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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주요 쟁 *
- 등학교를 심으로

1)배은주(裵恩珠)**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를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주요 쟁
점을 파악함으로써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정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 지
역 2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허용적인 입학과 졸업,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또래보다 많은 나이와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의 문제와 정체성의 혼란
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관련 지원기관에서는 학교생활과 관련
하여 입학, 한국어 교육과 교과학습, 상담 등의 지원과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각종 문화체험 활동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는 
나이에 맞지 않는 학년 배정과 이로 인한 부적응의 문제, 학교 내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없다는 점, 가정․학
교․지원기관 간의 연계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지원기관의 열악한 지원 수준으로 인한 한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는 위의 쟁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복지 정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주요어 :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복지, 정체성, 학년 배정, 학교 부 응, 교육기회, 다문화교육

 * 이 은 2006년 10월 20일 숙명여자 학교 아동복지학과․아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 회에서 발표한 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공동연구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외국인 근로자 자

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2005>를 수행하는 가운데 2005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 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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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세계 으로 자본과 노동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최근 한국 사회의 경제  실

도 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첨단산업을 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비숙련 노동 

심 소기업의 인력난은 해가 갈수록 가 되고 있다. 결국 이 분야 노동력의 공백을 이주노

동자들이 메우기 시작하 는데, 1980년  후반부터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

여 1987년에는 그 수가 6,409명이었다가, 2004년에는 약 678,000여 명에 이른다. 그  국내 

등록 외국인은 총 468,875명이며, 장⋅단기 불법 체류 외국인은 209,073명이다(법무부, 2005).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차 증가하고, 그 역사도 길어지면서 가족을 동반하

는 이주노동자의 수 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가 

주요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1) 국내 학교에 재학하는 이주노동자 자녀 수 역시 해마

다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1년 국내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 자녀들

도 국내 등학교에 입학할 길을 열어주었고, 2003년 5월에는 해당 지역의 거주 사실을 입

증하는 서류( 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 보증서)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함(교육인 자

원부, 2005)으로써, 2003년 국내 학교 재학 외국인 학생은 등학교에 570명, 학교에 191

명, 고등학교에 76명으로 총 837명이었고, 2005년 재 국내 학교 재학 외국인 학생 수는 

1,57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교육인 자원부, 2005). 

최근 교육인 자원부는 교육복지종합계획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기회제공을 통한 기

학력 보장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 다2). 그런데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하

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입학 후 학교생활에 어떻게 응하는지에 한 구체 인 정보

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기 학력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의 

교육복지 정책이 마련되기 해서는 이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는지에 

한 체계 인 분석이 필요하다. 법  기반과는 달리, 그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하는 데 어떠

한 장애가 있는지, 입학하고 난 후 그들이 학교에 어떻게 응해 나가고 있는지, 응 과정

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그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자녀에 한 교육복지정책 방

향 설정에 구체 인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ILO 약과 권고에 의해 보호되는 이주노동자는 기본 으로 ‘고용목 의 이주노동자’와 주로 련된다. 

ILO 제97호 약 제11조 제1항에는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하여 고용될 목 으로 일국

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 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황

필규 외, 2005 에서 재인용)고 규정되어 있다. 

2) 한국 정부는 <아동권리 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에 비 한 국가로서, 아동의 권

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에서도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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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주노동자 자녀 문제에 한 사회  심이 고조되면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과 

교육 문제 련 연구들이 꾸 히 진행되어 왔다(박경태 외, 1999; 설동훈, 2000; 설동훈, 

2001; 설동훈, 2003; 설동훈 외, 2003; 장혜경 외, 2003 등). 부분의 연구들이 이들의 일상생

활과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을 두고 있는데 비해, 설동훈 외

(2003)와 김정원 외(2005), 배은주(2006)는 이들의 교육 문제를 으로 다루고 있다. 설동

훈 외(2003)는 몽골 학생들을 심으로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한국의 학교에서 겪을 것이라고 

상되는 문제, 즉 ‘한국어 학습의 미비와 그에 따른 학습 부진’, ‘교우 계에서의 소외 상’ 

등의 문제와 학교생활 응 실태를 실증 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실증  연구에

서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게 된 맥락을 제 로 악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김정원 외

(2005)는 도시 비숙련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반 인 교육 실태를 질 , 실증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가정, 학교, 지원기 에서 발생하는 문제 과 책을 교육복지의 에서 제안하

고 있다는 에서 이 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배은주(2006)는 질  연구 방법을 통해 등학

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을 보여주고 이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달리,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문화 응 스트 스를 심으

로 심리사회  응 과정에 심을 가진 것으로 홍진주(2004)가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 사회, 문화 때문에 한국 사회에 응하

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원만한 응

과 최소한의 교육을 해 이들의 학교교육에 한 지원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3) 지 까지 

정부가 시행한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한 학교교육 지원 정책은 주로 이들에게 국내 학교교

육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에 머물 고, 이들에 한 지원은 이주노동자 지원기 들이 주로 

맡고 있다. 이들 기 은 부모나 학교를 신하여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어 등을 가르치고 있다(설동훈 외, 2003). 하지만, 교육에서 이들이 한국 학생과 차

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우받으려면, 그 ‘평등’이란 개념이 교육 기회의 허용뿐 아니라 교육

의 과정과 그 결과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평등’의 개념은 필연 으로 ‘복지’의 개념

을 수반한다. 

‘교육복지’란 개념은 그 심을 교육에 두느냐, 사회복지에 두느냐에 따라 약간의 입장 차

이가 있지만,4) 여기서는 교육복지를 김정원 외(2005)에 따라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특정집단이 갖는 취약성을 최 한 보완하기 한 공  부분에서의 물 , 정신  지원”으로 

3) 본 연구가 진행된 이후,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응과 한국 문화 학습을 한 특별학  설

치를 제시하 지만, 박천응(2006)은 이 정책의 실시에는 세 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하면서 선결과제로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신분 보장을 주장하 다.  

4) ‘교육복지’ 개념의 논의에 해서는 이혜  외(2002), 이태수 외(2004), 홍 선(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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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자 한다. 김정원 외(2005)에 의하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보이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한 지원이 단순히 사회  불평등 여건 개선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에서 교육복지는 사회복지 개념과 구분된다. 동시에 교육복지 개념은 일반 인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 갖는 취약성의 문제를 다룬다는 에서 ‘교

육’의 개념과 구분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설정하는 교육복지의 개념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 의 취약 집단들(minority)이 그들이 갖는 조건에 의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

서 취약성을 드러낼 때 그 취약성을 최 한 이고자 하는 이른바 ‘평등 지향 ’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한 취약집단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이 효과 으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그 기회의 허용에서부터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 히 

살펴 그에 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실제로 교육복지의 

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교육과 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쟁 이 무엇인지를 보다 심

층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교육 분야에서의 소외계층, 사회  약자 

계층으로 악하고 이들에 하여 교육복지의 개념을 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생활과 련된 문제에 해 교육복지  

에서 보다 심층 인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하 다. 즉 이들이 국내 학교에 어떠한 과정

을 거쳐 입학하게 되는지, 입학 후 학교에 어떻게 응하여 생활하고 있는지, 학교생활을 하

면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개별 학생과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구체 인 맥락 내

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가 직 으로 이주노동자 자녀에 한 교육복지정

책 개발에 연구 목 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복지 실태에 한 구체

인 분석을 통해 이들을 한 교육복지정책에 시사 을  수 있는 주요 쟁 을 추출해 보

고자 하 다.   

Ⅱ.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1.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상은 ‘이주노동자 자녀’ 에서 그 사회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도시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자녀’이다. 즉, 그들 신분의 ‘불법’, ‘합법’ 여부와 계없이 ‘도

시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복지 실태, 특히 학교생활 지원에 

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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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쟁 을 분석하기 해서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 어떻게 입학하여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구체

인 맥락 내에서 살펴보고, 학교교육을 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악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한 찰과 그들과의 면담, 그리고 그들에 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기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 ,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지원기 을 통해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과 재학하는 학교에 한 정보를 수집하 으며, 그 에서 특히 이주노

동자 자녀가 다수 재학하는 학교를 연구 상 학교로 선정하 다. 연구 상으로 선정된 학

교는 경기도 A지역 등학교 1개(S 등학교), 경기도 B지역 등학교 1개(N분교)이다.5) 학

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사례는 극히 어 보다 많은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인 등학교를 상으로 하 다. 각 연구 상 학교에서 주제보자로는 

S 등학교 4명, N분교 1명이 선정되었다. 

본격 인 자료 수집은 2005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추수 인 화면담이 후에 

몇 차례 이루어졌다. 연구를 해 먼  화로 학교장에게 연구 목 을 설명한 후, 직  방

문하여 상세한 연구취지와 일정을 의하고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주제보자로 선정된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담임에게 연구 동의를 얻은 후, 학  찰을 시작하 다. 찰은 주제보자

들이 속해 있는 한 학 당 3일씩 하 고, 교실 수업과 교과실 수업, 쉬는 시간과 심시간에

서의 놀이 활동 등을 상으로 학교에서의 하루 일과 체를 찰하 다. 수업 찰은 교실 

맨 뒤쪽에 책상과 의자를 마련하여 앉아서 찰하 고, 심시간에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

께 식을 먹으면서 찰하 다. 면담은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이들과 친한 학  동료, 이들

의 담임과 교과 담당교사, 학교 행정가, 그리고 일부 부모들과 실시하 는데, 이들과의 면담

에서는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속기하는 방식을 택하 다. 주제보자로 선정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친구들과 한국어로 화하며 함께 노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듯 보 지만, 막상 

면담을 통해 화를 직  나 는 데는 언어  장애가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

의 내 한 얘기를 한국인 구에게도 하기 어려워하 다. 오히려 이들의 학교 생활을 악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사나 지원기 에서 이들과 비교  오랜 기간 계를 맺고 있

는 담당자들이었다. 장기간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  담당자들이 이들

의 내 한 사정에 해 더 잘 알고 있었으며, 이들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의 실제 생활을 더 

잘 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도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한국인보다는 자국인들끼리 더 

5) 본 논문에 사용된 지명과 학교명, 인명 등은 모두 가명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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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어울리고 더 솔직하다고 알려주었다. 특히, 부모들과의 면담은 자녀의 부분  통역을 통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제한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래포를 형성하기에 부족한 시

간과 언어  제약으로 인해 제한 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6) 주어진 한계 내에서 

이를 극복하기 해 최 한 연구의 목 을 상세히 설명하고 쉬운 말로 바꾸어 면담을 진행

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 기를 조성하고자 하 고, 면담 장소 역시 이들의 편의 로 따

라주었다. 

학교 입학을 주선하고 지원한 지원기  담당자와도 면담을 실시하 는데, 여기서는 형편

에 따라 녹음기를 사용하 다.7) 면담은 주로 이들에 한 학교에서의 지원과 련 지원기

의 지원활동, 그리고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알아보기 해 담임으로부터 학업성 과 각종 과제물, 체

험학습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자료로 활용하 다. 

수집된 찰과 면담 자료들은 Spradley(1980)의 유목분석과 분류분석을 거쳤다. 그리하여 

하  항목들을 포 할 수 있는 큰 유목들을 범주화하고, 이를 토 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지원과 련된 주요 쟁 을 추출해 내었다.  

2. 연구대상의 특징
1) 경기 A지역 S 등학교 

경기 A지역의 S 등학교는 세한 소기업 공단 지역에 치해 있다. 이 공단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주로 몽골, 페루, 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여러 나라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다. 주변 지역이 이 다 보니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근로자복지공단이 있는 건물에 이주노동자들을 한 경기 A지역 외국인

노동자의집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도록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역 주민이나 학교도 알고 

있다. 따라서 인근의 일반 학교에서는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

학을 허용하고 있다. 

S 등학교는 일반학  30학 , 특수학  1학 , 병설유치원을 가지고 있는 비교  큰 규모

의 공립학교이다.8) 여기에는 모두 12명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

6) 앞으로 좀더 장기간의 연구가 진행되면 이것은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본 연구는 그 시발 으로

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7) 보다 구체 인 연구 차는 연구 상별로 다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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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성명 성별 국적 나이 학년. 입국한 

해
최초 학교
입학한 해

가정
유형

부모 직업
부 모

빌리 남 페루 13세 6학년 2003. 2 2004. 3 부모동거 액세서리 
노점판매

액세서리
제조

안보라 여 몽골 14세 6학년 2003. 11 2004. 3 재혼가정 건설기사 무
메탈 남 카자흐스탄 13세 5학년 2003. 11 2004. 3 편모가정 - 일용직노동

안성민 남 우즈베키스탄 13세 4학년 2001. 5 2003. 3 재혼가정 회사원 일용직노동

<표 2> S 등학교 이주노동자 자녀 배경 정보

(1) 학생 (2) 학부모 (3) 학교친구 (4) 교사 (5) 학교 운영자
안보라 6학년 안보라 어머니

제보자의  
학급 동료

안보라와 빌리 담임  학교장빌리 6학년 메탈 담임 
메탈 5학년

메탈 어머니
안성민 담임 

학교감안성민 4학년 그 외 교과전담 교사,
다른 학급 담임교사

<표 1> S 등학교 제보자 황

은 몽골 7명, 페루 3명, 카자흐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이다. 그  페루 학생 2명은 서

로 형제간이며, 우즈베키스탄 학생은 고려인 후손이라고 한다. 몽골 여학생 2명은 서로 이종

사  간이다. 이들 에서 국가별로 4명의 학생이 주제보자로 선정되었고, 더불어 이들의 담

임도 주제보자가 되었다. 

안보라와 안성민은 엄마가 한국인 아빠와 재혼한 가정에서 살고 있고, 메탈은 편모가정이

다. 빌리는 부모가 외지에서 장사를 하면서 가끔 집에 오기 때문에 동생 톰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는 처지이다. 

자료 수집을 한 활동은 크게 면담과 찰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기본 틀에서 제시한 

로 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3개의 학 에서 각1주일, 주당 3일의 찰과 면담이 이루

어졌다. 다만, 안성민 학생의 경우 담임이 수업 찰에 해 크게 부담을 느껴 수업 찰을 하

루로 제한하 다. 면담자  안보라와 빌리는 같은 반 학생이다. 그리고 주제보자 학생과 친

한 학  동료와 교과 담 교사와도 면담을 실시하 다. 이 외에도 학년연구실에서 자유로이 

나 었던 다른 학  담임교사와의 얘기도 자료수집에 포함되었다. 부모 면담은 안보라 학생

의 어머니, 메탈 학생의 어머니와만 이루어졌다. 빌리의 부모는 당시 외지에 나가 있어 면담

이 불가능했고, 안성민의 경우 어머니가 학교 응에 실패한 나를 우즈베키스탄에 데려다 

주러 가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은 주제보자들의 배경에 한 정보이다. 

8) 이 에 서술되는 자료 황들은 모두 연구 당시의 시 을 심으로 문화기술  재(ethnographiN 

present)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한 것이므로, 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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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등학교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지원했던 지원기  세 곳의 담당자들 3명(경기 A외국인

노동자의집 국장, 천국교회 목사, 참배움터 공부방 교사)과 면담을 실시했다. A외국인노동자

의집은 경기 A지역의 3D 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필요할 때마다 학교 입학 문제와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다가 최근에는 방학  체험활동 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근처

에 있는 ‘참배움터 공부방’을 연결해 주어 공부방에서 한국어 학습과 교과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었다. 

S 등학교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학교 공부를 해 주로 이용했던 곳

은 ‘참배움터 공부방’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A외국인노동자의집 소개로 근처의 공부방에 다

니면서 한국어를 배웠으나, S 등학교와 거리가 멀어 이들을 한 공부방을 S 등학교 앞에 

하나 더 개설하면서 아이들은 이 ‘참배움터 공부방’에 다니게 되었다. 모두 6명의 이주노동

자 자녀들이 이 공부방에 다니면서 한 도 배우고 방과 후에 교과학습도 하 다. 그리고 공

부방 교사가 인솔하여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 다. 그러다가 S 등학교 교사의 건의로 어려

운 가정환경의 한국 학생들도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차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 더 친 하고 소통도 잘 되

고 공부방의 운 도 외국인 주로 돌아갔지만, 한국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불 화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공부도  교과학습 주로 문제집을 푸는 형태로 바 게 되고 함

께 놀러 다니고 했던 모습이 사라지게 되자,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하나, 둘 공부방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 은 몽골 출신 김성진 학생( 재 S 등학교 5학년) 혼자만 다니고 나머

지 아이들은 다니지 않고 있다.

천국교회는 몽골 사람들만을 한 교회로서, 이 곳 목사 부부는 몽골에서 여러 해 동안 

몽골어를 배우고 선교활동을 하다, 2002년에 귀국하여 몽골 사람들을 상으로 선교활동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지원 사업 의 하나가 몽골어 소통이 가능한 목사가 몽골인 자

녀들의 한국 학교 입학을 주선하고, 한국어 교육과 교과학습을 돌  주는 것이다. 

2) 경기 B지역 N분교

경기 B지역의 N분교는 인근의 ‘희망 등학교’ 분교이다. N분교가 치하고 있는 곳은 가

구공단 집지역으로서 경기 B지역에서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다. 재는 주로 가구공단

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족들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근로자들  이주노동자들이 약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지역의 근로자들은 주로 방 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아 리카계(카메룬,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남아 리카 등) 출신이 많다. 주변 지역이 워낙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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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2) 학부모 (3) 학교 친구 (4) 교사 (5) 학교 운영자

리사 5학년 리사 어머니 리사의 한국인 
친구들

리사 담임교사
분교 교장2학년 담임교사, 

병설유치원교사

<표 3> N분교 제보자 황

제보자
성명 성별 국적 나이 학년 입국한 

해
최초학교
입학한 해

가정
유형

부모 직업
부 모

리사 여 방글라데시 13세 5학년 2002. 4 2003. 5 편모가정(아빠는 
본국으로 강제귀환) - 가구공장

<표 4> N분교 제보자 가정 배경

악하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한국인 노동자 가정이나 이주노동자 가정이나 별다른 차이

가 없을 정도로 경제  형편은 좋지 못하다. 

이주노동자들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방 라데시인들이다. 이들

은 가족이 함께 입국하여 살고 있으며, 취학 연령에 달한 자녀를 데리고 있다.9) 다른 국가 

출신의 노동자에 비해 방 라데시인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 함께 거주하는 데는 종교  특성

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10) N분교에 다니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주변에 치해 있

는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나라여성센터의 주선으로 N분교의 병설유치원과 학교에 입학

하여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N분교는 분교장 1명과 일반교사 2명이 3학 을 지도하며, 체 학생이 19명이다. 교실이 

3개이고, 복식학 으로 운 된다. 재 N분교에 다니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유치원 1

명, 등학교 1, 2, 5학년에 각 1명씩 있다. 이들은 모두 방 라데시인이다. 4명의 방 라데

시 이주노동자 자녀들  한국어로 면담이 가능한 학생은 5학년인 리사뿐이다. 리사의 남동

생이 1학년이다. 면담은 N분교의 분교장, 주제보자에서 제외된 2학년 샤리의 담임교사와 실

시하 고, 그 외 리사의 한국인 친구들과 면담을 실시하 다. 그리고 보완 으로 병설유치원

교사와도 면담을 실시하 다. 다음은 N분교에서 면담한 제보자들에 한 인  사항이다.

자료 수집을 한 활동은 면담과 찰로 이루어졌다. 분교의 특성상 두 학년이 한 교실에

9) 주변에 필리핀 사람도 많지만, 이들의 자녀는 취학  연령의 어린 아기이다. 필리핀인들은 체로 취학연

령에 도달하기 에 아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10) 경기 B지역 나라여성센터에 의하면, 필리핀인들이 개방 이고 자유분방한 반면, 방 라데시인들은 이슬람

교의 향으로 정갈하고 가족 심 이라고 한다. 이욱정(1993: 97-102)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 라데시인

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방 라데시인들은 가족을 단히 요시하며 부부간의 정 을 

시하고 이슬람 교리에 철 한 정  성도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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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복식수업을 하고 있어 교실 수업 찰에 분교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야외체험활동

이 많아 연구 일정과 시간이 잘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연구를 해 정규 수업

찰보다는 방과 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어 수업을 찰하 고 주로 면담을 주로 하 다. 

부모와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한국어를 조  할  아는 베라의 부모와 약간의 얘기를 나

는 것으로 신하 다. 다음은 주제보자인 리사의 가정 배경에 한 정보이다. 

N분교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지원했던 기 은 나라여성센터 다. 경기 B지역 가구공단 지

역에 있는 나라여성센터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을 해 설립된 곳이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직원이 학령기의 아이가 밖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N분교에 입학을 주선해 주었다고 한

다. 그리고 센터에서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해 한국어와 학교 숙제, 컴퓨터학습, 문화활동을 

지원해 주었다. 이후 N분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 마련되자 이 센터에서 지원하던 활동들은 

부분 단되었고, 이 센터를 주 하던 목사는 N분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어회화 수업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의 간식도 지원하 다. 

Ⅲ.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1. 입학과 졸업
최근 아동인 약에 기 하여 이주노동자 자녀의 내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등학교에서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 입학이 무리 없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는 근처 등학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한다. 이 에는 거주지와 가까

운 등학교를 입학하려 하면 거부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하나 지 은 상황이 많이 달라

졌다. 이제 이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등학교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S 등학교에 처음 이주노동자 자녀가 입학한 것은 2001년이다. S 등학교에 이주노동자 

자녀를 입학시키는 데 선구  공헌을 한 곳은 경기 A외국인노동자의집이다. 당시 몽골 자녀

를 처음 입학시켰던 이 지원기 은 그 이후로도 지속 으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

을 주선하게 된다. 경기 A지역 천국교회 한 여기에 많은 공헌을 하 다. 몽골인들을 한 

천국교회를 운 하고 있는 목사가 몽골인들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여 다닐 수 있도록 당시

의 S 등학교 교장에게 부탁을 하 다고 한다. 천국교회의 주선으로 많은 몽골인들이 S 등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게 되었다. 경기 A외국인노동자의집과 천국교회의 주선으로 재 12

명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S 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  몽골 출신 학생이 7명이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주요 쟁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5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 등학교 이외의 학교에도 천국교회의 주선으로 몽골인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등학교가 

근처에 더러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주선하

지만,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S 등학교를 선호한

다. 따라서 S 등학교에는 인근의 다른 학교보다 많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고, 

이들의 입학이 보다 수월하다. 

재 우리 학교에서는 ,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S 등학교 교장)

경기 B지역 N분교에 다니고 있는 방 라데시인 리사 남매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고 바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1년 이상을 집에서 지냈다. 자녀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생계유지를 

한 생업 종사에 바빴던 부모는 리사에게 동생을 돌보는 일을 맡겼고, 리사는 어린 동생을 

돌보며 집에서 그리고 인근의 교회에 다니면서 지냈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근처의 나라여

성센터 직원이 거리에서 놀고 있는 이들을 보고 N분교에 입학을 의뢰하 다. 이 센터의 주

선으로 리사는 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동생도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다. N분교의 경우, 

이주노동자 자녀 학교 입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오히려 학생 수가 어드는 것이 

학교의 주요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은 환 받는다.  

작년인지 법이 바 어서 인권차원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애들은 무조건 받아줘라고 해서 다 받

게 되어 있어요. 얘들도 생활기록부도 다 있고, 네이스(NEIS)에 성  입력도 다 합니다. 주민번호만 

없기 때문에 생년월일과 남자 1, 여자 2 이후 숫자는 0으로, 외국인은 0으로 처리해서 다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거주 확인만 되면 다 입학할 수 있습니다.(N분교 교사) 

등학교가 부분 련 법령 개정 이후 이주노동자 자녀의 입학에 해 허용 이기 때문

에 이제 더 이상 입학이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입학 이후 등장하는 문제는 학년 배

치이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년 배치는 나이와 언어 능력, 학습능력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언어 능력 때문에 학습 능력 악이 쉽지 않으며, 부분 한국에 들어 온 이후 얼마

간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 이다. 

학력은 교육과정운 원회에서 학력 테스트를 하여 한 학년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개 

한두 살이 많고, 2,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방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공부해서 우리말을 

익 가지고 옵니다. 학력은 국어, 수학 주로 테스트를 하는데, 수학은 잘 응이 되나, 국어는 어

려워합니다. 그러나 입학 후의 응은 빠른 편입니다.(S 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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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분교도 제 나이보다 한두 살 낮게 학년 배정을 하는 사정은 이와 비슷하다. 리사의 경우 

4학년으로 입학하여 교과수업을 받기 에 국어책과 동화책 등을 이용하여 한 교육을 먼  

받았고, 1년 후 다시 4학년으로 교과수업을 받고 재 5학년에 다니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상 학교 진학과 히 련된 졸업장 수여 여부에 해서는 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처하는 방법에서 학교 간 편차가 있다. S 등학교도 뚜렷

한 련 규정이 없어 처음 이주노동자 자녀를 졸업시켜야 했던 당시에는 고민스러웠다고 한

다. 하지만 학교 진학을 해서는 졸업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은 S 등학

교뿐 아니라 N분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거냐, 수료장을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죠. 교육청에 문의해 보

았으나, 뭐 별다른 답이 없고, 규칙에 없는 것이니 아주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장 재량

으로 졸업장을 주었습니다. 학교 입학은 졸업장으로 가는 게 례이기 때문에 학교 진학을 

해 졸업장을 주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 거죠.(S 등학교 교장) 

그러나 천국교회 목사에 의하면, 경기 A지역은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졸업장을 잘 주는 편이지

만, 다른 지역( 컨 ,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은 잘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2. 학교 생활
1) 수업: “조용히 묻  있는 아이들”

과목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분의 교과 수업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규모 학교인 S 등학교의 경우가 그러하다. 교과 담 교사들 

에는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한 몽골 아이들을 외국인인  모르는 교사도 있다. 이들은 수업 

시간  극 으로 발표를 하거나 교사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  다른 

학생이 발표하는 것을 듣거나, 교사나 다른 학생이 말해주는 답을 열심히 책에 받아 을 

뿐이다. 간혹 자신이 정확히 아는 문제가 나오면 발표를 하고 싶어 가만히 손을 조  들어 

의사표 을 하기도 하지만, 더욱 극 인 한국 아이들이 많아 이들이 든 손은 에 잘 띄

지 않는다. 

만일에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그런 게 좀 애로 이 있었을 거 요. 근데 한국말도 얼마만큼 알아

듣고 한국생활도 많이 해 보니까, 애가 이제 어느 만큼 학 에서도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알아요. 그

기 때문에 그 게 힘든 건 없어요, 지 까지. 보통 보면 톡 튀는 애들 보면, 한국 애들 보면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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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나서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조용하게 묻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S 등학

교 메탈 담임)

부분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조용히 묻  있는” 이유는 그들의 한국어 이해력 부족 때

문으로 보인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에는 별 문

제가 없지만, 교과 수업에 나오는 한자어 어휘의 정확한 뜻과 문맥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메탈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교사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이와 조 인 사례가 N분교의 리사의 경우이다. N분교는 복식학 으로 운 되고 학생 

수가 다는 이 리사의 존재를 드러나게 한다. 리사는 수업 시간에 발표도 열심히 하고, 

방과 후 어 회화시간에도 어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 교사와의 계: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요”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학교의 교사들에게 특별한 주목의 상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들

이 체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한국 학생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기 

책임을 다하고, 교우 계도 원만해서 학 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사례도 있다.  

4학년 안성민의 경우 학 에서 부반장으로 선출되어 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성실

하게 역할을 수행해서 담임교사는 성민에게 매우 호의 이다. 수업 시간에도 조용하고, 교사

의 지시 로 잘 따라 하며, 오히려 잘 따라 하지 못하는 짝의 활동을 도와주기도 한다. 동료

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활동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학년인 메탈이나 6학년인 안

보라와 빌리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메탈은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도, 애들하고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런 거 나이

에 해서는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구요. 한국 생활에 응하려고, 어차피 나이는 두 살 많지

만, 그래도 5학년하고 같은 수 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문제되

는 거는 아직까지는.(S 등학교 메탈 담임)

경기 B지역 N분교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성향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올해 

방과 후 교실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데 이들은 교사의 말도 

잘 듣고, “치고 박고 싸워도 방 풀어져서 잘 노는 아이들”이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별 문제 없는 아이들”로 규정되고 있긴 하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계는 그리 긴 하지 않다. 교사들에 의하면, 이들은 가족행사가 있거나 부모의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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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때문에 지방으로 이동을 할 경우 가끔 결석을 하는데, 그럴 경우 부모나 학생이 담임

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주노동자 가정에는 일반 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부모가 연락하지 않으면 결석 사유를 알 수가 없다.   

학교에 안 나오는 경우가, 보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빌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다른 데

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이주일에 한 번 정도 아버지가 오시게 되면, 

학교를 빠져요. 그런데 연락을 하고 빠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집에서도 그 고 빌리도 그

고 연락을 안 하고 빠지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아버지가 오셨나 보다.’ 아니

면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어딜 갔나 보다’ 이 게 생각은 하지만, 연락을 못 받으니까 그게 좀 문

제가 되죠.(S 등학교 빌리 담임)

일부 교사들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한국 학생보다 더 주목받고 지원받는 데 불만을 가지

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이 많다는 지역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 지역 

특성상 이주노동자 자녀보다 더욱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국 학생들보

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주목의 상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

분도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다른 한국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경제  지원을 받

는 것은 뭔가 모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자녀

들은 교사에게 특별한 주목의 상이 되지 못한다.      

3) 교우 계: “처음엔 서먹했지만, 지 은 그 그래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우 계는 체로 원만한 편이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경기 A지역 S 등학교나 B지

역 N분교의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우 계 형성에는 외모, 성격, 나이, 학교규모, 학업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S 등학교에 재학 인 잘 생긴 얼굴에 흰 피부를 가진 활달한 성

격의 백인 메탈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 안보라처럼 몽골 출신이지만 외모 

상 한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쉽게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며 단짝 친구가 생긴다. 

그러나 피부가 검고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페루 국 의 빌리나 톰은 단짝 친구도 없고, 

여학생들과도 친 하지 않다.

N분교의 방 라데시 학생들은 검은 피부 탓으로 외모에서 외국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만 이들은 한국 학생들과 잘 어울려 논다. 처음에는 한국어도 서툴고 외모도 달라 한국 학

생들이 서먹해 했지만, 지 은 외국인임을 의식하지 않고 함께 어울린다. 은 학생 수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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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라는 조건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 없게 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 서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외국인임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오선희: 외국 학생을 처음 봤을 때는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고, 낯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귀어보니

까 좋아요. 지 은 외국인이라는 게 그  그래요. 

김 우: 1학년 때부터 노을분교에 다녔고, 3학년 때 마리를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싫었어요. 한국인

이 아니고 시커매서……. 5학년 때부터 같이 놀았어요, 같은 반이 되어서. 가끔 리사 나를 

놀려요. 

연구자: 뭐라고 놀려? 

김 우: ‘리라리라, 리라 할머니’라고 놀려요.

연구자: 하하, 그건 이름가지고 놀리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네. 그래 함께 노니까 어때?

김 우: 같이 노니까 재미있어요. 말을 잘 못해서 그 긴 해도 재미있어요. 

그러나 일부 아이들에게서는 학교 부 응 양상이 보이기도 한다. 이들의 부 응에는 래

보다 많은 나이, 소극 인 성격, 피부색으로 인한 한국 학생들의 차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다. S 등학교의 몽골 출시 강호는 래와의 나이차로 인한 부 응의 문제가 장기결석으로 

표출되고 있었고, 페루 출신 메리는 피부색으로 인한 ‘따돌림’ 문제로 다른 학교에서 S 등

학교로 학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겪는 문제는 학교 내에서는 잘 드

러나지 않다가 학교를 장기 결석하거나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 가는 결과로 이어지

기도 한다. 혹은 학교에서 표면화되지 않는 갈등이 학교 밖에서 분출되기도 한다. 

3. 학교교육의 결과
1) 학업성취: “좋아하는 수학과 체육, 어려운 국어와 사회”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학업성취도가 반 으

로 우수해 나이를 고려하여 빨리 진 하는 경우도 있고,  학업에 심이 없고 수업내용

을 이해하지 못해 학 에서 하  수 에 머무는 학생도 있다. 

등학교의 경우 이들이 공통 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과 체육이다. 

일단 한국어를 잘 알아야만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교과목에 비해 수학은 한국어

를 잘 몰라도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체육 한 몸을 사용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그

래서 이들에게 수학은 다른 교과에 비해 쉬운 편이며, 수학 성 도 다른 교과 성 보다 우

수한 편이다. 체육시간에도 이들의 활동은 두드러지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심시간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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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점 해파리 잠끼 / 거부기 수염 /호랑이 수염 / 사자 수염
기억에 남는 일 파도수염 제미있었습니다. 개 갈매기 잠끼가 제미있었습니다 

갯벌잠끼가 제미있었습니다
느낀 것 모서운 느낌

* 은 연구자. 한 이 틀린 부분임. 

들과 함께 축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국어도 60 은 나올 것 같아요. 지  희 반 보면, 메탈보다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한 20

, 30 짜리도 있고. 걔네들 보다 월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간, 간에서 약간  정도. 국어 

실력은. 근데 뭐, 수학 인 계산이나 그런 거는 다른 애들보다 많이 앞서요. 공부를 좀 잘 하더라구

요.(S 등학교 메탈 담임) 

반면에 이들이 공통 으로 어려워하는 과목은 국어와 사회이다. 5, 6학년의 경우 사회에서 

한국의 지리와 국사를 다루기 때문에 한국의 지리  환경과 역사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사

회는 매우 어려운 과목이 된다.11) 

N분교의 아이들도 처지는 비슷하다. 리사의 경우 여학생이고 한국어에 꽤 능숙하기 때문

에 모든 교과에 열심이고 잘 하는 편이다. 그러나 1, 2학년인 오말과 샤리는 한국어도 서툴

고 아직은 어려서 공부에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 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1년 동안 한 을 배운 샤리이지만, 받침을 제 로 쓰고 비슷한 발음을 구별해서 쓰는 것은 

여 히 어려운 일이다. 다음은 이를 알 수 있는 샤리의 갯벌에 한 체험학습 보고서의 일

부이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는 개인의 지  능력 수 에 따라 차이가 크지

만 공통 으로 작용하는 것이 한국어 능력이며, 교과 성취 수 이나 교과 선호도가 한국어 

능력과 히 련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교사들은 이들을 굳이 학업성취 수 에 따라 학

년 배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2) 한국어 학습: “애들하고 놀면서 잘 하게 어요”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이미 입국해 있던 부모나 각종 지원기 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운다. 

부분 한국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입학 이후 이들의 한국어 

11)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공통 으로 이들에게 사회를 가르칠 때가 가장 걱정스럽다고 한다.  몽고

의 시각과 우리나라의 시각이 달라 서로 다르게 상 국에 해 이야기하게 되는 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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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친구를 사귀면서 빠른 속도로 향상된다. 교과서를 능숙하게 잘 읽지 못하는 학생일

지라도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표

 한국어뿐만 아니라 아이들 세계에서 소통되는 비속어도 함께 익힌다. 

학교생활은 재미있고 잘 지내요. 말을 못 해서 처음엔 그랬는데, 애들이랑 말하고 놀고 하면서 잘 

하게 어요.(S 등학교 안보라). 

다른 학교와는 달리, N분교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학교의 교사가 직  한  

교육을 하고 있다. 유치원 과정부터 다닌 1, 2학년 학생들은 학  담임에게 직  개별지도를 

받았다. N분교의 아이들은 1년 정도를 학 에서 한  교육을 받고, 그 후 정규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 다. 

3) 부 응: “나이 어린 애들이 반말하고 욕하는 게 싫어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한국 학교 부 응의 문제에는 래보다 많은 나이와 개인의 소극  

성격, 한국 학생들의 ‘따돌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럴 경우 개 학을 하거나 장기 

결석으로 표출된다. S 등학교에서 장기 결석 이었던 몽골 출신 강호는 나이 차이로 학교

생활에 제 로 응하지 못한 경우로 보인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한테 반말 하는 거, 욕 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애들

인데 자기한테 그 게 말한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스트 스 받아 하고, 한테도 와가지고 ‘왜 학

교 안가냐?’고 했더니 ‘나 나이 열다섯 살인데 열세 살 먹은 애들이 자기한테 반말하고 욕 한다, 그

런 게 싫다’고 그래요.(경기 A외국인노동자의집 국장) 

그러나 이런 사정을 학교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학교의 담임교사는 외지로 돌아다니는 

부모 때문에 아이가 방치되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강호의 5학년 때 담임교사는 그를 

“아주 의젓하고 좋은”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작년에 메탈 말고도 강호랑 손지은이도 같이 있었어요. 강호는 엄마가 한국말이 되고, 얘도 아주 

의젓하고 좋아요. 1학기 때 체육부장을 하고 2학기 때는 메탈이 체육부장을 했죠(S 등학교 강호의 

2004년도 담임).

6학년에 와서도 담임교사는 그를 “얌 한 아이”로 단하고 있었으나 3월부터 2-3일씩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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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다 나 에는 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강호는 말 수가 고 얌 한 아이 요. 공부는 2학년부터 여기 다녔으나 처지는 편이죠. 나머지 

공부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나 3월엔 결석이 2-3일씩 가끔 있었어요. 그러다 4월부터는 10일 이상

의 결석이 잦아졌고, 학교 나오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뭐 들리는 말엔 ‘PC 방에서 봤다’, ‘교회에서 

에버랜드 갈 때는 온다’, ‘ 래 여자 애들과 어울려 다닌다’ 등의 소리는 들려 오더라구요, 애들 통

해서. 경기 A외국인노동자의집에선 ‘부모가 지방으로 일을 다녀 밥을 못 해 먹어서 그런다’고 했는

데,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 다니기로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6월 2일부터는 학교에 갈 것이다.’고 했는데 안 와요. 뭐 담임이 무서워 안 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야단 안 칠 테니 와라’고 했으나 여 히 안 오네요. 학교에 안 오고 다른 데는 돌아다닌다고 

하니 담임으로서 어떻게 야단을 안 치겠어요? 그래서 몇 마디 하면 무섭다고 안 온다고 하니, 그래

서 야단도 안 친다고 했는데도 안 와요.(S 등학교 강호의 6학년 담임). 

지원기 을 통해 강호가 학교에 장기 결석을 하는 데에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맞지 않는 친구들과 생활해야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런 사정을 학교

에서는 알지 못하고, 지원기 도 학교에 제 로 알리지 않고 있었다. 이 사례를 통해 이주노

동자 자녀의 가정 사정과 자신의 심리상태에 한 정보를 가정이나 지원기 이 학교와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도 자신의 힘든 을 학교에서 상담하

지 않는다. 결국 연구가 마무리 될 무렵에 경기 A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만난 강호는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의 다른 학교로 학을 했다고 한다. 

4) 정체성 혼란: “한국 사람 될 거라구요”

한국 학교에 다니는 이주노동자녀들  특히 몽골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상은 스스로

를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정체성 혼란의 문제이다. 몽골 아동들은 외모 상 외국인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때문에 몽골 아동들은 한국 생활에 응해 가면서 자신이 몽골인

임을 숨기려 한다. 여기에는 몽골이 상 으로 “못사는 나라”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동료

들로부터 받을 차별에 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애들이 와서 사회 책에 몽골이란 나라가 나왔 요. 챙피해 죽을 뻔 했 요. 애들이 그 게 얘기해

요.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리한테 제가 ‘  피 속에 몽골 피가 있는데, 왜 한국인

이니? 안 그래?’ 그 게 얘기를 자꾸 주거든요. 근데 얘네는 몽골인이라는 걸 챙피해 해요. 그게 문

제라고 생각을 해요, 는. … 그 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몽골이라는 나라가 비교되잖아요? 최

근에까지 나리는 자기가 엄마가 몽골인이라는 걸 속 었어요, 사실은. 근데 보라랑  싸우면서, 

복도에서 보라가 불어버린 거 요. 얘네 엄마도. 그래서 얼마 에 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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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교회 목사)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가지는  다른 갈등은 엄마와 재혼한 한국인 아빠

가 몽골 자녀에게 한국인으로 동화되기를 은근히 강요한다는 이다. 여지껏 익숙한 본국어

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본국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한국 생활의 응을 

도와줬던 지원기 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국인 아빠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

이들은 새로운 가정에도 응해야 하는 이  부담을 안고 있다. 

안나리는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말해요. 국 에 정확성을 기하기 해 알아봤더니 그제서야 ‘이

제 한국사람 될 거라구요.’라고 말하더라구요. 스스로 빨리 귀화하고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는 이쁜 한국애 같은 분 기거든요. … (재혼한 한국인)아빠가 돌보고 단속도 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몽고인으로 보이기 싫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리가 일기에 가장 슬  

경우를 쓰라고 했더니 ‘아빠가 몽고말을 쓰면 나리에게 “나리는 안씨 집안이 되기 싫은가 보지?”

라고 말할 때’라고 쓴 걸 본 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갈등이 있구나 했죠. 집에서는 아빠가 몽고

말도 못 쓰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빠는 “한국인이 되어라”고 강요하는 입장인 거 같아요. 그러

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S 등학교 6학년 안나리 담임)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도 아이들에겐 힘든 일인데, 재혼가정에서 한국인으로의 

동화를 강요하게 되면 결국 아이들은 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

가 있다. 

몽골에서 어릴 때 한국으로 와서 유치원부터 다니며 한국어를 익힌 김성진의 경우 몽골어

는 모르고 한국어를 잘 안다. 성진이에게 몽골은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먼 나라이다. 

성진이는 7살, 1학년 때부터 학교에 다녔어요. 내년에 비자가 만료돼요. 성진이는 한국인이 다 

어요. ‘몽골에 돌아갈 생각 없냐?’고 하면, ‘내가 거기 가서 뭐하냐?’고 반문해요.(참배움터 공부방 교

사) 

한국어를 잘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는 한국 아이가 아니다. 노을분교의 1, 2학년생인 오말이나 샤리의 경우에도 어릴 때 한국으

로 왔기 때문에 방 라데시 말은 부모로부터 배워 할  알아도 은 쓸  모른다고 한다. 

아직 어려서 정체성의 혼란을 뚜렷이 경험하진 않지만, 계속 한국에 머무른다면 이들에게서

도 이런 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체성의 혼란과 거주국에 한 막연한 동경은 

‘동화’란 응 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한, 이런 정체성 혼란은 몽골 아동이 일상생활에

서 보이는 정서  불안정과 불투명한 미래 망으로 인한 불안의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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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1. 학교 생활 지원

1) 학교입학 지원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 입학은 부분 지원기 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입

학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를 찾아 부모 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직  학교에 데리고 가서 입학과 련한 모든 차를 밟는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입학

은 어려웠던 기에 비해 지 은 훨씬 그 차가 간편해지고 있다고 지원기  계자들은 

말한다. 

지원기 은 기 과 연결된 이주노동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주노동자 자녀

를 발견하게 되면 학교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도 극 으로 수행한다. S 등학교에 다니는 

몽골 학생들 다수가 천국교회 목사의 주선으로 입학하 으며, N분교의 리사는 나라여성센터 

직원이 거리에서 발견하고 N분교에 입학을 주선한 경우이다. 

입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제는 졸업장 수여 문제이다. 그

것은 제도 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 상인 등학교들은 학교 

진학을 해 졸업장 수여에 허용 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 않은 곳도 있고, 특히 

학교에서도 지역별로 졸업에 해서는 편차가 크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 별로, 지역별로 교

육 기회의 보장이 달라, 교육의 연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에 몰릴 수밖에 없고, 어느 학교  단계에서는 도탈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제도  문제를 낳는다.  

2) 본국 이름 찾아주기

지원 기 과 연결되어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부분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들의 한국식 이름은 학교 입학 시 학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A외국인노동자의집

은 이에 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여 최근 이들의 본국 이름을 한 로 표기하여 사용하

자는 주장을 철시켰다.     

에는 한국이름으로 다 바꾸자고 했었어요. 아마 Y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일 거 요. 그래서 만

약에 제가 같이 가게 되면 최씨가 되고, 태희라고 있는데, 그 태희는 이 태희 요. 우리 사무실 직원

이 이씨 거든요. 직원이랑 같이 가서 당장 이름 지으라니까 어떡해, 이태희로 하자고 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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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최근에 와서야] 메탈, 톰, 빌리, 메리가 입학 시기가 같아요. 거의. 이때는 학교 측하고 이야

기해서 ‘왜 아이들이 이름을 바꿔야 하느냐, 자기 이름을 그 로 한국식으로 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 게 해서 메탈, 톰, 메리, 빌리 이 게 자기 이름을 쓰도록 했구요(경기 A외국인노동자의

집 국장). 

3)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 학교 입학을 해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어 교육이며 지원 

기 이 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것이다. 한국어 교육 지원은 학교 입학  비 교육 

차원에서 시행되고, 학교 입학 후에도 이들에 한 한국어 교육은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한국어에 익숙해지면 교과 보충 교육을 통해 한국어 지도를 한다.   

몽골 학생들을 지원하는 천국교회의 목사는 한국의 유치원 교재와 등학교 교재를 가지

고 학교에 들어가기 의 몽골 자녀들에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국어를 직  가르친다. 

다른 기 에서는 학생 자원 사자를 활용하기도 한다. 

오면 제가 유치부 교재 1단계가 있어요. 유치부 애들 3년 배우는 거 그걸, 제가 몽골어가 되니까, 

모르는 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 게 하면서 여기 등학교 책까지 배워줘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그 게 해서 보냈죠.(천국교회 목사)  

이러한 한국어 교육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에 쉽게 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계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재 학교 입학이 보다 용이해지면

서 각 기 은 학교에 다니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 교과학습 지원을 비롯하여 학교생활 

반에 한 지원 쪽에 더 큰 비 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4) 교과 학습 지원

학교에 다니는 이주노동자 자녀수가 늘면서 지원 기 의 요한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 교과 학습 지원이다. 이는 주로 일반 공부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주노동자 자

녀들이 방과 후 지원 기 에 와서 부족한 교과목의 문제집 풀이, 숙제를 하도록 하고 자원 

사자들이 이를 돕는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 비를 도와 다. 교과학습 이외에도 피아노, 

컴퓨터 등을 배울 수 있게 해 다. 여기에는 천국교회, 참배움터 공부방, 나라여성센터의 

활동이 비슷하다. 

교과 학습 지원과 련하여 지원 단체들 사이에 의 차이가 크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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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한 교과 학습 지원을 해 왔던 단체 에서 지원 단체가 할 일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해당 지역 공부방에 연결시켜 주고 지원 단체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희가 2003년도에 공부방을 하다가, 방학 동안만 진행을 하다가, 도 히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

까 공부방이 없다면 모르는데,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굳이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그래서 ‘우

리 배움터’ 그 쪽에 다 넘긴 거에요....... 우리가 문 인력도 아니고, 별로 좋은 모습도 아니고. 사실

은 그 때는 ‘우리 배움터’가 가까운 데 있어서 서로 연  계를 잘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쪽으로 

나갔죠.(경기 A외국인노동자의집 국장)

하지만, 참배움터 공부방은 한국 학생을 받게 되면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1명 이외에는 

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여 히 차별화된 기  학습 지원에 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부분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단순히 교과 련 문제집 풀이를 하는 

것보다 아직도 부족한 한국어 학습을 도와주길 기 한다. 톰, 빌리, 메탈 등도 공부방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공부방에서 한국말을 못하니 배워주면 좋겠어요. 지  공부방은 문제만 풀고 밥 먹고 집에 가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S 등학교 빌리)

같은 지역의 다른 지원기 인 천국교회에서는 목사가 직  몽골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한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여기에 와서 목사와 함께 숙

제와 교과공부를 하며, 자원 사자로부터 피아노와 컴퓨터, 어 등을 배운다. 시험 때가 되

면 시험공부를 함께 한다. 천국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의 학교 성 은 평균 이상이라

고 한다. 

근데  지  나미나 진미 같은 애는 나이가 어렸을 때 왔잖아요, 조  더. 나리 이런 애들보다는 

유치원 이런 교재 하면서 일일이 해주면서 하니까 얘들도 이제 손색없어요.  과목 고르게, 평균, 

나미는 90 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얘들은 90  넘구요. 기 진미라는 애가 열심히 배웠는

데, 걔도 90  넘더라구요. 진미라고, 기 개남 등학교 다녀요. 걔는 1년 는데, 평균이 90 이 

넘어요.(천국교회 목사).

경기 B지역에서는 2004년까지 나라여성센터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 하다 재는 등학

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N분교는 학교가 일반 지원기 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함께 하는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자신의 숙제나 시험공부에 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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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을 기 하고 있었다. 

5) 학교생활 련 문제 상담 지원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한국 학교에서 주변인으로서 여러 종류의 갈등을 겪는다. 지원기

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려 노력하며 그에 한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기 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갈등을 빨리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왕따 같은 경우에는 메리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가려고 할 때는 이미 한 달이 경과된 

상태 어요. 그 에도 계속 으로 만났었는데 아무도 말 하지 않은 거 요. 학교 측에서도 연락이 

안 왔었고, 본인도 말 안 하고. 엄마도 말 안 하고. 아무도. … 나 에는 한 달이 경과했을 때 엄마

가 왔어요. 엄마가 한 달째 모르고 있었던 거 요. 엄마는 아이가 학교 간다고 먼  나가고 엄마는 

공장가고 그럼 다시 아이는 돌아와서 집에서 자고. 이런 과정이 한 달 정도 진행이 었는데, 학교 

선생님조차도 연락이 없었던 거죠. 아마 학교 선생님이 외국인들 그러겠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안 오니까 안 오나보다 이 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 엄마가 공장에 갔었는데, 뭔가 빠뜨려서 다

시 오게 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간 거 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 주 정도에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에 오셔서 학하고 싶다…….(경기 A외국인노동자의집 국장)

메리는 결국 처음의 학교에서 S 등학교로 학했는데 부분의 ‘집단 따돌림’에 의한 문

제는 장기 결석 후 학교를 그만두거나 다른 학교로 학하는 것으로 결말짓는 경우가 많다. 

지원기 에서 상담이나 미술 치료 등으로 이들의 문제에 응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기반의 부족 등으로 문 인력에 의한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2. 학교교육 경비 지원
지원기 이 하는 학교교육 련 경비 지원은 순수한 이주노동자 자녀냐 아니면 한국인과

의 재혼가정이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 학교교육 경비 지원은 학교생활에서 소요되는 경

비에 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A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는 학교 식비( 심식사와 우유)와 

창체험학습비 등을 후원자들의 후원 으로 정기 으로 지원한다. 천국교회에서도 일부의 

몽골 출신 아이들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은 한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에 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72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문화활동 지원
1) 문화 체험 활동 지원

지원기 이 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쁘고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자녀들과 함

께 나들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부모를 신하여 자녀들과 야외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역시 부모 역할을 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분의 지원기 에서는 방학  캠 , 문화재 소재지 탐방 등의 로그램을 외부의 후

원을 받아 운 하고 있다. 문화 체험 활동의 종류와 규모는 지원기 이 얻을 수 있는 후원 

규모에 좌우된다. 경기 A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는 후원을 통해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S 등학교와 력하여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본국 의상과 

음식을 먹으며 외국문화를 체험하는 ‘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 다. 이런 행사

를 통해 외국과 한국의 문화에 한 이해와 소통을 넓히고자 한 것이다. A외국인노동자의집

에서는 향후 방학을 이용하여 문화체험 활동과 인권, 평화에 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우 열악한 재정 기반을 가진 경기 B지역의 나라여성센터의 경우, 부정기 으로 야외 놀

이공원 등에 가족 단  나들이를 지원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N분교는 문화 체험 활동도 외

부의 후원을 받아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원기 의 다양한 역할이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특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 자국에 한 자 심 고취와 다문화교육 지원

최근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이들이 핵심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자국에 한 자 심 획득 문제이다. 아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기에 보이는 낯선 

곳에 한 두려움은  한국사회에 한 무조건  동경으로 변해가고, 그 속에서 아이들

은 모국인이기를 부정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된다. 특히 외모 상으

로 한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자신이 몽골인임이 드러나는 것

을 극히 꺼려한다.  

한  교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외국 아이들이 자국에 한 자존심이 없어요. 다들 한국이 

좋다고만 하는 거 요. 그래서 자국에 한 자 심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시했어요. 한국인이 되거나 한국에 살 수 없는 아이들이라면 자국에 한 자 심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거든요. 주권이 나오는 애들도 아니고, 고학력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니잖아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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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실을 나 에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 요.(참배움터 공부방 교사)

한국에서 오랜 체류한 이주노동자 자녀일수록 이 문제는 심각하다. 그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인으로 살기 한 노력만 했을 뿐 모국어, 모국 문화에 한 학습은 거의 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자칫하면 본국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는 문화  자원을 학습하지 못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한국 사회에서 배제된다면 ‘문화  난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한건수, 2006: 20).  

이런 문제에 지원기 은 다양한 차원에서 처하려 애쓰고 있다. 천국교회에서는 몽골어

로 기도하고 몽골어 성경을 읽도록 하기도 하고, A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는 아이들과 인권 

캠 에 참여하여 인종에 한 편견을 버리고 세계 문화와 평화 문제에 한 이해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지원기 이 추구하는 것은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를 둘 다 소

히 여길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다.  

우리가 할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인권 문제나 자기들 문화에 한 문제, 자기

문화를 소 하게 여기면서 한국문화 소 히 여겨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생각

이 들더라구요. 그런 교육을 같이 하려구요. 내용은 체험 교육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구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요하다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자기 문화 잊어버리는 거고, 자기 문화가 요하다고만 

하면 한국문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소외될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경기 A외국인노

동자의집 국장)

결국 기 지원기 들의 활동 은 학교 입학과 한국어 교육 지원에 있었다가 학교 입

학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이후 학교 학습 지원으로 그 활동 이 변화하고, 이제는 이

주노동자 자녀들이 모국인으로서의 자 심을 지니고 이 사회에서 스스로를 떳떳하게 드러내

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 함으로써 차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인간으로

서 존 하는 계를 형성하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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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복지 관점에서의 주요 쟁점

1. 나이에 맞지 않는 학년 배정과 부적응
최근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의 문이 넓어져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한국 학교 입학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듯 보인다. 이것은 

그들 자녀들의 한국 입국 시 과 한국 학교 입학 시 에서 시차가 발생한다는 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한국 입국 시 과 학교 입학 시 에는 게는 3, 4개월에서 

많게는 2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3, 4개월 정도의 은 시차 발생은 물론 학제가 달라 발생

하는 어쩔 수 없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아이들은 한국어 학습을 한 시간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1, 2년 정도의 시차 발생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을 허용했을 뿐, 제도

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12)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 이 에

는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드물고, 

이들의 학교 입학을 제도 으로 지원, 상담해 주는 계기 이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다

는 사실도 아직은 리 알려져 있지 않다. 결국 이들의 학교 입학을 주선하고 극 개입하

는 것은 이주노동자 지원기 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한국 입국 

후 장시간을 학교 밖에서 보내게 되고, 결국 학교 입학 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낮은 학년을 

배정받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 부 응 상까지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낮은 학년 배정은 비단 입국과 입학 사이의 시차 때문만은 아니다. 이주노동자 자녀가 한

국의 학교에 입학할 때의 학년 배정은 나이와 언어 능력, 학습능력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

지만 언어 능력 때문에 학습 능력 악이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의 학년 배정은 한국어 능력

에 기 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학교에 입학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응에 가장 장

애가 되고 있다. 게는 1살, 많게는 4살이 은 동료들과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같은 학년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주노동자 자녀들로 하여  학  내 동료 학생들과의 

신체 , 정신  수 의 차이로 상호 어울리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

습에 흥미를 가지기 어렵고 장기 결석을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들은 ‘나이에 맞는 학년에 

들어가는 것’을 한국어 공부보다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13) 따라서 낮은 학년 배정으로 인한 

학교 부 응 상을 방지하기 해서는 한국어 능력 심의 학년 배정의 원칙을 보완할 필

요가 있다. 

12) 이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주로 집에 머물면서 동생을 돌보거나 한국어 학습을 한다.

13) 김정원 외(2005)에 의하면 ‘나이에 맞는 학년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편이다’가 17.1%, ‘매우 필요하다’

가 57.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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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굳이 지어의 능력을 기 으로 외국인의 학년 배정을 결정하지

는 않는다. 부분이 나이를 우선 으로 고려하고, 그 외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를 함께 고려한다.14) 국의 경우 나이, 능력, 성 등을 고려하여 한 교육을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이 인종, 피부색, 경제  여건 때문에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학업성취 향상을 해 노력해야 함을 제도 으로 명시하고 있다.15) 그리고 선

진국에서는 부족한 지어 능력 향상을 해 특별 로그램을 통해 빨리 응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년 배정에도 다양한 기 을 융통성 있게 용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도 하나의 기 으로 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나이에 따른 심신의 발달 정

도를 고려하고, 학생 본인의 의견도 요하게 반 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내 지원체계의 부재
국내 학교에 재학하게 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는 표면 으로 거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며, 이에 이들에 한 지원 문제는 학교의 주요 심사로 부각되지 않는다. 교

실 수업에서도 많은 다른 한국 학생에 가려 묻  있고, 학 에서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존재는 두드러지게 주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 자녀가 

학교 입학 기에 으  겪을 수 있는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교과 학습의 어려움, 교우 계 

형성에서의 어려움, 학교규칙에 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나 학부모와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교 내에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

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나이 어린 동료들과 생활하게 되어도,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은 학교가 심을 기울여 도와주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이들의 학교 입학을 ‘허용’한 것 이상의 

것을 학교에 기 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개인의 것

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개별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문제이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원만한 학교 응을 해서 가장 필요한 일  하나는 새로운 사회

와 문화, 제도에 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를 학교 내에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14) 다만 학제가 다르고 학기가 달라 학년이 하나 높게 배정되거나 낮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

15) http://www.standards.dfes.gov.uk/ethnominoritie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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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는 로그램과 한국문화와 모국문화의 이해와 공존을 돕는 다문화교

육 로그램,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는 상

담 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 로그램은 원만한 학교 응을 

해 가장 필수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로 읽고 쓸  알아야 원만한 교우 계 형

성이 가능하고 학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이주자의 문화 응 스트 스에 한 여러 연구

들(이승종, 1995; Gil et al., 1994; Hovey & Magana, 2000)은 이주자가 타 문화권에서 가지

게 되는 스트 스 의 하나로 언어 문제를 지 하고 있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으

로써 이주자들은 교우 계에서 약간의 폭력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고 불안해한다.16) 특히, 

5살 내외는 모두 친구로 지내며 존댓말이나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몽골의 경우, 계질서가 

엄격한 한국 사회에 응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며, 어보다는 러시아어를 배운 까닭에 

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한국어의 맞춤법이나 존 말 등 복잡한 문법 때문에 읽기, 쓰

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홍진주, 2004: 16).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주노

동자 자녀들은 학습에 한 열의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한국 학교에서 학습을 할 수 있을 만

한 한국어의 기본  학습과 특히 한국에 특유한 한자어로 된 여러 개념과 용어들에 한 이

해가 부족해서 학습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은 모두 학습 욕구를 가지고 있

지만, 그것을 가정에서 충족시켜  만한 경제  여력이 부족하며, 부모의 한국어 소통 능력

의 부족으로 부모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지원하는 로

그램이 학교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통합을 해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한 다양한 로그램을 제도화

하여 운 하고 있다. 장혜경(2004)에 의하면, 미국이나 독일에서 공교육은 이주노동자 자녀들

에게도 체로 개방되어 있으며 이들의 지어 학습을 하여 문 담당 교사도 배치되어 

있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매우 보수 인 일본에서도 공립학교의 무상취학 인정과 더불어 이

주노동자 자녀를 한 지도자료 개발과 일본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제

도  지원이 우리나라에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와 모국문화의 이해와 공존을 돕는 다문화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몽골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문제는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몽골 

학생들의 ‘한국인’으로의 정체성 형성은 이주자들이 모국 문화의 정체성을 기하고 이주해 

간 주류 사회의 문화를 흡수하는 ‘동화(assimilation)’ 상으로 보인다(Berry, 1990/1997).17) 

16) 여러 가지 문화 응 스트 스에서 오는 불안이 공격  성향으로 표출되는 것은 탈북청소년에게서도 나타

나는 상이다(정진경 외, 2004). 

17) 이것은 워드 외(Ward, Bochner & Furnham, 2001)의 분류에 의하면, ‘통과(passing)’와도 유사하다.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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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정체성을 발달시켜가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주로 인해 타국에서 새로운 문화 속

에서 성장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정체성 발달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단일문화에 한 동화  성향이 강한 나라는 다 문화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보다 이

주자들이 겪는 정신병리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Murphy, 1965). 그  몽골 아동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숨기고 주류집

단의 구성원인 척 하고 사는 ‘문화  동화’ 상이다. 이런 상은 진정한 다문화주의 사회

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이제  세계는 인종과 국경을 월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

계 시민을 요구하는 시 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그들의 모국 정

체성을 잃지 않도록 존 해 주고 더불어 한국의 문화에 해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다문화  에 기반한 체계 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는 다양성과 차이에 한 인식, 존 을 바탕으로 사회 인 통합을 이루어 

내려는 시도이다(Connolly, 1991). 이를 해 자신의 모국을 분명히 하면서 서로 다른 국

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지구 에서 함께 어울리며 동하며 서로의 정체성을 존 하며 살

아가야 한다는 을 분명히 해 주는 다문화교육 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

국의 문화뿐 아니라 모국의 문화도 지속 으로 학습하고 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다문화교육에는 한국 학생과 교사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해 마음을 터놓고 상담하며 함께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필요하다. 한국 학생에게서 당하는 ‘따돌림’의 문제라든

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학교생활 응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 스의 문제 등 여러 문

제에 해 상담해 주는 센터가 있다면, 이들의 학교 응은 훨씬 더 수월해 질 것이다. 소수

민족의 정신건강을 연구한 쿠오와 차이의 연구(Kuo & Tsai, 1986)는 문화 응 과정  정착 

단계에서 오는 스트 스가 이주자들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부  향을 미치며, 우울증, 

낮은 자 심, 불안감, 계의 갈등 등을 경험하고 신체건강에까지도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응을 돕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

도록 조력하기 해서는 이들이 겪는 여러 문제에 한 상담과 처치를 해 주는 지원이 필요

하다. 

연구 결과, 개별 학  담임 교사 차원에서 이들의 학교생활 응을 돕기 한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이보다는 제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

과 이다. 효과 인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의 이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상

따르면, ‘통과’는 보통 사회경제  수 이 보다 낮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높다고 여겨지는 사회로 이주했

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태도로, 본국의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결과 자신

의 민족  정체감은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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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한 상담과 처치 등 학교 차원에서의 공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이들의 학교 응

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가정, 학교, 지원기관 간의 연계 체제 부재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경우 가정과 학교, 그리고 가정의 역할을 신해 주는 지원기  간

의 연계가 부족해 서로 공유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지장을 

래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정에서 학교로 연락해야 할 정보들이나 학교에서 가정으로 연락해

야 할 정보들이 서로 소통되지 않고,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부모를 신하는 지원기 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래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정보 공유를 한 이러한 연계

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에 그다지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부모들은 모국과는 다른 한국의 학교제도와 문화  풍토를 잘 알지 못

한다. 학교에 결석할 경우 그 사유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것도 잘 모르고, 학교의 학습에 

필요한 비물을 개인이 비해 가야 한다는 것도 잘 모른다.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학교에

서 공지하는 여러 정보들을 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스쿨뱅킹도 할  모른다. 이런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학교 생활

에 원만하게 응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런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가정에 해 학교에서도 처할 만한 가정과의 연계 고리를 지

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정마다 화가 있

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 부모인 경우 화통화를 하기란 매우 어렵고, 한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부모의 경우 화통화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한국의 학교제도에 

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이주노동자 부모들에게 교사의 설명이 이해되기란 매우 어렵다. 따

라서 교사들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 심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와 연계체제를 가질 수 있는 곳은 가정의 역할을 신해 주는 지원

기 뿐이다. 

지원기 이 부모의 역할을 신해 학교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에

도 한계가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부모가 지원기 에 열심히 다니고 부모가 자녀교육에 

심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 지 않은 자녀와 부모의 경우 지원기 을 통한 정보 공유조차

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원기 에 처음에는 다니다가 나 에는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지원기 에서조차 소재를 악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으며, 특히 자녀교육에 무심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주요 쟁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7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의 경우 지원기 도 학교와 정보공유를 하고 지원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련이 있다. 부모의 신분이 불안정

함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신분조차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들을 제 로 

리하고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신분 보

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이주노동자 자녀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원기 이 상

호 연계하여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 지원에 힘써야 한다. 어도 이주노동자 자녀를 심으

로 가정과 학교가 상호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기 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체제를 제도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지원 기관 지원 수준의 한계 
최근 이주노동자 문제에 한 심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하는 공  지원 한 차 확산

되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의 참여정부 교육복지 5개년 계획에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 기

회 확 가 한 차원으로 포함되었으며,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입학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이

주노동자 자녀 담당 장학사가 지정⋅운 되고 있다. 한 공 으로 지원되는 이주노동자 지

원기 에서 그들의 자녀 교육에 한 심을 극 기울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 특히 공 으

로 운 되는 지원기 은 민간 차원에서 운 되는 기 보다 상 으로 보다 안정 인 재정 

구조를 지니며, 련 시설 한 상 으로 월등하다. 

그러나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 기  심의 지원기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와 수

의 지원 활동은 후원 과 자원 사자에 의존하고 있다. 지원기 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자원 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후원 에 의존하는 열악한 재정 기반은 체계 이고 지속 인 

지원을 어렵게 한다. 자원 사자의 활용은  단계에서 가장 필요하고  실 인 방법이

지만 체계 인 자원 사 인력 확보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로그램 운 에서 일 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한, 수시로 바 는 자원 사 인력은 이주노동자 자녀와의 신뢰 계 형

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지속 이지 못한 후원 에 의존하는 재정은 지원활동의 지속성

과 연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에 한 공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

갈 필요가 있다. 

공  지원은 보다 안정 이며 지속 이고 체계 인 지원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이주노동

자 자녀에 한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을 마련해 주기 해서는 교육복지  에서의 공

 지원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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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며

교육은 입학의 기회가 허용된 것만으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과정

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평등함이 보장되어야 교육의 기회를 제 로 릴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사각지 에 놓여 있는 이들 의 하나가 바로 이주노동자 자

녀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부분 경제  목 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

들은 한국 학교가 아니면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학교에서도 그들에 한 

다각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만 하는 시 에 이르 다. 외국인을 한 교육과정에 한 별

도의 지원체계, 타 문화와 제도에 한 안내와 상담, 자녀교육에 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원기  간의 정보 공유와 연계 등 여러 가지 교육복지 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이

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기회가 제 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형성하지 못한 래

포(rapport)의 문제, 이주 아동들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표  능력의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와 시각을 제 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

다. 앞으로는 이를 보완하여 충분한 래포가 형성되면서 진행되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이

주노동자 자녀들의 경험 세계를 제 로 보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연구

는 지속 으로 이들의 삶의 맥락과 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복지 에서 

진행되는 이주노동자 자녀에 한 연구는 그들의 교육복지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 실천하면서, 그리그 그 과정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실행연구의 모색도 필요하다

는 이 이후의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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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ual conditions of educational welfare for the 

foreign workers' children and the main issues in 

elementary school of Korea

18)Eun-joo Bae*

As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creases in Korea nowadays,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for the foreign workers' children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in educational welfare of the foreign workers' 

children through the qualitative research, and understand the main issues in them. This study 

analyze the school lives of the foreign workers' children in two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do, and operation in local support center for them. 

The entrance and graduation of the foreign workers'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are 

permissive, so these are no more problems. It seems that the children of foreign workers go 

to school without any troubles as Korean students. But some of them have difficulties to adapt 

to new school lives because they are older than Korean friends. Also they are discriminated 

by their color and the fact of their coming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a few of 

Mongolian students experience the formations of identities as Korean and loss of their 

motherland. The support center for the foreign workers' children support in relation to school 

lives, educational experiences, cultural activitie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However, there are many points at issue in view of educational welfare. Firstly, the problem 

of school grades arrangement not considering the foreign children's age resulted in 

inadaptation in school. Secondly, there are no support system for their adaptation to school, 

Thirdly, there is no system connecting with home, school and support center. Fourthly, the 

limitations of the center's condition of volunteer-depended supporting for them. So it is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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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proper and various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for the foreign workers' children. 

Key words: the foreign workers' children, opportunity of education, educational welfare, 

multicultural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