼는지’라고 질문에 

해 정 으로 답변한 사람들은 체의 1/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부 농민공 자녀들이 차 도시생활에 응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여 히 부분의 농민공 자녀들은 자신이 도시 사람인지 농  사람이지 확

실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반 이상의 응답자

가 재 지역사회에 해 집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고 밝힌 것은 도시

에 친척이 없으며, 지인과 비교  이 어 친 한 계 형성이 어렵

고, 각종 보장 제도가 부족하여 도시 사람들의 차별과 불공정한 우를 받

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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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6> 농민공 가정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조사 N=55

구 분

이주 노동자  

집 의 지역

베이징 시민 

집 의 

공동주택

외지인과 

베이징 시민 

혼합의 

공동주택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지역사회에 활동 참여 1 2.8 0 0 0 0

지역사회에 활동 참여하지 않다 35 97.2 8 100 11 100

계 36 100 8 100 11 100

구 분

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원인 한 조사 N=54

빈도(N) 비율(%)

지역사회가  아무 활동을 개하지 않는다. 14 26

지역사회에서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이나 조직을 모른다. 12 22

심이 없다. 10 19

부모가 무 바빠서 참가할 시간이 없다. 6 11

기타 원인 12 22

계 54 100

4 .  사회  계  

가 .  신 분  인정

  신분 인정은 한 집단 혹은 개인이 에 의해 규정된 사회  신분을 스

스로 받아들이는 인정 혹은 인지이다(스창후이(石长慧),2014). 신분 인정은 

사회  신분의 수용 정도에 따라 ‘심리수용’과 ‘표면 수용’ 두 가지로 구분

된다. ‘심리수용’은 사회에 의해 형성된 신분을 그 자체로서 받아들인 상태

이며, ‘표면 수용’은 한 가지 표면만 받아들이거나 혹은 사회  신분을 불

완 하게 받아들인 상태를 의미한다. 루양(陸陽, 2010:14)에 따르면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사상, 감정, 행 에 해 많은 향을 끼칠 수 있다.” 

Erikson(1950)은 그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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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즉, 청소년 단계에서 개인은 

스스로에게 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나는 구인가?’, ‘지나가는  사람

과 나는 같은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등의 문제를 제

기하기 시작한다. 만약 개인이 청소년 단계에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

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더 나아가 

자신의 과거, 재, 미래를 하나의 유기 인 체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개인은 자신의 이상과 가치 을 확립하여 미래의 발 에 

해 생각할 수 있다. 반 로 개인이 자아 정체성 확립에 실패한다면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며, 심지어 사회의 요구와 치되는 정체성을 형성하여 사

회를 부정하고 반사회 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다.  

  신분인정과 련하여 55명의 농민공 자녀  8명(14.5%)만이 스스로를 

도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  6명은 도시에서 태어난 학생

들이다. 스스로를 농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농민공 자녀는 21명

(38.2%)이었고, 26명(47.3%)의 농민공 자녀는 자신이 농  사람인지 도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 다. 이는 많은 수의 농민공 자녀들이 신

분 인정과 련하여 농  사람이나 도시 사람에서 사이에서 스스로의 정체

성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편 도시 자녀들은 자신의 신분에 한 정체성이 농민공 자녀들과 비교

했을 때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호 이 있지만 농 에서 태어난 

2명(4.3%)을 제외하면, 93.6%의 도시 자녀들은 스스로를 도시 사람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체 도시 자녀들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이 규정하지 못

하는 학생은 1명(2.1%)에 불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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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7> 신분 인정 : 사회  신분에 한 자기인식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

(N)

비율

(%)

빈도

(N)

비율

(%)

나는 스스로를 농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1 38.2 2 4.3

나는 스스로를 도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8 14.5 44 93.6

나는 내가 농  사람인지 도시사람인지 잘 모른다 26 47.3 1 2.1

계 55 100 47 100

  학생들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한 학생들을 상은 ‘왜 자신이 농민이

라는 것을 생각합니까?’ 혹은 ‘왜 자신이 도시사람이라고 여깁니까?’라는 

질문에 해 ‘나는 농 에서 태어났으니, 농 만이 나의 집이다’, ‘도시에서

는 집과 차가 있어야 도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를 농  사

람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리의 생활습 은 도시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이고, 

도시 사람의 명 을 우리 가족은 쇠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으며, 화도 

보지 않는다’, ‘나는 도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향에

서 자라고 베이징 말을 할 수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모두 고향사람

들이다’, ‘우리 집은 도시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잘 먹고 잘 거주하고 있으

며, 이는 시골과 완 히 다른 것이다.’등 다양한 답변을 하 다.

  이는 농민공 자녀들은 더 이상 호 을 기 으로 자신의 신분을 단하지 

않으며, 농민과 도시 사람 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다. 컨  생활여건, 생활습 , 출생지, 집, 학교 등의 다양한 사회  요

인들이 학생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 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표Ⅳ-18>은 농민공 자녀들이 자신의 신분에 한 사회  인식을 보여

다. 14.5%의 학생들은 남에게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응답

한 반면, 29.1%의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56.4%의 사람들이 

상 없다고 응답하 다. 

  도시에서 거주하는 농민공들은 도시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직업, 수입, 

사회보장, 사회지  등에서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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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일부 언론매체들의 과장 보도로 인해 도시 사람들에게 농민공들은 문화

 수 이 낮고, 도덕성이 상 으로 낮으며, 범죄율이 높고, 교양이 없는 

집단의 명사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들은 남

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사 데이터를 보면, 농민공 자녀들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

을 알려지는 것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농민

공’ 명칭이 가져오는 부정  효과가 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Ⅳ-18> 신분 인정에 한 조사 N=55

구 분
농민공 자녀 

빈도(N) 비율(%)

남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도록 하기를 원한다 8 14.5

남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도록 하기를 원하지 않다 16 29.1

상 없다 31 56.4

계 55 100

 

나 .  도시 생활 의 응 성 

  체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 생활에 

잘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에서 생활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도시의 생활습 이나 생활 방식을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민공 자녀들의 도시 거주 기간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한 응 정도

를 살펴보면 도시에서 생활한 기간이 2-4년인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

는데, 이들  도시생활에 ‘아주 응’한 학생이 4명(17%), ‘비교  응’한 

학생이 8명(35%)이었다. 반면 ‘별로 응되지 않았다’는 학생은 1명(4%), 

‘매우 응되지 못했다’는 답변은 없었다. 도시생활에서 생활한 기간이 5-7

년인 농민공 자녀들은 총 13명으로, ‘아주 응’한 학생이 7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교  응’한 학생이 5명(3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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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별로 응되지 않는다’ 와 ‘매우 응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도시생활에 응에 있어서 아직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1년 이내와 

2-4년의 거주기간을 가진 농민공 자녀들에게서만 보 고, 5년 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가진 농민공 자녀들의 경우 부

분 보통 혹은 비교  잘 응하 고, 아주 잘 응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민공 자녀들의 도시 생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

시생활에 한 응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표Ⅳ-19> 도시생활 기간에 따른 생활 응성

N=55

구분

(생활의 응성)

농민공자녀의 도시생활 시간

1년 이내 2-4년 5-7년 8-10년 10년 이상

빈
도

(N)

비
율

(%)

빈
도

(N)

비
율

(%)

빈
도

(N)

비
율

(%)

빈
도

(N)

비
율

(%)

빈
도

(N)

비
율

(%)

아주 응 0 0 4 17 7 53.8 8 88.9 3 60

비교  응 1 20 8 35 5 38.5 1 11.1 2 40

일반 2 40 1 44 1 7.7 0 0 0 0

별로 응되지 않음 1 20 1 4 0 0 0 0 0 0

매우 응되지 못함 1 20 0 0 0 0 0 0 0 0

계 5 100 23 100 13 100 9 100 5 100

다 .  생활 에 한 만 족 도 

  생활에 한 만족도는 농민공 자녀들의 생활수 에 향을 미치는 물질

인 환경으로 주로 가정의 생활수 , 학교의 교육환경, 거주환경, 사회 보

장제도 등을 통해 확인하 다.

  생활에 한 만족도의 측면에서 농민공 자녀들은 ‘비교  만족’으로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도시 자녀들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 자녀들의 경우 체로 생활에 한 만족

도가 농민공 자녀들보다 높았는데, 도시 자녀  92%가 비교  만족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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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만족에 답한 반면, 농민공 자녀  비교  만족과 만족으로 응답한 학

생은 70.9%로 도시 자녀에 비해 상 으로 었다. 한 농민공 자녀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나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비율은 

10.9%인 반면, 도시 자녀들  같은 답지를 선택한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0>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생활에 한 만족도

N=102

구 분
농민공 자녀 도시 자녀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매우 만족 19 34.5 31 66

비교  만족 20 36.4 12 26

일반 10 18.2 2 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 9.1 2 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1.8 0 0

계 55 100 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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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농민공 자녀 의 교육상 황 

  4장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  계의 측면에서 도시의 농민공 

자녀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드러내었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역에서 드

러난 문제 을 보다 체계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가 족 생활 의 문제  원인

  부모는 긴 한 사회  계를 토 로 자식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 사회

의 규범과 일상 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수한다. 다시 말해, 아

이들은 부모로부터의 학습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게 됨으로써 생물학 인 인간에서 사회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성장한다. 장시우친(張秀琴, 2014:32)이 “가정은 아이를 해 첫 

인 계, 첫 인간 계, 첫 사회 규범, 첫 사회  역할을 제공한다”고 말한 

것도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본 에서는 농민공 자녀 부모의 교육 수   직업 상황, 가정  경제

인 여건, 부모와 자식 간의 계 등의 세 측면에서 가정환경이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에 끼친 향을 분석하 다. 

가 .  농민공 자녀 들 은  부모 의 낮 은  학력 과 직 업  지 로 인해  열 악 한 교육 

환 경 에 놓 여  있 다 .    

  오늘날의 사회학자들은 직업이 사회에서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주요

한 지표라고 주장한다. 이는 직업이 직 인 경제수입과 직결되며, 더 나

아가 사회  지 나 인 ·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하게 련되기 

때문이다(마오 이지앤 (茆怡娟 ),2010). <표Ⅳ-4>에 따르면, 도시 농민공 

부분은 보수가 낮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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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소 장사나 노  장사, 청소부, 인테리어 노동자, 건축노동자, 사기업의 

노동자 등을 주업으로 삼는다. 

  한 도시의 농민공 다수는 등학교 혹은 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으

며 심지어 일부 농민공들은 문맹과 반문맹 상태이다. 게다가 이들 부분

은 도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 환경

이 열악하고, 노동 강도가 높으며, 상 으로 험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

에 없다. 이 게 도시민들이 기피하는 직업군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민공들

은 높은 보수를 기 하기 어려우며, 그들의 직업 특성상 차별 인 상황에 

놓여 있기 쉽다. 농민공들의 열악한 문화 인 배경과 경제 인 여건은 그

들의 자녀들의 교육에도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 

  먼  농민공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교육 수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받

을 기회를 제약된다. 일반 으로 부모의 교육 수 이 높을수록,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쑨리핑(孫立平),2003). 반면 

교육 수 이 낮은 부모들은 교육에 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자신

의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방법을 벗어나지 못해 아이들에게 합리 이고 다

채로운 교육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띵 시우(丁明秀),2012). 농민

공들은 제 로 된 호 도 없이 도시에서 부유하는 고된 삶을 자녀에게 물

려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를 바란다. 결과 으로 농민공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가 높을 것을 기 하지만, 실질 으로 학업에 도움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농민공 부모 부분은 자녀들의 발 을 해 합리 인 

방법을 활용하는 신, 아이가 잘못할 경우 자녀들을 때리고 욕하는 등 처

벌 방식으로 택하는 경우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민공 부모의 직업 한 자녀의 성장에 요한 향도 끼친다

(쩡쥔시아(曾俊霞),2012). 농민공 부모들은 사회  지 가 비교  낮은 직업

에 종사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농민공 자녀들은 부모에 해 권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어렵다. <표Ⅳ-3>에서 나타나듯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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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부모의 직업을 ‘상 없다’ 혹은 ‘싫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 으로 높았으며, 반 로 ‘자랑스럽다’와 “좋아하다”를 선택한 

비율이 비교  낮았다. 이는 농민공 부모들이 일반 인 도시의 부모들에 

비해 부모로서의 권 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농민공들은 자녀들로부터 부모로서의 권  있는 이미지를 갖기 어렵기 때

문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나 .  농민공 자녀 는  열 악 한 경 제 인 여 건 으로 인해  양 호 한 학습  환 경 을 

제공받 지 못 하 고  있 다 .   

  

  농민공 부분은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로 인해 자녀들은 교육 받을 기회나 환경으로부터 배

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 독립된 학습 공간을 갖

지 못한 경우가 부분이다. <표Ⅳ-5>에 나타나듯이 부분 농민공들은 

방값을 아끼기 해서 낙후된 지역의 임 주택에서 생활한다. 임 주택도 

구하지 못하는 농민공들은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천막이나 작업장 등에서 

지낼 수는 경우도 있다. 이 듯 한 가정 체가 하나의 방에서 함께 생활

할 정도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학습을 한 별도의 

공간을 갖는 것을 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많은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조용한 학습 환경을 갖지 못한 채 집안 곳곳을 옮겨 다니며 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숙제를 해야 한다. 이들은 소음을 견디거나 어두운 조

명 아래에서 공부를 해야 하며, 부모의 사업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혼

잡스러운 여건 속에서 숙제를 한다. 

  농민공 자녀들이 노출된 거주 환경은 이들의 학습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 자녀의 집에 간 이 있는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

들의 집에 해 ‘학우 집은 많은 방이 있고, 매우 깨끗하여, 한 학습을 

한 별도의 방이 있어서 매우 좋다’, ‘학우 집은 매우 쁘고 고 스러우

며, 나는 학우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본 도 없고, 사용할 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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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우 집은 매우 깨끗하며, 집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야 하여, 매우 

생을 시한다. 우리 집에서는 별로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다’ 등의 반응을 보 다. 이처럼 농민공 자녀들은 재의 거주 환경에 한 

낮은 만족도를 보 으며, 도시인들의 거주 환경에 해 부러운 시선을 갖

고 있었다.  

  두 번째로 농민공 자녀 부분이 교외나 슬럼화된 지역에 거주하므로, 

학습을 한 과외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민공 자녀들은 여

유롭지 못한 가계 상황으로 다양한 과외 생활을 하기 어렵다. 농민공 자

녀들에게 과외 활동이란 기껏해야 집에서 텔 비 이나 앨범을 보는 것, 

친구와 노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도시의 아이들은 화나 공연을 

람할 수 있었으며, 여행을 다니거나 공원에 놀러 다닐 수 있었다. 한 이

들은 시 이나 소년궁22)을 견학할 수 있으며, 동창회에 참가하는 등 다

양한 과외 활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더불어 농민공 자녀들이 과외 시간에 

각종 과외반 혹은 취미반에 참가하는 비율도 도시 자녀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물론 농민공 자녀의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해주

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좋은 성 을 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들은 실

인 경제  조건에 제약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충분한 경제 인 지원을 제공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의 농민공 자녀들은 열악한 학습 환경에 놓여 있

어 성장 과정에서 상 인 불이익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도시인 학우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 같은 부정 인 감정의 경험은 이

후의 성장에 있어 부정 인 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끝으로 농민공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교육 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농민

공 부분은 노동 강도가 강하고 노동 시간이 상 으로 긴 직업에 종사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해 충분한 시간과 에 지

를 할애하기 어렵다. 심지어 일부 농민공 자녀들은 가계를 유지하기 하

여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농민공 자녀들은 학습의 매인 부모의 

22) 정치 교육과 집단 문화 활동을 해 설치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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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받기 어렵고, 직 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

도 있다.

다 .  사회화 과정에서 농민공 자녀는 부모와는 이질 인 문화를 내면화한다.

  농민공 자녀들은 자신과 부모가 이질 인 문화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자녀들은 부모 세 의 문화가 무 스럽고 도시생활에 응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은 부모 세 와의 마찰을 최

소화하기 해 부모와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심과 가르침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부모님 혹은 할머니 혹은 어른들이 xxx아냐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듣보잡이에

요 했더니 그게 무슨말이냐며 이해하지 못하셨어요.(학생 장모, 여,14세, 1학

년, 허난성 출신)

 

다양한 인터넷 용어  임말 사용시 어른들이 이해를 못해서 답답했어요(학

생 진모, 남11세, 등5학년, 안후이성 출신)

  이 같은 차이는 농민공과 그들의 자녀가 도시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농민공들은 농 의 가정 문화 속에서 성장하

고, 도시로 이주한 뒤에는 도시 문화를 수용하기 한 재사회화를 겪었

다. 따라서 농민공들은 도시인들과 비교했을 때 도시의 정보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 상 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아이들은 아직 사회화가 끝나

지 않은 상태, 즉 사회화 과정 에 도시 문화를 수용한다. 따라서 이들은 

부모 세 와 비교했을 때 도시 문화를 학습하고 모방하는 것이 수월하며, 

말, 행동거지, 옷차림, 취미 등 도시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상 으

로 빠르다.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도시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그들은 이질 인 문화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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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부모 와  아 이의 소 통 이 다 .

  <표Ⅳ-6>를 보면 27.3%의 농민공 자녀들이 ‘부모가 자주 당신과 교류한

다’를 선택하 다. 이 같은 응답은 도시 자녀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게 나타

났다. 농민공 가정에서의 소통은 양 으로도 을 뿐 아니라 내용 으로도 

교육 인 성과를 기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

상 인 이야기를 나  때 부모와 자식 간의 화보다는 부모에 의한 무미

건조한 설교나 당부 형태가 부분이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성

장 과정에서 한 지지와 이해를 받지 못하여 감정 인 결핍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농민공 자녀들은 쉽게 비주류문화의 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부모에 한 부정 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다.   

2.  학교생활 의 문제  원인  

  주리나(朱麗娜, 2008: 46)는 “학교에 진입하는 청소년에게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사회화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차 가정과 가장의 역할보다 

요해져 학교와 교사가 청소년의 사회화에 있어 가장 요한 사회 환경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학교는 사회의 요구를 교육에 반 하여 학

생들의 사회화에 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교육은 지식의 습득과 인 계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를 하여 교육과정과 집단 규범, 학교 문화가 

요하다. 학교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  집단 규범, 학교 문화를 경험하면

서 학생들은 한 자연인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농민공 자녀의 학교생활에 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생활에 한 

응, 학습 흥미와 학습 동기, 교사와 계 등의 항목을 심으로 근하

다. 주로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가 학교의 시설, 제도, 개설과목에 해 

응하는 정도를 비교하고, 학이 학습 응성 , 학습 흥미와 학습 동기,

사회 계 상황에는 동년배 집단의 계 교사와의 계에 끼치는 향을 

심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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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학교 생활에 한 부 응은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모든 농민공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도시로 입한 후 학 문제에 부딪

히게 되는데, 심지어 여러 번 학을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

도 있다. <표Ⅳ-8>에 나타나듯이 농민공 자녀의 89%는 학을 경험하며, 

응답자의 43%는 3회 이상의 학을 경험하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

육과정이 지연되는 경험을 빈번하게 겪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학습의 단

을 경험하고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정규 공립학교에 다니는 도시 자녀

와 비교하면, 농민공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

으로 많으며, 그들의 학교생활에 한 부 응 정도는 학 빈도가 잦아질

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도시의 농민공자제학교는 도시의 공립학교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학교는 건물이 하나만 있고, 운동장도 없으

며, 평소 체육수업도 이 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 체육수업을 하고 싶다’, 

‘우리들이 지  다니는 학교는 고향의 학교와 비교해보면 [시설이]좋지 않

고, 정규 이지도 않다’, ‘우리 학교의 환경은 무 좋지 않고, 학교 곳곳이 

매우 낡고 더러우며, 탁자와 의자가 망가진 경우가 부지기수이다’고 말했

다. 이처럼 농민공자제학교는 농민공 자녀들이 고향에서 다니던 학교와 비

교했을 때에도 시설과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교

사 인력과 교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공

립학교에 비해 시설과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민공자제학교의 여건에 해 

낙담하거나 원망,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학교에 한 부정 인 

인식은 학습에 좋지 않은 향을  수 있다. 

  한편 일부 농민공 자녀들은 농민공자제학교의 교과과정이나 시험 방식에 

응하지 못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는 도시 학교의 교육과

정  교보재가 농 에서 활용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농 에서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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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아이들은 어나 컴퓨터 등의 교육과정을 해본 이 없다. 이 

학생들은 도시 학교에 입학한 뒤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학

업에 해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도시의 교육과정마  제

로 실행하지 못하는 농민공자제학교의 여건도 학생들의 학업 부진에 일

조하고 있다. 농민공자제학교는 도시의 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교사자질

이 상 으로 낮으며, 교사마다 교육받은 수 도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어

느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교를 떠나면, 어쩔 수 없이 해당 과목을 휴

강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즉 농민공자제학교는 단조로운 교육

과정을 운 하고 있으며, 도시 공립학교에 비해 상 으로 문성이 떨어

지는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 

  끝으로 도시의 농민공 자녀들은 낯선 도시 학교의 학습 환경에 응하지 

못하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다. 농민공자제학교 학생들은 싸움을 하거

나 남을 욕하고, 수업을 빼먹는 등 학교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

불어 교사의 지 에 해 말 꾸를 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도시 자녀들에 비해 학업에 소홀하다. 학생들의 비행은 느슨하게 운

되는 농  학교에 응되어 있는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부 외진 지

역의 농  등학교들은 심 이후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이러한 농  

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의 공부 시간이 규칙 이지 않으며, 학생들의 행동

을 규제하는 규칙도 없다. 게다가 농  학교의 교사들은 임시 리 강사인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출석 문제, 수업 시간  잡담, 숙제를 제출하

지 않는 것 등에 해 극 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장기간 성장한 농민공 자녀들은 사회 으로 요구하는 규범을 형성하기 어

렵다. 더욱이 부모마  생계를 꾸리느라 아이들의 학습에 심을 가질 시

간과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결국 농민공 자녀들은 규범 수와 학업을 강

조하는 도시의 학교에 입학하면서 구속감과 스트 스를 느낄 수 있다.   

나 .  외 재 인 학습 동 기 가  쉽 게  퇴 학과 퇴 를  래 하 게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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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동기는 학생들을 배움의 세계로 이끌고, 더 나아가 학습을 지속하

도록 격려하는 동력이다(왕지에,꾸오쉬에 에(王 ，郭雪悦),2012). 학습 동

기는 크게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  동기에 

따른 학습자는 학습활동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외부의 유인이나 처벌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 반면 외재  동기에 이끌린 학습자들은 활동 자

체를 통해 만족감을 얻지 못하며, 학습이 가져오는 결과에 심을 갖는다. 

  도시의 농민공 자녀와 도시 자녀의 학업 성 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

나지 않았다. 하지만 농민공 자녀들은 학습 동기 측면에서 외재  동기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국의 사회 구조에서 농민공들은 사회 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며,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민공들은 체로 

경제 인 수입이 높지 않고 사회  지 도 낮으며, 일부 권익들을 보장받

지 못하여 생활이 곤궁하다. 농민공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흥미에 심을 

두지 않은 채, 단지 학업 성취만을 시한다. 한 이들 부분은 자녀들이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배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쑨 원종 (孙文中), 2013).

  농민공 자녀들은 부모들의 생각에 향을 받아 학습 동기를 외재 인 요

인에 두고 있다. 그들은 부모를 해서, 그리고 미래의 돈벌이를 해서 공

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습을 왜 하는지에 한 질문에 해 

36%의 도시의 농민공 자녀들이 ‘부모가 더욱 잘 살기 해서’라고 답하

다. 이처럼 외재  동기에 이끌린 농민공 자녀들은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분은 학습을 지지할 수 있는 강력한 내재

 동기가 결핍되어 있으며, 극 으로 공부하지 않으며 주어진 과제를 

제 로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성장하여 일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학업을 지속하는데 겪게 도는 어려움에 극

으로 처하지 않고 좋은 돈벌이 기회를 해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실

제로 농민공 자녀들의 퇴학율과 퇴율은 도시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돈벌이라는 외재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

른 기회를 해 상 으로 쉽게 학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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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농민공 자녀 들 은  상 으로 사회  상 호 작 용  능 력 이 결 여 되 어  있 다 .

1) 사회  상호작용 능력의 결여는 동년배 집단과의 계에 향을  수 

있다.  

  동년배 집단은 출생연도가 비슷하거나 같은 연배로 구성되어 취미·가정 

배경 등 분야가 비교  유사한 사람들이 자발 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을 

가리킨다(정항성(鄭杭生), 2014) 동년배 집단은 개인의 사회화와 련하여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에릭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과 앨버트 

반듀라(Albert Bandura)(1950)도 동년배 집단이 개인의 사회성 발달에 끼

치는 향에 해 구체 으로 서술한 바 있다. 동년배 집단은 공통의 취미, 

화제, 가치 념 등을 공유하며 구성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장빠 오팡(張寶方, 2010)에 따르면 동년배 집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동년배 집단은 아이가 받아들이는 생활 경험과 

사회의 정보의 출처 역할을 한다. 둘째,  동년배 집단은 아이의 삶의 목표

와 가치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친다. 셋째, 동년배 집단은 아이들이 사

회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행  규범을 가르친다는 에서 아

이들의 학습에 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년배 집단 구성원 간의 교류는 아

이의 상호작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농민공 자녀들이 인 계 기술에서 미숙한 모습은 교사와의 면담을 통

해서도 드러났다. 연구자가 면담한 공립학교 교사는 학 의 농민공 자녀들

이 도시 자녀와의 왕래가 고 수업  발언도 많지 않으며, 성격도 비교

 괴 하다고 답했다. 한편 농  아이들은 인 계에서 피동 이고 수

은 반응을 보이며, 타인들에게 자신의 특성을 숨기거나 순종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들 부분은 낯선 사람과 조우할 때 폐쇄 이거나 자아를 

숨기는 반응을 보인다. 

  이처럼 농민공 자녀들의 사회  상호능력이 결여된 배경에는 농  특유

의 폐쇄 인 환경과 농민공들의 보수 인 성격 등이 있다. 농민공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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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수 인 부모의 향을 받아 자존심을 지키기 해 노력한다. 이 과정

에서 아이들은 왕왕 마음속 진실된 생각을 은폐하고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

다. 결과 으로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와 비교했을 때 자기의식이나 

독립의식이 상 으로 낮으며, 다른 사람의 주장에 해 비 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다. 

  더불어 농민공 가정의 열악한 가계 상황도 농민공 자녀들의 사회  상호

능력이 결핍된 주요한 원인이다. 도시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농민공 가정

은 부분 생활 여건이 상 으로 어려우며 기본 인 의식주와 생필품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화  등 여가시설을 이용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은 

농민공 가정의 형편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와 화할 수 있는 화제가 부족하다. 게다가 농민공 자녀들은 기

인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성 도 좋지 않아 동년배들 특히 도시 호 을 가

진 아이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한다.

2) 사회  상호작용 능력의 결여는 교사와의 계형성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학교에서 사제 계는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

인  하나이다. 동년배 집단과의 계가 그러하듯, 아이들은 사제 계를 

통해 어떻게 인간 계를 처리하고, 사회 규범과 행  칙이 무엇인지 배

우며, 도덕성과 사회  통념을 내면화하고,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조

정할 수 있는 사회  능력을 습득한다. 

  농민공 자녀들은 부분 잦은 학으로 생활환경의 변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농민공 부모들은 보통 바쁜 생업 때문에 자녀들의 응을 도

울 여력이 없으며, 도시 호 을 가진 아이들도 농민공 자녀들과 왕래 자체

가 은 편이로 그들의 응을 돕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격려와 도움은 

농민공 자녀들이 변화된 환경에 응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Ⅳ-11>에서 제시하 듯, 78%의 농민공 자녀들은 교사와 친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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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기를 원하며, 이는 도시 자녀와 비교했을 때 12%나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농민공 자녀들  교사와 친해지기 해 극 으로 행동하는 아이

들은 매우 다. 몇몇 농민공 자녀들은 ‘우리 선생님은 평소에 비교  엄격

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요’라고 답하며, 교사와의 

계형성의 어려움을 표했다. 한 ‘우리 선생님은 매우 좋지만, 나와 선생

님 사이의 교류는 모두 학습에 련된 토론 뿐이다’, ‘선생님이 나를 부르

기만 하면, 나는 매우 긴장돼요. 나는 늘 잘못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

를 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선생님이 나의 걱정거리를 부

모에게 알려  수 있기 때문에 로 선생님께 얘기하지 않아요’, ‘ 는 

별로 우리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고, 선생님은 매우 편 이기 때문에 제

가 지 껏 나서서 선생님과 말하지 않았어요’, ‘제 학업 성 은 좋지 않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를 찾지 않으면, 는 

로 나서서 선생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은 매우 해박하고 성격도 

온화하세요. 때로는 선생님에게 화를 걸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등 부분 교사와 거리를 느끼고 있으며, 교사와의 계형성

에 소극 이었다.

  이처럼 농민공 자녀와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 채 은 구축되어 있지 않으

며, 둘 사이의 계 한 친 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먼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와 비교

했을 때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한 가지는 교사를 둘러

싼 열악한 여건이 농민공 자녀와 교사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

다. 주지하 듯 국의 개 개방 이후 엄청난 수의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

의 학교로 몰렸지만, 아이들을 수용할 제도 인 지원이 미비하여 교사들은 

많은 부담을 지게 다. 즉, 교사들은 이 보다 많은 인원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해야 했으며, 그 결과 학 을 리하기 어려워지는 등 실질 은 부담

을 떠안게 되었다. 더불어 농민공 자녀들은 기 인 학습 능력이 부족 등 

도시 자녀들에 비해 상 으로 교사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처럼 교사들은 더 많은 교육 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받게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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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인 여건은 아이들을 세심하게 챙기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 으

로 교사들은 농민공 자녀에 해 실제로 더 많은 심을 쏟기 어려우며, 

교육 인 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  지역 생활 의 문제  원인  

  지역사회는 가정과 학교를 제외하고,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에 향을 끼

치는 역  하나이다. 농민공 자녀들은 지역사회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귀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르게 도시생활에 

융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이들은 지역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소외계층

을 비롯한 타인들에 해 심을 쏟을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복

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농민공 자녀들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

하여 사회·국가에 한 이해를 증진할 수도 있다. 요컨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인 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

신에게 주어진 사회  역할을 자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들은 

종국에는 사회 통합에 공헌할 수 있다. 

  하지만 농민공 가정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상 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이웃 간의 왕래  지역사회 활

동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약들은 농민공 자녀의 사회

화에 일정 부분 향을  수 있다.    

가 .  아 이들 은  복 잡 한 주 거 환 경 으로부터  악 향 을 받 기  쉽 다 .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은 도시와의 거리가 비교  가깝고 주거 비용이 

비교  렴한 도농 결합 구역에서 거주한다. 일부 농민공 가정들은 베이

징시의 도농 결합 구역이나 철거 상 공동주택( 區), 건설 공사 장의 

임시 거주소, 운 하는 가게의 주거 공간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반 으

로 동일한 신분이나, 유사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이주 노동자들은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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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주하면서 귀속감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신 인 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농민공 이웃 부분이 유동인구로 한 곳에 오래 거주하지 

않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 복잡한 인  구성을 

갖는다. 한 농민공들은 도시인들에 비해 상 으로 교육 수 이 낮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 부분 도시에 비해 상 으로 범죄율이 

높다. 이 같은 주거 환경은 그들에게 열악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자연히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들에 비해 상 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생

활을 하고 있다. 물론 베이징의 주거 지역이나 도농 혼합 지역에서 거주하

면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생활에 응하는 능력을 쉽게 익힐 수 있지만, 농

민공들은 높은 생활비와 도시인들의 차별과 불공정한 우 등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베이징시나 도농 혼합 지역의 거주를 선택하는 것을 

실 으로 쉽지 않다. 

나 .  이웃 과의 계 가  소 원하 여  아 이들 은  동 년배  집 단 과 왕 래 하 는  데  어

려 움 을 겪 는 다 .

  <표Ⅳ-14>가 보여주듯이, 세 유형의 주거 구역에 거주하는 농민공 가정

들 모두에서 이웃과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이주 노동자들

이 집 된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민공 가정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웃과의 상호작용이 상 으로 활발한 편이다. 나머지 두 지역사회에 거

주하는 농민공들은 강도 높은 노동 때문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 즉, 이 지역의 농민공들은 매일 아침 일 부터 밤늦게까

지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웃과 왕래할 여력이 없다. 한편 여성들

은 취업을 비하고 있거나 가정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웃과 왕래할 

시간과 기회가 있지만, 그들 부분은 이웃과 왕래하는 것에 익숙치 않으

며, 낯선 사람에 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민공 

가정의 여성들은 이웃과 왕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처럼 농민공 가정들은 실 인 여건과 경계심 때문에 이웃과의 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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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꺼리므로, 농민공 자녀들 한 지역사회의 동년배 집단의 아이들과 왕

래를 하기 어렵다. 그 신 농민공 자녀들은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형성된 

동년배 집단과 주로 왕래를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동년배 집단은 학교

의 동년배 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이질 인 집단이며, 동시에 문

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농민공 자녀들은 지역사회의 

동년배 집단과 교제할 기회를 놓침으로써 그들의 하 문화(subculture) 

한 단조로워질 개연성이 높다. 결과 으로 농민공 자녀들은 문화  다양성

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고 복잡한 사

회의 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는 농민공 자녀의 인 인 인격 형성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 .  지역 사회  활 동  참여 도가  낮 으면  아 이들 이 지역 사회 에 한 귀 속 감 을 

형 성 하 기  어 렵 다 .   

  도농 결합 구역 혹은 건축 공사 장에서 거주하는 농민공 가정은 지역

사회 차원에서 구체 인 리가 없으므로 참여할 수 있을만한 지역사회 활

동도 없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공들은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본 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그 다고 해서 아

트 단지에 거주하는 농민공 가정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도 아니다. 물론 다수 지역사회에서는 매년 많든 든 공동체를 한 활

동을 벌이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경비가 제한되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참가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공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더불어 농민공들은 자녀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해서도 

회의 인 반응을 보인다. 일부 아이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분의 농민공들은 자녀들의 활동 참가비를 내거나 의류나 도구 

구입을 해 지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일부 지역사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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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의 검열에 비하기 해서만 활동을 개하고 있어 부분 형

식에만 치우칠 뿐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극 으로 끌어내려는 의지

가 담겨 있지 않다.

4 .  사회  계 의 문제  원인 

  부분의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생활에 해 비교  정 인 태도를 보

인다. 그러나 도시 자녀들과 비교하면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차이는 농민공 자녀들의 도시 생활에서 있어 문제가 될 수 있

는 소지가 되고 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농민공 자녀의 사회  계

의 특징을 확인할 있다. 

가 .  제도 인 요 인으로 인해  모 호 한 신 분  인정 이 래 된 다 .

  일부 농민공 자녀들은 비교  오랜 기간을 도시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

하고 스스로를 도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표Ⅳ-16>에서 볼 수 

있듯이 농민공 자녀  20%만이 스스로를 도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으

며, 반에 가까운 아이들은 자신이 도시 사람인지 농  사람인지 잘 모른

다고 응답하 다. 농민공 자녀들은 농민공의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특수 집단이로,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독특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 게 아이들은 농 과 도시에 걸친 신분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아버지 세

와 비교했을 때 잠시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유동

인구(流動人口)의 신분으로 도시와 농  사이에서 떠돌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는 제도 으로 이들을 온 히 수용하지 못하므로, 농민공 자

녀들은 도시 자녀들이 리는 교육 혜택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사회 

안정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게다가 농민공 자녀들은 농업 노동의 경험

이 없다는 에서 부모 세 와 동질 인 집단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신

분 인정이 온 히 이 지지 않으므로,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생활에 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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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성장에 부정 인 향을 받을 수 있다. 한 애매한 신분 인정은 

아이들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정도에 향을  수 있다. 게다가 사회로

부터 온 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농민공 자녀들은 자아정체성을 형성

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을 가한다. 바꿔 말하면, 사회의 신분 인정은 개인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작용-반작용의 계에 놓인 셈이다.

나 .  언 어  차별 은  생활 이 응 하 는  데  주 요  장애 가  된 다 .   

  생활에 한 응의 측면에서 일반 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

수록,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 생활에 잘 응하고 있었다. 즉, 아이들은 도

시에서 생활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도시의 생활양식을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도시에서 태어난 농민공 자녀들과 농 에서 이주해온 아이들 

사이에서 찰되는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많은 농민공 자녀들은 표 어

을 잘 쓰지 못하며 표 어와 방언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런 아이들은 언

어 활용이 스럽다는 이유로 도시의 아이들로부터 놀림당할 것을 두려워

한다. 따라서 표 어에 익숙치 않은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말을 삼가며 

도시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일부 도시 자녀들이 지역에서 통용

되는 방언으로 하는 화 한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농민공 자녀들이 도

시 자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격리되는 데 일조한다. 

다 .  건 하지 못한 사회보장 제도는 농민공 자녀의 생활 만족도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표Ⅳ-19>에서 보듯이 자신의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도시 자녀

의 비율은 농민공 자녀의 2배에 이른다. 농민공 자녀들은 학교 교육 환경

에 해 비교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분 재 살고 있는 

집이 작고, 자신을 한 독립 인 방이 없으며, 도시 자녀들처럼 화 람 

등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 



- 112 -

  한편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계에 해서는 친한 친구가 부족하

고, 부모로부터 학습 지도를 받지 못하 다. 한 도시 자녀들이 깔보는 것

이 두려워 교우 계를 원활히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처럼 농민공 자녀은 낮은 소득 수   사회  보장제도의 부족으로  

인해 물질 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계의 측면

에서도 교육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활에 해 만

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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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 약  논의 

1.  요 약

  본 연구는 주로 도시 호 은 없으나 도시에서 일하는 부모를 따라 도시

로 유입되었거나 도시에서 태어난 농민공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

나는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토 로 문제 해결을 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공 자녀의 학교교육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농민공의 자녀의 교육상황은 도시 자녀와 어떻게 상이한가?

  우선 농민공자제학교에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농민공자제학교에서 유

동아동의 사회화 과정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농민공 자녀들의 

학교교육의 문제를 분석하 다. 그리고 농민공자제학교  공립학교에 다

니는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민공자녀의 교육상황이 도

시 자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 다. 이를 통해 도시 자녀와 달

리 농민공자녀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화의 특징을 보여주고자 

하 다. 

  사례연구는 베이징시 해정구의 명원(明園) 농민공자제학교(農民工子弟學

校)를 상으로 2013년 7월 부터 자료수집을 진행하 으며, 자료수집은 

주로 참여 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주로 교장, 교

사, 학교 물품 리 담당자, 재학생( 등학교3학년생부터 학교3학년학생) 

 일부 농민공자제학교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들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의 교육환경  학생의 수업상황, 학생의 

학업태도, 교우 계, 교사와의 계, 과외활동  주말 휴일에 진행되는 활

동 등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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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분석을 한 설문조사는 베이징시 문화지역(하이띠엔구)에 있는 

등학교  공립학교 두 곳과 농민공자제학교 두 곳의 학생들 상으로 실

시하 다. 120부의 응답  유효한 설문지 102부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 으며, 이에 더하여 학교방문을 통한 참여 찰  설문을 실시한 교사

와 학생을 상으로 진행한 면담을 통해 추가 으로 수집된 자료를 결합하

여 도시 자녀와 농민공 자녀의 교육상황에 한 비교분석을 하 다. 

  우선 베이징 명원(明園) 농민공자제학교(農民工子弟學校)에 한 사례연

구는 농민공자제학교에서의 사회화에 하여 다음과 결과를 보여주었다. 

농민공자제학교는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부족한 을 보충하고 도시에 있

는 유동아동들에게 공부할 장소도 제공하는 정 인 기능도 있지만 유동

아동의 사회화 형성 과정에 있어 부정 인 향을 주기도 한다. 농민공자

제학교에 있는 유동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나타난 문제 으로는 첫째, 농민

공자제학교의 학생은 자아의식의 편차로 인해 자신의 실처지에 한 불

만으로 가득차 있었다. 둘째, 공부에 해 극 이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의식이 부족하 다. 셋째,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미래에 해 기 감이 없고 막막해 할 뿐이었다. 게다가 교사의 수가 어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부분이

었다.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생계를 도모하기 해 수업을 할 뿐이며, 책임

감이 강한 교사가 학교에 온다고 해도 제도 인 변화없이 그들의 노력만으

로는 바 기가 쉽지 않았다. 부모의 무 심으로 많은 농민공 자녀들은 학

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농민공자제학교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다. 부분 지역 변두리에 

치하여 잘 리되지 않았고 치안 상황이 좋지 않았다. 여러 부류의 사람

이 있다 보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학교의 시설은 낙후

되어 있고, 수시로 토지를 징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주변 환경 그리고 

그들에 한 사회의 냉담한 태도가 학생의 태도와 심리를 더욱 부정 으로 

만들고 있었다. 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에게 큰 기 를 하지 않아 아이들은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 결국 부분의 사람들은 농민공자제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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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고 정규 이지 않으며 주변화된 사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형

인 “사회  낙인(污名化 stigmatization)” 상으로 볼 수 있다.

  4개 학교를 상으로 설문조사  참여 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

료를 바탕으로 농민공자녀의 교육상황이 도시 자녀들의 교육상황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민공 자녀의 부모의 최종 학력은 도시 자녀의 부모와 비교할 때 상

으로 낮았으며, 부분이 낮은 학력과 문 기술 부족으로 인해 주로 육

체노동이나 자 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자녀의 부모들은 부분 사회  지 가 높고 고학력으로 문직에 종사하

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들의 직업의 차이는 간 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나 

인성 등에 향을  수 있다. 실제로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 자녀들에 비

해 부모의 직업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민공들은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기본 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필수 인 지출조차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자연히 자녀의 

교육에 투자할 경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도시의 농민공 

가정  도시 공동주택( 區)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수 가정

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으며, 시내보다는 주로 도시 변두리 지역에 거주

한다. 열악한 경제  환경과 거주 환경으로 인해 농민공 자녀들은 양호한 

학습 환경을 갖지 못한다. 도시의 농민공 부분이 노동 시간이 길고, 강도

가 높은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자녀들의 학습을 지도할 시간을 거의 

없었으며, 설령 시간이 있다하더라도 낮은 교육 수 으로 인해 아이의 학

업을 효과 으로 지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모가 자식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도시 자녀들은 맞거나 욕을 들은 경험을 한 아이

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농민공 자녀들은 반 이상이 부모로

부터 맞거나 욕을 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공 자녀의 학교생활에 분석은 주로 학교생활에 한 응, 학습 흥

미와 학습 동기, 사회 계 상황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학교 응 상황에 

측면에서는 상당수의 농민공 자녀들이 재 다니는 학교에 해 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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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시 자녀에 비해 학교의 규칙과 제도에 응하는데 

있어 상 으로 어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공 자녀들이 교

사의 수업 방식에 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부 교사들이 수

업을 베이징 방언으로 진행하거나, 농민공 자녀들이 속한 학 의 학  당 

학생 수가 고향에 비해 상 으로 많기 때문이다. 한 모든 농민공 자녀

들은 부모를 따라 도시로 입하게 되어 학 문제을 경험하게 된다. 농민

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와 비교했을 때 상 으로 학 빈도가 많은 편이

었으며, 일부 농민공 자녀는 3회 이상으로 잦은 학을 경험하 다. 학습 

흥미와 학습 동기의 측면에서 도시 자녀와 농민공 자녀는 큰 차이를 보

다. 학습 동기의 측면에서 농민공 자녀들은 상 으로 외재  동기를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과 가정의 범주 안에서 학습 동

기를 찾는 경향이 도시 자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동년배 집단의 계에서 많은 농민공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일부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에 해 교만하고, 이기

이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동창을 괴롭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와의 계에서는 도시의 농민공 자녀들이 교사와 조화로운 계를 형성하

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사들이 도시 자녀들보다 자신

들에게 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도시 자녀들에 비해 상

으로 게 나타났다. 게다가 교사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  한 

도시 자녀들에 비해 농민공 자녀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간 갈등

이나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처리할 때도 하게 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생활에서 부분 농민공 가정은 도시에서 가깝고, 거주 비용이 비교

 낮으며, 이주 노동자들이 집 된 도농(都農) 결합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

다. 그러나 도농 결합 구역은 인  구성이 복잡하고, 주거 환경 자체가 열

악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부정 인 향을  수 있

다. 그 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보다 요한 역할

을 요구받는다. 한편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인들의 계에서 보통이나 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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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공 자녀들은 여 히 도시인들과 이주 노동

자 사이에 응어리가 존재하며, 자신들과 지인들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농민공 가정 부분은 이웃과의 어떻게 왕래

를 해야 할지 모르거나, 왕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

으로 왕래할 기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활동에 참가와 련

해서는 지역사회에 공동체 활동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농민공 자녀의 경

우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단체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았다.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자녀들에 비해 지역사회에 한 귀속감을 느

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에 친척이 없으며, 도시인의 교류

도 비교  어 친 한 계 형성이 어렵고, 각종 보장 제도가 부족하여 

도시 사람들과의 차별이 존재하며 불공정한 우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사회  측면에서 농민공 자녀들이 상당수는 도시 자녀들과 달리 농  사

람이나 도시 사람에서 사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

고 있었다. 한 농민공 자녀들의 도시 생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시생활

에 한 응이 나아지고 있었다. 생활에 한 만족도의 측면에서 농민공 

자녀들은 “비교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시 자

녀들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민공 자녀

의 열악한 주거 환경, 부모로부터의 교육  지원의 부족, 이웃과의 교류 부

족 등으로 인해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생활에 한 만족하고 있지만 도시 

자녀들에 비해서는 상 으로 만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도시 농민공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 ,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등을 사례분석과 도시 자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밝 내는 데 있다. 본 에서는 사례연구와 비교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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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드러난 농민공자녀들의 사회화  교육상황에 한 특성  문제 에 

해 논의하고, 농민공자녀들이 사회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 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가 .  가 족 생활  

1) 농민공 가 정 의 경 제  여 건  개 선 을 한 제도  보 완 이 필 요

  농민공 가정의 형편을 나아지도록 하기 해서는 농민공들의 수입을 향

상시켜야 한다. 이를 해서는 먼  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 농민공들은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도시인들과 다른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게 동일 노동에 해 다른 임 을 받게 되는 원인은 불합리한 

호  제도 때문이다. 농민공들은 호  제도 탓에 도시의 노동력 시장에서 

평등한 우를 받지 못하며, 임  설정에 한 경쟁에도 참여하기 어렵다. 

더불어 도시의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상응한 권리를 릴 수도 없

다. 따라서 농민공의 수입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호  제도를 개 해야 한다. 

  다음으로 농민공들이 노동 시장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에서 농민공들을 한 취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련해서 자

오시앙리(趙向利, 2006: 86)는 농민공 지원을 한 구체 인 체계를 제안하

고 있다. 그의 주장의 골자는 정부가 농민공 취업을 지원할 경우 농민공들

의 취업 부담은 고 소득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공들은 아

이들의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자 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자오

시앙리는 정부가 농민공들로 하여  각종 기술 교육을 받도록 유도할 것을 

강조한다. 기술을 습득한 농민공들은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기능형 직무나 

과학·기술형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취업 경로가 넓어질 것이기 때문

이다. 끝으로 자오시앙리(2006)는 정부가 공공 교육을 개설하여 농민공들에

게 무료로 교양과 노동권을 보호받기 한 법률지식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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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농민공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신장함은 물

론 자아 보호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자오시앙리의 제안처럼 정부 차원에서 

농민공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야만 농민공들의 사회 응을 도울 수 있

으며 더 나아가 농민공 자녀들에 한 가정교육도 개선될 수 있다.

2) 상 담 사를  통 한 농민공 가 정 에 한 개 별 화 된  지원체 계  구축 이 필 요  

  한편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인 계나 정신 건강, 학업 성취 

등에서 문제를 겪는 농민공 자녀에 한하여 상담사를 통한 개별화된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개인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내  특성들에 해 문가가 과학 인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잠재된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데 목 을 둔다. 이 방법은 개인이 사회 인 계들을 조정하고 사회 자원

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으로써, 개인의 사회생활 능력을 회복하

도록 돕고 더 나아가 개인 혹은 가정에서의 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을 맞춘다.

  상담사는 농민공 자녀나 가족 구성원에게 화를 통해 근하며 아이들

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학업 지도 등을 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가정이라는 간 이며 미시 인 삶의 역에 개입하여, 농민공 자녀 본인

은 물론 그를 둘러싼 가정, 학교의 교사 등으로 이해를 넓 갈 수 있다. 이

게 개인을 둘러싼 계들을 악함으로써 상담사는 농민공 자녀의 문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토 로 아이들이 직면하는 개별

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상담사들이 농민공 가정에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  상담사들은 농민공 자녀들과 가족구성원 각각의 능력들을 악한다. 

다음으로 농민공 자녀의 문제 해결을 해 주변 환경들, 즉 가족구성원들

을 극 으로 동원하고 배치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농민공 가정 내

에는 효과 인 의사소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민공 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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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이 필요로 하는 것에 해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고 즐거운

지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가족 간에 화목한 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개

인들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이 농민공 자녀를 지지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하

여, 결국에는 아이가 변화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는 데 을 두는 것

이다. 

  문가로서 상담사는 가정 외에서 아이들이 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를 들어, 담임선생님이나 가까운 동년배 친구들

을 상으로 상담사들은 상 방으로 하여  아이들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극 으로 사회 인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암시해  것을 당부한다. 

이 같은 방법은 농민공 자녀의 사회 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  학교생활  

1) 농민공 자녀 들 에게  도시 공립학교를  개 방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의 기본 인 권리이며, 평등한 교육은 사회평

등의 기 이다. 하지만 오늘날 농민공 자녀들은 도농이 분리되는 사회 구

조 때문에 도시의 교육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

를테면 당장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 공립학교에 다니기를 원한다면, 번거로

운 수속은 물론 비싼 편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게 들어간 학교에서

도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출신 아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릴 수 없는 실정

이다. 재의 차별 인 교육을 해소할 때 비로소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에 

융화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에 만연한 도농 격차 한 해결될 수 있

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도시 공립학교는 농민공 자녀들이 장애물 없

이 입학하여 도시 출신 아이들과 같은 우를 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

해야 한다. 한 도시 공립학교들은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요 을 면제

하여 농민공 자녀를 수용해야 하며,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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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끝으로 공립학교들은 도시 출신 아이들과 농민공 

자녀를 통합 으로 리해야 하며, 아이들이 출신과 상 없이 공통의 교육

을 받고, 공통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 해야 한다. 물론, 농민공 자녀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장려하고, 농민공 자녀들도 국 공산주의 청

년단이나 국 소년 선 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과외 활동 참여

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평한 교육을 실 하기 해 정부의 역할이 요하다. 

정부는 와 같은 조치들이 실 될 수 있도록 농민공 자녀들을 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을 지방 교육 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앙 

정부는 학생들을 계층화하여 리하지 않고 출신에 상 없이 통합 으로 

리함으로써 아이들이 교육 자원을 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공

립학교들에게 농민공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2) 농민공자제학교에 한 지원 강 화

  원칙 으로 농민공 자녀들은 의무교육 해 공립학교에 다녀야 한다. 그

러나 국은 도시화 과정 에 있고, 교육 자원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민공자제학교는 과도 인 교육 기 으로서 농민공 자녀의 교육에

서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공자제학교들은 아직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따라서 농민

공자제학교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 한 발휘하게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의 

인도와 지원이 필수 이다. 한 정부는 민간설립학교들에 한 감독과 

리를 강화하여 농민공 자녀들의 취학 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서는 농민공자제학교와 련된 업무들을 도시 련 부처에 일임해야 한다

(호 보오(侯玉波),2013). 즉, 학교의 경비사용, 학  리, 시설물 안  여

부, 교육교학 상황, 교사 빙, 교육 연구 등의 다양한 업무들을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리 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 공립학교와 농민공자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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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교류, 력을 확 하고, 공립학교의 자원들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공

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 농민공자제학교에 

한 규모 자  지원를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 정책을 제정해야 한

다. 이에 힘입어 농민공자제학교들은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향후 

합법 인 사립학교로의 환을 통해 공립학교에 지워졌던 부담을 분담하고 

농민공 자녀의 취학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

3 ) 농민공 자녀 들 의 내 재  학습 동 기  강 화  방 안  모 색

  농민공 자녀들은 부분 외재 인 동기에 의지하여 학업에 참여하고 있

었다. 농민공 가장들은 힘겨운 삶을 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이 학습을 

통해 운명을 변화하기를 기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가 자녀들의 학습동

기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들이 농민공 가장이 품

은 이상과 희망에 의해 강제된 학습을 하고, 더 나아가 공부를 생계 수단

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습을 해야 비로소 활로가 열

릴 것이다’,  ‘ 학을 합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장래성이 없다’ 등 부모들

의 왜곡된 교육 은 자녀들이 학업에 해 가지는 열망을 부모의 기 를 

충족하는 행 로 변질시킨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은 학습에 한 외부의 

자극이 사라질 경우 학습의 동력도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은 아이들이 학습에 한 내재 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부모들은 자녀가 시험을 망쳤거나 성 이 떨어졌

을 때 무조건 지 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학습에 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주체 으로 지식을 

배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교사들 한 학생들이 내재 인 동기에 다라 학습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

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기계 으로 지식을 달하는 것만이 

아니며,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기 발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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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 로젝트 등  학교내  집 단 활 동  기 회  확

  농민공 자녀들이 로젝트 등 학교내 집단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에서 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민공이 도시생활 에서 

곧 변두리에 치하고, 그들의 곁에는 친족, 친구를 드물다. 로젝트 

활동을 통해 도시의 농민공 자녀와 학우 사이 상호작용의 빈도수와 넓이를 

증가시켜 학우 계를 증진하고, 학생에게 동년배와의 교류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 계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  지역 생활

1) 지역 사회 심 방 법 에 토 한 사회 사업 의 극 인 활 용

  지역사회 심방법(community or mass method)은 행정가가 지역민의 생

활수  개선  귀속감 배양을 해 지역사회에 내재한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 해결을 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다(정항성(郑杭生),2014).

이 같은 방법은 로부터의 정책 결정 과정과 달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

직과 주체 인 참여에 방 을 둔다. 

  지역사회 심방법은 생활환경이 마다 다른 농민공 자녀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농민공 자녀들은 부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거주 지역은 도시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바꿔 말하

면, 농민공 자녀들은 같은 도시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사회 권역에서 생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농민공 자녀들이 공통 으로 사회화 부문에

서 문제를 겪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 맥락은 지역사회마다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우리가 지역사회방법을 활용한다면, 문제의 복합 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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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방법은 자녀 주변의 사회  자원들을 효과 으로 활

용할 수 있다는 에서 실질 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공 자녀 상 지역사회 심방법은 가정 상 교육, 학습 방법 교육, 

놀이 심 교육을 주로 진행된다(루지에(魯潔),2010).주지하 듯 지역사회

심방법의 성패는 문제 상을 둘러싼 사회  자원의 조직과 참여에 있

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도자나 교육기 의 책임자, 학교 교사와 가장들이 

농민공 자녀와 함께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향을 끼치

는 개인·집단은 로그램 참여하면서 마다 경험한 바와 느낀 바를 공유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환경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 에 끼치는 

향력에 해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심활동은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개선을 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상호공조 체계 수립을 진한다.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일방 인 책임으로 귀결되기에는 복합 이다. 이를테면 농

민공 가장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 로그램이 실효를 거두더라도, 지역사

회나 교사의 차별이 여 하다면 아이들은 사회에 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심활동은 사회  자원들을 효율 으로 활용

하기 한 의사소통 랫폼 구축하여 상호공조를 원활하게 이 낸다. 이 

같은 랫폼이 제 로 정착한다면, 농민공 자녀의 학업 부진이나 도시 

응 문제가 학교-지역사회-가정의 틀을 통해 유기 으로 악될 것이며, 더 

나아가 도시인들이 유동인구에 해 갖는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할 것

이다. 이처럼 지역사회 구성원의 주체 인 참여가 가능하다면, 농민공 자녀

들이 당면한 도시 부 응 문제와 학습 부 응 문제에 한 근본 인 해결

이 가능질 수 있다.

  한편 행정가들은 지역 심활동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과 련된 미시  

역과 간층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농민공 자녀 문제의 근본 인 해결이

라 할 수 있는 외부  거시  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정, 학교, 

동년배 집단, 지역사회 등 농민공 자녀의 사회화와 련된 집단들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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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활동을 통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며, 이 집

단은 문제 해결을 해 외부  거시  역의 자원을 쟁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 농민공 자녀 문제 해결을 한 행정가 집단을 형성하는 

데 향을 주거나 정부 등의 자원을 가져오는 등 체 시스템의 변화를 추

동할 수 있다. 

라 .  사회  계  

1) 호 제도 개

  국의 호  제도는 1950년 에 수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계

획경제 시기에, 호  제도는 사회 안정과 경제발 을 이룩하는 데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국의 개 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의 인력 구성에도 변화가 발생했지만, 호  제도는 

실의 변화를 반 하지 못한 채 낙후되어 있다. 먼  재의 호 제도는 

농 의 노동력이 도시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호 제도

에 따라, 농 에서 발생한 량의 잉여 노동력은 도시에 진입하여 2차, 3차 

산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노동력 자원의 낭비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 국민경제의 발 과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악 향을 끼쳤다. 

  더불어 호 제도는 ‘도시 사람’과 ‘농  사람’을 인 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경제수입  사회  지 의 차이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 내

면에 ‘귀천(貴賤)’의 구분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신분이

나 계층이 다음 세 에의 달될 수 있다는 이며, 이 때문에 농민공 자

녀들은 사회의 기 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분을 지각하게 된다. 한편 도시

인들 한 지역에 따른 계층 구분을 내면화하면서, 농민공 자녀를 수용하

고 인정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 체 차원에서 단지 ‘도시 호

’과 ‘농  호 ’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출신 시민들과 

농  출신 시민들이 의료 보험 혜택, 취업 기회, 자녀의 교육 받을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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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받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2) 농민공을 한 사회 보 장의 강 화  

  국 정부가 오랜 기간 이원화된 사회 구조를 유지하면서, 농 은 도시

와 비교했을 때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로부터 소외돼 왔다. 이는 농민공들이 

도시생활에 융합되는 과정에서 부정 인 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농민공

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해서는 호  제도 개 과 더불어 공고한 사회보

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럴 때에야 농민공 자녀들이 사회화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우선 농민공 부분이 열악하고 험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음을 고려하

여, 이들을 한 보호 장치를 바련해야 한다. 농민공들은 부분 험한 직업

에 종사하므로 산업재해에 노출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농민공들은 사회

인 지 가 낮으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한 권익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

다고 보수가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농민공들은 사고로 발생한 비용

들을 감당할 경제 인 능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마땅히 

농민공의 권익을 보장하기 해 산재 보험 제도를 만들고, 고용기업으로 

하여  산재 보험을 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산재 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비할 수 있을 때에야 농민공과 그들의 자녀들은 안정 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농민공들을 상으로 의료 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의 농민공들은 농  생활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입을 올리지만, 도시 

내에서 그들의 수입은 여 히 가장 낮은 수 이다. 재의 미비한 사회보

장제도 때문에 농민공들은 아  때, 특히 심각한 병에 걸리면 가정 체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이는 농민공들에게 무거운 부담일 뿐 아니라, 농민공 

자녀들에게도 매우 큰 생활 속 스트 스로 작용한다.

  끝으로 정부는 농민공의 유  휴가를 보장하기 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고, 농민공들이 휴가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없도록 기업들을 감독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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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의 농민공들은 무 휴가만 가능하므로 휴가 기간 동안 수입을 

잃게 된다. 따라서 농민공들은 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장 가계 

상황이 곤경에 빠질 여지가 많다. 유  휴가의 보장은 이 같은 상황들을 

방하는 의의를 가지며, 크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기업들의 인

사 리를 검하는 것으로 소기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3 ) 농민공과 자녀 들 에 한 사회  인식  개 선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의 가장들과 도시의 아이들로부터 차별의 시선을 

느낀다. 도농 이원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농민공들은 종종 ‘실업자’, ‘사회 

유휴 인원’, ‘떠돌이’ 등으로 불리운다. 농민공들은 도시에 거주하려면 임시 

거주증이나 임시 신분증 등을 발 받아야 하며, 증명서가 없으면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고향으로 송환된다. 게다가 매체들은 농민공들을 소극 인 

집단으로 묘사하거나 부정 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도시인들은 매체의 

보도에 근거하여 농민공들을 자질은 낮고, 정당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며, 

과격한 행 을 보이고 불법 범죄에 여한다는 식으로 이해한다. 

  한편 도시의 가장들이 농민공들을 부정 으로 보게 된 데에는 노동시장

의 상황과도 무 하지 않다. 다수의 농민공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기존 

도시인들은 일정부분 생활공간을 잠식당하고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도시의 가장들은 농민공과 그들의 자녀에게 부정 인 시선

으로 바라보며,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농민공 자녀와 왕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모의 부정 인 시각은 도시 자녀들이 농민공 자녀들에 해 차

별 인 을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며, 어떤 아이들은 농민공 자녀

들과 어울리기 원치 않기도 하다. 따라서 농민공들을 ‘양호하게 가꾸는 사

회 문화  분 기를 만들고, 도시 사회의 편견을 바로 잡아, 농민공  자

녀를 도시에 융합되기 해서 양호한 인문 조건을 창조하는 것은 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농민공  그 자녀를 평등의 사회 주체로 인식하는 시선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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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화되어야 한다. 도시의 아이들은 부분 도시 이주 노동자들을 완 히 

수용하지 못하며, 오히려 농민공의 유입으로 도시 발 의 부담이 가 다

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잘못된 념은 도시 출신 아이들이 농민공 자녀들

을 포용하기 어려운 분 기로 이끈다. 농민공과 자녀들이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받아들여지고 배척받지 않으려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존

하고 이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해 노력하고, 상 방의 장 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때 가능하다. 피차간의 인식을 심화하고, 도시의 농민

공 자녀는 비로소 더욱 좋게 사회화를 진행할 수 있다.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 응에서 겪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국가 제도와 

정책의 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 인 해결은 존하는 불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조정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체 사회가 아이들을 

존 하고 이해하는 분 기와 환경을 조성할 때에만, 농민공 자녀들은 도시

에서 건 한 인격체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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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도시 의 농민공 자녀  사회 화  설 문조 사 

  안녕하세요! 우선 당신의 이번의 설문조사에 한 력에 감사를 드리겠

습니다.  본 설문지는 주로 당신의 지 의 일부의 생활, 학습 등 분야에 

한 진실 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설문지는 학술성 연구의 자료로서 당

신이 여실히 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각각 한 문제는 모두 매우 간단한

다. 한, 맞고 틀리는 것이 없고, 서명할 필요가 없고, 당신은 모든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 여실히 답은 단히 요합니다. 여러 분

이 잘 지지해 주십시오!

제 1 부분   

1. 당신의 성별은? 

① 여     ② 남 

2. 당신의 가정 호  소재지는?

① 도시   ② 농  

3. 당신이 이 도시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________

4. 당신이 자기 자신이 도시 사람인지 농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도시 사람 ② 농  사람 ③ 잘 모르다 

5. 다른 사람이 당신은 농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까? (농  호

 학생 답만 제한합니다)

① 원하다 ② 원하지 않다 ③ 상 없다

6. 당신은 베이징  본토 사람이 이주 인구에 해 차별 우를 있다고 생



- 136 -

각합니까?  

① 항상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이따  있다 ④ 없다 

7. 당신을 지인이 외지인에 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단히 친하다 ② 비교  친하다 ③ 보통 ④ 친하지 않다   ⑤ 단히

친하지 않다.

8.당신은 도시생활에 해 응합니까?  

① 아주 응하다 ② 비교  응하다 ③ 일반  ④ 별로 응하지      않

다 ⑤ 매우 응하지 않다

9. 당신은 지 의 생활에 해 흡족하게 여깁니까?

①매우 만족 ② 비교  만족 ③ 일반 ④별로 만족하지 않다⑤ 매우 만족하

지 않다 

10. 도시와 고향을 비교하면, 당신 더욱 어디에 생활하고 싶습니까? (농  

호  학생만 답을 제한합니다) 

① 고향 ② 베이징

제 2 부분 

11. 당신의 집은 매달의 경제수입은 얼마가 있습니까?

① 1500이하 ② 1500-2500 ③ 2500-3500 ④ 3500이상 

12. 당신의 아버지의 문화 수 ?

① 등학교  이하 ② 학교 ③ 고등학교  등 문학교 ④ 문

학 이상

13. 당신의 어머니의 문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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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학교  이하 ② 학교 ③ 고등학교  등 문학교④ 문 학 

이상

14. 당신의 아버지가 종사하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__________   

15. 당신의 어머니가 종사하는 직업이 무엇입니까?_____________

16. 당신은 부모가 하는 직업에 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자랑스럽다 ② 좋아하다 ③ 상 없다 ④ 싫다

17. 당신의 사는 주택을 어떤 주택입니까?

① 집을 구입한다(새 집을 산다). ② 오래된 지역사회 공동주택 ③ 기타

18. 당신의 집에 방을 몇 개 있습니까? 

① 한방만 있고 같이 살다. ② 산의 독립하는방이 있다 

19.당신과 부모의 계? 

① 자신과 부모의 계 단히 좋다 ② 자신과 부모의 계 보통 ③ 자신

과 부모의 계 매우 좋게 지내지 못한다.

20. 부모가 당신과 자주 소통합니까? 

① 자주 ② 한 이 없다

21.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때리거나 욕한 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한 이 없다

22. 부모는 당신이 학업을 한 것을 지도하고 혹은 조사한 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한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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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당신들의 집에 자주 어떤 놀음놀이가 있습니까?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TV를 보다 ② VCD를 보다 ③ 카드놀이를 하다 ④ 마작을 하다 ⑤ 공

원을 거닐다 ⑥ 체육 단련  ⑦ 채   화 ⑧ 여행⑨ 거리를 구경을 다

니다. ⑩ 박물 을 구경을 다니다.

24. 부모는 당신의 미래에 무슨 기 가 있을 것입니까?

① 장사를 하다 ② 학 입학시험에 합격하다 ③ 벼슬(공무원)하게 하다   

   ④ 기타_____(써 주세요)

제 3  부분

25.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제목에 따라 선택하는 사각 틀에 √ 하십

시오.

26.(25의 <지역사회에 활동 참여> 에 ‘참여하지않다’ 하나만 선택한다면,

지역사회에 활동참여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사람은 지역사회가  아무활동을 개하지 않다 ② 사람은 지역사회

제목

이주 노동자  

집 의 지역

베이징 시민 

집 의 공동주택

외지인과 베이징 

시민 혼합의 

공동주택  

이웃의 상호 작용

왕래하

다

왕래하

지않다

왕래하

다

왕래하

지않다

왕래하

다

왕래하

지않다

참여하

지않다
참여

참여하

지않다
참여

참여하

지않다지역사회에 활동 참여
참여

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지역사회 

귀속감(歸屬感)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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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가할수 있는 아무활동 혹은 조직을 모르다③ 심이 없다④ 부모가 

무바빠서 참가 할 시간이 없다⑤ 기타원인

27.자주환경에 해 만족 여부는 어떠합니까?

① 만족하지 않다 ② 만족하다.

28. 당신은 몇 번 학을 했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3번 이상 ⑤ 학한 이 없다.

(28의 답1, 2,3,4 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학해서 학교생활에 해  응

합니까?)

① 매우 응하다 ② 비교  응하다 ③ 일반  ④ 응하지 않다⑤ 매우 

응하지 않다

29.당신은 학습을 좋아합니까?

① 학습을 아주 좋아함 ② 비교  학습을 좋아함” ③ 학습 흥미 보통 ④ 

별로 학습을 좋아하지 않음 ⑤ 학습을 싫어함

30. 당신의 학습 성 은 어떠합니까?

31. 당신은 공부가 당신의 이후의 발 에 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생각합

니까?

32. 당신의 학습의 목 은 무엇입니까?

① 부모가 더욱 잘 살기 해서 ② 자신사회 지 를 향상시키다 ③ 높은 

경제 수입 ④ 자신 자체가 합습은 좋아함 ⑤ 조국발  ⑥학습하는 것을 모

르다  ⑦기타 .

33.학교생활에 응 상황에 해 제목에 따라 선택하는 사각 틀에 √ 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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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34. 제목에 따라 선택하는 사각 틀에 √ 하십시오. 

35.당신은 선생님과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36.당시은 고민이 있을 때 주동 으로 선생님과 화를 나 수 있습니까?

37.선생님이 자신에 해 심을 여부합니까?

38.선생님 문제를 처리할 때 민주하고 공형하게 하 습니까?

제4  부분

39. 당신이 도시의 아이/도시의 농민공과 왕래를 원합니까?

① 원하다 ② 원하지않다 ③ 잘 모른다

40. 지  당신과 자주 함께 있는 친구가 어디 사람입니까? 

① 베이징시  본토인 ② 이주 농민공 자녀 ③ 모두 있다 ④ 가타

제목 맞다 아니다 모르다

나는 학교 환경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의 과정  내용에 응할 수 있다.

나는 재의 선생님을 만족한다.

나는 극 으로 주동  학습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

나와 학우의 계가 좋다.

제목 응하기 어렵다 응하다

교육환경

학교의 규칙과 제도

교육과정과 과내용

교사의 교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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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0의 답 1을 선택한다면, 답을 청합니다) 당신이 농  호  학우 왕

래 원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① 부모는 나를 그들과 왕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② 언어 커뮤니 이

션 어려움이 있다③공동 화제가 없다.④ 기타

42.（40의 답 2을 선택한다면, 답을 청합니다) 당신이 도시 호  학우 왕

래 원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① 남에게 업신여김을 담할 것을 걱정한다 ② 어떻게 왕래 해야 하는 지를 

모르다 ③ 공동 화제가 없다 ④ 기타

43.당신과 친구가 함께 있을 때 항상 무엇을 합니까? (여러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4.제목에 따라 선택하는 사각 틀에 √ 하십시오. 

45.당신이 외부 노동자의 아이와 베이징 의 아이와 무슨 달라 진 것이 있

는지를 생각합니까? 

46.당신은 지인이 외지인에 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왜 자신이 농민

이라는 것을 생각합니까? 왜 자신이 도시사람이라고 여깁니까?

 

47.당신은 외부 노동자의 자녀가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좋은지 나

쁜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제목 맞다 아니다 모르다

나는 항상 일부 허물없는 친구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까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가 일이 있으면 나를 찾기를 좋아한다.

나의 고민을 나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과 왕래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나는 항상 두려워하고 긴장을 느낀다.



- 142 -

48.도시 학우 집에 간 이 있는 아이에게 도시 학우 집에 해 무슨 인상

이 있습니까?

49.당신은 몇 명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① 한 명가 없다   ② 1~3 명 ③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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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농민공자제학교:

明圓  (명원)학교의 사진

학생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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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 교실

선생님 사무실

식당, 화장실

학교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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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컴퓨터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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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 d y  o f  th e  re l ati o n sh i p  sch o o l s f o r ch i l d re n  o f  m i g ran t 

w o rk e rs i n  C h i n a

Chen xi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marketization of the whole society of the rural surplus labor force 

potential into the city. Accordingly, the rural floating population of the 

city increasing, the formation of "the tide of migrant workers". "The 

tide of migrant workers" not only have influence on the migrant 

workers, also had an impact on the migrant workers children's 

socializa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to the flow of rural labor 

force to cancel the limit, but the dual social structure formed by 

various obstacles resulted from the migrant workers and their children 

in the fields such as politics, employment, school is limited, rejection 

and other negative effects, these factors hindered the normal 

socialization of children of migrant workers. So, as children of migrant 

workers socialization process presents the complex situation, therefore in 

urgent need of various analysis.

 This study concerns about the flowing into the city Chinese 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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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children the social environment of family life, school life, social 

life and social relations in four aspects of the induction. Through these 

four aspects a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part of 

the problem of migrant children's school education and carries on the 

comparative study of urban children's socialization. Through this 

research has exposed the migrant children experience the problems in 

the socialization process， in order to enable them to adapt to society 

this study further puts forward the countermeasures.

 keywords : Socialization, Migrant workers, Migrant children, The       

         relationship schools for children of migrant workers

 Student Number : 2012-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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