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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외국계주민의 증과 더불어 이주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미래의 서

울을 이끌어 갈 미래사회 구성원인 이주청소년을 존 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실천 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 요구됨.

◦‘다문화 사회’로의 환기에 련 분야  정책  응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으나, 그 상과 내용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성인(1세 )  국제결혼가정 심 연구  지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주청소년(2세 )에 한 연구  지원 정책 마련은 미흡함.

◦최근 학교, 지역사회 등 공  공간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 에 사  

공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주청소년들의 생활 응상의 어려움이 보고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편견과 차별이 증 됨.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이주청소년들을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하

여 인구  지원 정책(정부부처, 지자체, 교육기 , 민간단체) 등 구체 인 

황을 악함으로써 이들이 서울시에 응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 불편함

이 없도록 실 인 안을 찾고자 함. 

◦이주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이들이 이주를 경험했다는 개인

의 특수 인 상황을 고려하며, 생애발달주기상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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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요한 단계임을 주목하여야 함. 즉, 이주청소년들의 자아정체

감 형성과 자존감 등 정서 인 차원의 성장에 심을 기울여야 함.

◦더불어 서울시민들이 출신배경과 계없이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으

며, 모두가 미래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을 해 다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연구 질문 및 내용 

◦이주청소년 련 황은 어떠한가?

－인구(연령, 출신국 별) 분포 황

－법제도  정책 황：정부부처, 지자체, 교육기   민간단체

◦서울시 이주청소년은 구이며 그들의 생활실태는 어떠한가?

 －집단(개인)별 유형  특징

 －학교  가족,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생활

 －정책  지원 요구 사항

◦정책 개발 방안은 무엇인가?

－이주청소년을 둘러싼 생태  환경(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 따른 사회

 욕구 악을 통한 지자체로서의 서울시 정책방향 제시

－청소년 사회화의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를 비롯한 정책  력체계 구축

4. 연구방법

◦문헌조사－이주청소년을 주제로 한 기존의 학 논문, 학술지, 언론지, 토

론회, 각종 련 법규,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등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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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 장조사：서울시내 거주 집지역 심 청소년 련 지역 자원 조사

－심층면 ：이주청소년, 련 기   단체 실무자

－ 화 인터뷰： 련 공공기  담당 행정공무원, 기   단체 실무자

◦ 문가  실무자 자문회의：해당분야의 문가, 실무자와의 토론  의

견 수렴을 거쳐 연구의 방향, 근 방법  정책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반 함.

5.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

◦이 연구는 이주청소년이라는 개념에 국제결혼가정 자녀, 이주노동자가정

자녀, 북한이탈 청소년의 세 집단을 포 하기로 함.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다문화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등의 용어를 허용함. 

－ 재 진행 인 정책의 상에 한 구분 

－심층면  시 연구 참여자가 실제 답변에서 사용한 표  

Ⅱ. 서울시 이주청소년 현황

◦국내 거주 외국계주민 수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에

는 총 1,139,283명으로 집계되어 외국계주민 120만 시 가 도래함. 

◦2010년 기 으로 외국계주민 자녀수는 121,935명으로 3배가량 증가함. 그 

 만 8~18세의 청소년 인구는 46,159명으로 체 외국계 주민의 4.05%를 

차지함. 고교에 재학 인 외국계주민 자녀(청소년) 수는 24,701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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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주 인구수의 약 반 밖에 되지 않음. 2010년 탈북 황통계에 의하면 

국의 학령기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1,740명으로 나타남.

◦서울시 외국계주민 자녀 인구는 꾸 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 

비 약 12~15%를 차지함. 서울시 외국계주민 자녀를 출신국가별로 살펴보

면 재 동포와 국출신이 압도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Ⅲ. 이주청소년 관련 정책 

◦ 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로 크게 구분하여 조사함. 앙부처인 교

육과학기술부는 학령기 청소년의 교육  지원에 을 맞추고 있으며, 문

화체육 부는 교육과 문화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의료 

 건강 지원과 진료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련 정책의 

부처 내 이 으로 이주청소년 련 정책을 담함. 통일부는 북한이탈 청

소년을 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

◦서울시는 경제진흥본부 내 외국인 생활지원과의 로벌센터 운 과 사

회통합 , 외국인 교육지원  등은 외국계주민을 상으로 한 지원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증하는 이주청소년을 상으로 한 교육  상담 지원을 

진행함. 여성가족정책 은 기존의 이주가족을 심으로 한 기존의 정책 지

원을 이주청소년으로 확  실시함. 교육 력국 평생교육 의회는 신소외

계층 평생교육지원 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이주청소년을 한 교육 

로그램을 지원함. 서울시 교육청은 문화격차 해소와 다문화 인식개선을 목

으로 일반학생 상 캠페인을 추진하며 이주청소년들에 하여 학습보

조, 한국어 특별교육, 이 언어교육, 문화체험 로그램, 멘토링, 캠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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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총 25개 자치구는 각 구청  지역 내 이주청소년 련 지원기 (공

공, 민간, 종교단체)들을 통하여 이주청소년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구청의 

경우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보건소 의약과 등 각 부서의 특

성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이주청소년 집거주지역을 심으로 지

원기   사업 로그램의 수는 비례하며, 체 으로 공공기 보다 민간

과 종교기 의 활약이 두드러짐. 

◦지원 로그램은 부분 언어교육, 학습 멘토링, 문화체험 활동에 치우치

며 통합 로그램의 비 보다 특별 로그램으로 분리되는 비 이 더 높음. 

Ⅳ. 이주청소년의 생활 실태 

◦성인세 의 이주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낯선 땅으로 자유롭게 이주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자녀세 는 독립 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부모님의 

뜻을 따라 한민국으로 이주한 사례가 부분임.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언어ㆍ문화 인 배경이 한국 사회와 

다르다는 사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응하는데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

한 측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음.

◦공통분모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자녀, 이주노동자자녀, 북한이탈 청소년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동거 가족, 학교재

학,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에 응해 감. 

◦정체성의 혼란, 낮은 학업성 , 교우 계 형성의 어려움 등 부 응의 문제

를 겪으나, 개별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터득해 나감.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일상생활의 응이 수

월한 편이나, 부모와 자녀의 세 차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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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부 응의 원인이 되기도 함. 가출 등 일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므

로 기의 이주청소년을 한 생활공동체 마련 등의 노력이 요구됨. 

◦장래에 한 꿈은 개인에 따라 각양각색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해  만한 

진로탐색  지도 로그램에 한 열망이 높게 나타남. 한국사회의 학벌

주의의 향으로 학 진학에 해서는 막연한 기 를 하지만 뚜렷한 목

의식이 없으며 고등교육으로서의 학교육에 한 긴장이 내재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서울시는 이주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존 하며 출신배경에 구애받지 않

고 청소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능동 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 한 힘을 기울여야 함. 

◦이주청소년에게 정부와 민간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이들이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하

기에 어려움. 이에 따라 체제의 개편이 요구됨.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련 기   단체 간의 력을 통해 

이주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하여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지역사회의 인 라를 최 한 활용하여 이주청소년들을 한 복지 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함. 이주청소년을 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간을 통합

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 소속 문가 집단을 이주청소년 지원 의체로 

구성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극 으로 지원하도록 함.

◦각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기  등에서 운 하는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  

로그램에 참가한 결과, 멘토링 등의 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으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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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보다는 통합 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언어소통의 어려

움을 호소함에 따라 한국어 특별반을 확  실시하는 한편, 모국어를 존

할 필요성이 있음. 

◦ 응단계와 연령별, 성별 등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맞춤형 생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화하여야 함. 더불어, 일반

청소년과 이주청소년, 부모세 와 자녀세 가 이웃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극 으로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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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화의 향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서 자본과 상품뿐 아니라, 사람

이 국경을 넘는 일도 쉬워졌다. 동일한 사회에 공존하는 구성원들이 가진 배경

이 비슷했던 과거와 달리,  사회에서는 출신 국 이나 인종, 언어 등이 다

르고, 문화  차이와 삶의 방식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하며 살아간다. 교육, 

노동, 혼인 등 각기 다른 목  때문에 삶의 근거지를 이주 국가로 옮겨온 이주

민들은 새로운 사회  환경에 응하고 정착하기 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들은 개인의 출신 배경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삶에 응하는데 궁극 으로 

주류사회에 소속되고자 한다. 

역사 으로 단일민족 국가임을 자부했던 한국사회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더 

이상 외가 아니다. 해마다 각국에서 다양한 목 으로 한민국으로 이주하는 

외국계주민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0년  이후 국제결혼의 증가, 산업

체 연수들을 통해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계주민의 수가 증하면서 다양한 문

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 부에서 실시하는 외국계

주민1) 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계주민 수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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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2010년에 집계된 외국계주민 수는 총 1,139,283명으로 외국계주민 

120만 시 가 도래하 으며, 그 자녀세 인 청소년의 이주 역시 속도로 증가

하여 체 외국계주민의 4.05%를 차지한다. 이는 앞으로도 꾸 하게 증가할 

망이다.

한국사회에서 1990년  반부터 차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외국출

신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족 구조를 형성하 고, 그 사

이에서 태어난 2세들의 수가 증가하며 세월에 따라 차 학령기에 도달하 다. 

한, 인력의 공 을 해 한국사회에 유입되었던 이주노동자들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

도 늘고 있다. 외국계주민들의 경우, 구사하는 언어와 바탕이 되는 문화가 주류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응하는 기에 갖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이

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법  지 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어 학교 생활  

지역 생활 역시 불안정하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 청소년도 이주자의 성격을 내포한다. 한

국사회로의 안정 인 정주를 통해 한민국 국 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2)의 

경우, 한국사회와 문화가 다른 외국 출신의 이주민과 달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고 한국 문화를 경험 으로 이해한다는 에서 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주청소년들에 비해 강 이 있으나, 역사 으로 단 된 기간만큼 극복해야 하

는 차이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북한 생활문화양식

과 학력차이, 제3국 체류로 인한 장기간 학습공백 등을 겪음에 따라 체계 인 

지원이 요구된다. 

1) 외국계주민은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 한국국  취득자, 유학생, 결혼 이주자 

 그 자녀, 기타 외국인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2) 한민국 법률상 용어로,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한민국 

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난 후 한민국 이외의 국 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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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  고유

성을 존 받기보다 한국사회에 일방 으로 응하도록 주입받고 있는 실에

서 구체 인 이주배경과 동기와 계없이 공통 으로 신체 , 심리 , 사회  

발달과정에서 부 응을 겪게 된다. 이로써,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수 있고 사회 응에서도 실 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다양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새로운 소외계층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체 이주청소년을 한 극 인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  심과 요구에 부응한 정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시 한 상황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에 해 과열되는 심의 정도에 비교했을 때, 이주 

청소년에 한 실질 인 지원 정책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주청소년들을 단순히 기에 처한 보호의 상으로 보는 에 갇  그들이 

보유한 다양성을 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주청소년들을 한국사회에 한 부 응자로 간주하며 일방 으

로 ‘한국인 되기’를 강요하는 기존의 에서 벗어나, 그들의 문화  다양성을 

존 하고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지역 사회생활에서 건강하게 잘 

응할 수 있도록 종합 인 지원 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이주청소

년을 지원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기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 그 내용을 면 히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이주청소년들의 삶의 실태를 조사

하면서 그들의 사회  욕구가 무엇인지 악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이주청소

년들이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차 인 

목 이 있다. 나아가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

록 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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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 아버지(어머니)와 외국인 어머니(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과 재혼하여 부모를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아이  

이주노동자 자녀
이주노동자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이 

이주노동자인 부모(혹은 부 또는 모)를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아이

새터민 가정 자녀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아이 

북한이탈주민 부모 사이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  

출처：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실태 조사 참고, 다문화가정 자녀 정의 재구성

<표 1-1> 이주청소년 개념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연구의 시간적 범위

이 연구는 2010년 10월 6일부터 2011년 4월 6일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되었다.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이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구역상 서울시 역을 그 상으로 한다. 그 

에서도 교육기 을 비롯하여, 이주청소년 집거주지역 내 련 지원 시설 

등 이주청소년들이 주로 모여 활동하는 공간을 세부  범 로 한다.

3) 연구의 대상적 범위 

이주청소년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연령으로 본인

이 직  이주를 경험하거나 부모의 이주 경험으로 인해 본인의 삶에도 향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주청소년의 개념은 <표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상  범 는 이주 경험이 있는 부모 사이에서 한민국

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경우 이외에도 모국이 한민국이 아닌 경우로 모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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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간에 입국한 경우와 부모  한 쪽의 재혼으로 F-1(방문

동거비자)를 통해 한민국에 입국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 체계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에 한 답을 획득함으로써, 이주청

소년에 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주청소년 련 황은 어떠한가?

－인구(연령, 출신국 별) 분포 황

－법제도  정책 황：정부부처, 지자체, 교육기   민간단체 

◦서울시 이주청소년은 구이며 그들의 생활실태는 어떠한가? 

－집단(개인)별 유형  특징

－공간 ㆍ시간  역에서의 일상생활

－학교 안 이주청소년의 활동 내용  지원 요구 사항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이주청소년의 활동 범   지원 요구 사항

◦정책 개발 방안은 무엇인가? 

－ ㆍ장기 , 실질 , 맞춤형 정책 

－이주청소년을 둘러싼 생태  환경에 따른 사회  욕구를 악함으로써 

지자체로서의 서울시 정책방향 제시 

－한국 국  보유 청소년 이외에 미등록 외국계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는 

사회통합 차원의 청소년 정책 수립

－청소년의 사회화 개념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학교, 지역사

회의 연계를 비롯한 정책  력체계 구축

이 보고서는 크게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 이주청소년 인구 황, 제3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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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소년 련 정책, 제4장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생활실태, 제5장 결론  정책

제언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 ,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 하여 

개 으로 서술하 다. 제2장에서는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거주  재학 황 

등 인구 황에 해 조사․분석하 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 이주청소년 정책의 

주소를 살펴보고, 정부부처, 서울시의 정책  한계에 해 진단하 다. 이를 

통해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정책 안도 모색하 다. 제4장에서는 심층면 을 통

해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삶의 반 인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정책에 한 요

구 사항을 확인하 다. 제5장의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이주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정책을 제언하 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의 <표 1-2> 내용과 같이 크게 문헌조사, 장 조사  심층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방  법 주   요   내   용

문헌조사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학위논문 및 학술지, 언론지. 세미나 자료, 단행본

심층면접
∙ 청소년(국제결혼가정 자녀, 이주노동자가정 자녀, 북한이탈 청소년) 

∙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실무자

현장조사 거주 밀집지역 인근 이주청소년 지원 기관 및 공간 자원 조사 

<표 1-2> 연구방법 

1) 문헌연구：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자료 고찰 

각종 통계자료, 행정 련 보고서, 학 논문  학술지, 언론지, 세미나 자료, 

단행본 등을 통해 이론 , 경험  연구결과  정책방향, 도출된 개선방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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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에 조사하 다. 

(1) 이주청소년 인구 현황 파악

정부부처 조사 인구 통계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주청소년 인구 황을 조사

하 다. 정부부처에 따라 조사 시기와 조사 내용 기  등이 상이하 으며 상세

한 내용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연도별 자료를 분석한 후에는 인구 증감 등 변화추이를 확인

하 다.

(2) 이주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별 정책 파악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 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 부 등의 

정부부처와 서울시청  서울시 25개 구청,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

의 행정 자료를 통하여 이주청소년을 한 지원 정책과 추진 체계 등을 살펴

보았다.3) 

(3) 이주청소년 복지 관련 욕구, 실태 파악 

이주청소년에 한 정부  지자체 차원의 정책연구보고서와 실태조사  심

층면 보고서 내용 분석을 통해 (가) 이주청소년의 복지 련 욕구, (나) 이주청

소년의 복지 련 실태( 황  문제  등), (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주청소년 련 복지 개선 제시 방안 등을 참고하 다. 

2) 전문가 자문회의

문가 자문회의는 두 차례 개최되었다. 1회는 연구계획단계에서 연구의 방

향성 설정  세부 연구내용 확정을 해 이루어졌으며 2회는 이주청소년을 지

3) 정부부처에 따라 연도별로 정보가 공개되는 업무추진계획, 업무보고, 백서 등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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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기 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해 보고서 작성 에 이루어졌다. 자문

원은 2회 모두 4명으로 구성하 다. 

3) 현장조사-심층면접

심층면 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주청소년 지원기 의 

조를 얻어 이주청소년과 기  실무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심층면  결과 

자료 분석을 해 수집된 녹취자료를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활용하

는 방식을 채택하 다.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 과 동시에 장에서 바

로 기록하 다.

연구 참여자들이 낯선 환경에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익숙하지 않은 상황 때

문에 답변하는데 심리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심층면 을 하는 조사 장소 

 환경은 신 하게 선택하 다. 심층면 은 이주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지원기

의 상담실이나 학교의 빈 교실에서 주로 진행하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 

내에서 실시하기도 하 다.

제3절 연구관련 고찰

1. 개념정의

1) 청소년 

 이 연구의 상이자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4)을 규정하는 개념은 다양하다. 

4) 유엔(UN)은 세계청소년의 해인 1985년에 청소년(youth)을 15세부터 25세로 정의하 다. 청소

년은 보통 18세 미만으로 여겨지는 ‘아동(childhood)’과 복되는 연령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

년을 단순히 연령 범주로 보기보다는 인생 과정에서 부모나 가족 구성원 등 타인에 부분  

이나 으로 의존하여 물질  지원을 받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최근에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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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 ㆍ지  인간 

발달의 환기(transition period)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 사이의 과

도기 는 성인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나, 이는 상 인 범주로서 개념을 정의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시 나 국가 혹은 용되는 법령 등 그 기

에 따라 청소년 연령은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문화 인 의

미에서의 청소년 규정 범 가 비교  확 되기도 한다. 청소년 개념은 국가나 

시 , 사회  맥락에 따라 상이해진다. 

청소년기에 한 은 연령 으로나 이론 으로나 어느 한 시각에서 설명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의 에서 청소년은 무한한 성장 잠

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나름의 욕구와 문화가 있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5). 

청소년은 자기개성과 정체성을 지속 으로 추구하게 되지만 확고한 자기 개

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심리학 으로 인간이 어떤 상태

(단계)에 도달할 때에 우리는 그를 성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해 알 필요

가 있다6).

한,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가장 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서 

발달과업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게 되며, 이때 형성된 자아정체성은 사회 조직 

속에서 살아갈 그들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이나 사회  환경은 매우 요하다.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  측면에서 볼 

 기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부모  국가에의 의존기간이 상 으로 연장됨에 따라, 생물학

 연령 와 사회 인 연령  사이의 거리감이 발생한다. 청소년은 상  용어로 근되고 

연령은 사회 으로 구성되는 시기이며, 역사  문화 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통제

되는 시기로 본다. 

5) 박경일 외, 2001.

6) Weinheim&Muenchen, 1995：장일순 재인용; 200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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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모의 보호로부터 독립하여 친구들이나 래들과의 교류와 지지를 통한 사

회  활동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기로서 경계가 불분명한 주변인으로서의 특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특별한 감성을 살려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

다. 그런 측면에서 정규교육기 인 학교 이외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학

교와는 다른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지원하

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과정  사회 계에서 향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청

소년뿐만이 아니겠지만 청소년이야말로 어느 다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의 학습능력과 잠재능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청소년 부분의 가치 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생활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지 한 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

해할 수 있다7).

2) 이주청소년 

‘이주’란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

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 청소년도 이주청소년에 해당한다. 그

동안 선행연구와 련 정책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은 다른 이주청소년들에 비해 

상 으로 국내 일반 아동과 사회ㆍ문화  차이가 거의 없고, 한국어 한 능

숙하게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이주노동자 자

녀와 분리하여 고려되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이주를 경험했다는 공통 과 

한국사회와 문화에 새롭게 응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상  세 그룹을 포 하는 범 로 이주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활용

하고자 한다. 

7) 장일순 외, 청소년 사회학, 학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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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청소년 가운데 의 세 그룹 이외에도 유학생, 난

민 등 다양한 범주가 있으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 환경의 실 인 제약

으로 모든 범주를 다루지 못하 다.

한편,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의 범 에 속함에도 불구하

고 연구 참여자의 범 에서 제외된 그룹이 있다. 그  다수가 경제선진국 출신 

청소년들이며, 이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부분 한국의 공교육 기 에 입학

하지 않고, 외국인 학교에 재학 이며, 사회ㆍ경제  지 가 그 외 국가출신의 

청소년에 비해 월등하다. 일반 으로 한국사회에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모국어만 구사하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거나 공교육 근의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되어 이들을 이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2. 이주청소년의 집단 유형별 주요 특성 

이주청소년들은 문화 응 스트 스8)를 경험하면서 신체 , 심리 , 사회

으로 발달하는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일반청소년에 비해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2006)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공통 인 문제

은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 응’으로 나타났다. 우룡(2007)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18.2%가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왕따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9) 

8) 문화 응스트 스란 서로 다른 문화가 하여 응과정에서 야기되는 일종의 스트 스를 

의미한다(McClurg, 2007). 문화 응 스트 스는 그 결과로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

오는데 주거환경  주변환경, 음식, 경제, 언어, 사회제도, 인 계  정서나 행동을 포함한 

심리  차원 등에서 변화를 겪을 때 일어난다. 

9) 우룡,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통합방안,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 14호, 200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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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제결혼은 통상 국 이 서로 다른 성인 남녀의 결혼을 칭하지만, 한국 사회

에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 이다. 국제결혼가정 자

녀는 이와 같은 가정에서 출생한 청소년을 뜻한다. 

1990년  후반부터 국제결혼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그 자녀수 역시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혼 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동체 생활에서 이

질감을 느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래집단으로부터 차별이나 따돌림을 

받기도 한다.

한 사회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생활 차이가 이들의 정체성과 가치  혼돈으

로 이어진다. 부모와의 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성공 으로 성취되지 못

했을 때 이들은 부분 정체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2) 이주노동자가정 자녀

이주노동자가정 자녀는 노동을 목 으로 이주한 외국계주민의 자녀를 뜻한

다. 한국에서 출생하 으나 한국 국 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나 부모의 법  신

분이 안정하지 못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최근에는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도 증가하고 있어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가정 

자녀 역시 해마다 국내 거주  학교에 재학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 이주노동자가정 자녀 역시 학교  사회 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주

노동자가정의 부분이 소득수 이 낮고, 주거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기  

학습능력이 래에 비해 낮아 학교생활과 래 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래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등의 부정 인 경험은 인격형

성에 악 향을  수 있으며, 학교를 도에 포기하거나 사회 응의 해요인

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낮은 학업 성 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며, 학습 부

진과 장기결석과 같은 부 응을 야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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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은 법 으로 부모가 북쪽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 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남한으로 이주한 경우를 뜻

한다. 즉, 민족  뿌리는 같으나,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는 과 경제 인 동기에 

기 한다는 에서 국제 이주의 보편  특성을 지닌다. 한, 북한에서 남한으

로 이주할 때 직 인 이동이 아닌 제 3국을 통과하여 이동한다는 에서도 

특징이 있다. 이들은 비교  어린 나이에 낯선 국가를 거치면서 신변의 을 

겪었다는 사실에서 경험의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10)

북한이탈 청소년의 응과정에서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문제는 북한과 다른 

남한의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에 따른 사회화 문제이다. 북한에서의 교

육내용과 남한에서의 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문화 으로 충돌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상이한 체제에 한 우열을 가리기보다 객 인 실에서의 

차이를 악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 을 때에는 민족, 인종, 문화 

등의 차이가 거의 없고 한국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상 으로 다른 이 없지

만, 그런 이유로 더 차별받고 있다.

4) 동반 ․ 중도입국 청소년 

동반․ 도입국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에서 모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 부 는 모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동거를 해 한민국으로 

청한 경우가 표 이다. 한,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이나 

근로  학업을 목 으로 입국한 청소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F-1(방문동거)

비자로 법률상 체류권만 보장받는다.

10) 남호엽, 다문화교육의 논리와 탈북학생교육, 2010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한 교원 연수, 한국

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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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방향 설정

이 연구에서는 ‘이주청소년은 곧 문제 청소년이자 기의 청소년’이라는 기

존의 에서 벗어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미래 사회 구성원이라는 새로운 

으로 근하고자 한다. 

이주청소년들의 생활을 단순하게 이주를 경험한 당사자로서 특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생애발달과정상 다양한 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진

으로 가시화된 ‘과정’이라는 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생애주기상 청소년기에 이주의 경험에서 비롯하여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변화에 응하며 살아가는 이주청소년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르

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일차 인 목표가 있다. 

나아가, 다문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능동 이고 극 인 삶을 살아갈 수 있

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하여 청소년들의 개별

인 생활실태를 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설정하기 하여 황 조사  심층

면 을 실시하 다. 

한편, 이 연구에서 이주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조사연구를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수량 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실제 삶의 면모를 들여다보기 함이다.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각 인 측면에서 이주청소년들의 삶을 발견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최 의 연

구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시간과 인력 등의 실질 인 여건의 이유로 심층면

과 참여 찰을 토 로 한 질  연구방법을 택하 다.

조사 결과, 집단 유형별 내부 인 상황에서 공통 이 있는 반면, 개인 혹은 

주변 환경체계의 향에 따라 상이한 삶의 형태가 드러났다. 한, 소수를 상

으로 하는 경험  조사에 의존하여 상을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험을 피하기 

하여, 이론  작업을 면 하게 검토하여 각각의 약 을 보완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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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주청소년 현황

이주청소년의 인구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 통계연(월)보와 행

정안 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황조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황조

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추산되고 있다. 부처별 통계 련 업무 황은 다음

과 같다.

부처 담당부서 조사명 특징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복지국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조사

∙ 기준일11)：4.1

∙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 자녀의 두 집단 분석

∙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수만 파악가능

탈북학생 현황조사

∙ 기준일：4.1

∙ 재학현황 ․ 진로 등 세부자료 제공

∙ 공교육 이탈 학생 수 및 이탈원인 파악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 통계 연보

∙ 기준일：12.31

∙ 출입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치이므로 국내 태생 미등

록 이주아동은 제외

행정

안전부
자치행정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외국계)주민 

현황조사

∙ 기준일：2009년 5.1, 2010년부터 1.1 기준 

∙ 대상은 전체외국인

∙ 가장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자료 제공

여성

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 다문화 가족현황 중 자녀수 및 양육실태 조사 실시

∙ 독립된 청소년이 아닌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접근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현황
∙ 타 부처와 달리 월별 통계자료 제공

∙ 통일부 통일교육원 및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이용

<표 2-1> 부처별 이주청소년 통계관련 업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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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청소년에 한 정의가 사실상 사회 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며, 각 정부부

처 인구통계 자료에서 활용되는 상범 도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 

재학생을 상으로 하며 법무부는 출입국 기록이 남은 청소년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청소년을 독립된 집단이 아닌 

결혼이주 가족의 하 범주로 다루는 한계를 갖는다. 

통계자료 활용에 앞서 조사 상인 청소년의 범 를 규정짓는 것이 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의 연령에 한 정의는 각 법령에 따라 다양하며, 

주로 지원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기 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

복지법의 3개 법령이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청소년 연령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정의

이 연구는 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라 9~24세를 청소년으로 규

정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 를 9~19세까지와 20~24세까지로 나 어 정리

하 다. 단,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의 경우 행정안 부 외국

인주민 통계에서 제공하는 자녀연령인 만 18세까지로 제한 용한다.12) 

11) 기 일은 통계자료의 최종 집계일을 의미하며, 게재  발행일은 연도별, 부처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부처별 통계조사의 기 일이 달라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통계자료 활

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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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주현황 재학현황

부처

대상 외국계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계 및 북한이탈 청소년

연령 만 8세~만 18세 9세~24세 초중고 재학 연령

<표 2-2> 이 연구의 부처별 통계 활용의 용도 및 범위
13)

행정안 부의 외국인주민 황조사가 가장 범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많은 외국인 련 선행 연구들이 이를 기 으로 하고 있다. 외국계주민 자

녀의 경우 2009년부터 법무부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의 결혼이민자 배우자 정

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 가능하게 되면서 보다 정확한 통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13)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구 거주 이주청소년 황 악을 해 연령과 부모의 

출신 국 이라는 두 변수를 포함한 행정안 부 외국인주민 황조사를 참고하

여 만 8~18세의 외국계주민 자녀 데이터를 추출하 다. 한, 북한이탈주민 거

주 황을 리하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조 자료를 바탕으로 24세까지의 구별 

북한이탈 청소년 인구를 악하 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라는 연령  제한에 

근거하여 국  서울시 고 재학 인구 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자

료를 활용하 음을 명시한다.

 

12) 이는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여성의 연령 가 20  반에 집 되어 있어, 상을 24세까

지 확 할 경우 결혼이주여성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3) 이주청소년의 거주 황의 경우 행정안 부와 통일부 통계를, 재학 황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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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국 인구 분포 

1. 거주현황

행정안 부에서 실시하는 외국계주민14) 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

계 주민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에는 총 1,139,283명으로 

집계되어 외국계주민 120만 시 가 도래하 다. 

<그림 2-2> 국내 거주 외국계주민 및 자녀의 연도별 증가 추이

한, 성인 외국계주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결혼이주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을 포함하는 체 외국계주민 자녀수 역시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

으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2-3>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체 44,258명의 외국계주민 

자녀  만 8~18세의 청소년 인구는 17,813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4년 만인 

2010년에는 외국계주민 자녀수가 121,935명으로 3배가량 증가하 다. 그  만 

8~18세의 청소년 인구는 46,159명으로 체 외국계 주민의 4.05%를 차지한다. 

이는 앞으로도 꾸 하게 증가할 망이다.

14) 외국계 주민은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 한국국  취득자, 유학생, 결혼이주자 

 그 자녀, 기타 외국인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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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외국계주민 외국계주민 자녀 만8-18세 외국계주민 자녀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2007 722,686 44,258 17,813

2008 891,341 23.3 58,007 31.0 24,867 38.6

2009 1,106,884 24.2 107,689 85.6 43,649 75.5

2010 1,139,283 2.9 121,935 13.2 46,159 5.8

출처：행정안전부, 외국인(외국계)주민 현황조사, 2007~2010

<표 2-3> 연도별 전국 외국계주민 자녀 인구현황
[단위：명, %]

 

외국계주민 자녀수는 2009년을 기 으로 증한 결과가 에 띄는데 이는 

1~2년 사이에 실질  인구가 크게 늘었다기보다 2008년까지 국제결혼가정자녀

만을 집계하던 기존 통계에서 체 외국계주민 자녀 집계로 그 상이 확 되

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  이 연구의 기 인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9세

(만8세) 이상의 청소년 수는 <표 2-4>와 같다.15)

구분
외국계주민 자녀 만8~18세 외국계주민 자녀 전체 외국계주민자녀 대비

만8~18세 비율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2009 107,689 38,349 35.6%

2010 121,935 13.2 40,643 6.0 33.3%

출처：행정안전부, 외국인(외국계)주민 현황조사, 2007~2010

<표 2-4> 연도별 전국 만 8~18세 외국계주민 자녀 인구현황 
[단위：명, %]

국 별 황은 다음의 <그림 2-3>과 같이 재 동포와 국출신 청소년의 비

율이 압도 으로 높은 모습을 보인다. 그 뒤를 필리핀, 베트남, 일본의 순으로 

따르고 있다. 

15) 행정안 부의 외국인주민조사는 2009년부터 1세 단 의 세분화된 통계자료 제공하기 시작했

으며, 2009년 이  외국인주민자녀 통계는 0~만 6세,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계하 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상의 자녀수를 추출하기 해 2009~2010

년의 자료만을 제한 으로 이용하 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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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10년 전국 만 8~18세 외국계주민 자녀 국적별 현황

국내 거주 외국계주민 자녀 황을 살펴볼 때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반․ 도입국 자녀의 문제이다. 국제결혼 증가에 비례하여 재혼한 부모를 따

라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으나, 재 동반․

도입국 자녀의 황을 구체 으로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미비하다. 따라서 법

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해 F-1(방문동거)비자16) 소지 입국

자 황을 통해 간 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맹 을 보완하기 해 2010년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원의 연계사업으로 동반․ 도입국 자녀의 수를 보다 정확히 집계하는 작

업을 진행 이며, 그 결과는 2011년에 공개 정이다.17)

16) 법무부출입국사무소는 F-1(방문동거)비자 발 상자를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

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 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이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나 그들의 자녀는 입국 시 F-1(방문동거)비자를 받게 된다.

17) 성상환 외, 다문화가정 동반․ 도입국 자녀 교육수요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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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명) 35,637 74,479 120,190 61,806 29,391 28,981 31,315

출처：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및 통계월보, 2009

<표 2-5> 연도별 F-1(방문동거)비자 소지자 입국현황
[단위：명, %]

<표 2-5>를 살펴보면 연도별 증감은 있으나 이들은 매년 3만 명 안 으로 꾸

히 입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출신 국가별 황은 재 동포가 압도

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만,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 국 거주 황은 통일부 자체 조사 결과인 북한이탈

주민 인구 황을 통해 간 으로 악할 수 있다.18)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의 국 북한이탈주민 인구 황을 살펴보면 2008년 1,755명에서 2010년 

2,27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체 북한이탈 주민 인구  12%를 차지

한다.

구분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

2008
535 1,755 4,030 4,781 2,033 1,297 14,431

4% 12% 28% 33% 14% 9% 100%

2009
663 2,029 4,705 5,641 2,540 1,556 17,134

4% 12% 27% 33% 15% 9% 100%

2010
762 2,271 5,392 6,367 3,046 1832 19,670

4% 12% 27% 32% 15% 10% 100%

출처：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2008~2010

<표 2-6> 연도별 전국 북한이탈주민 인구현황 (9월 기준)
[단위：명, %]

 

18) 통일부 조사 결과는 10세를 기 으로 연령범 를 정하여 조사하 으므로, 편의상 10~19세 

범 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수를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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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학현황

지 까지 행정안 부  통일부의 통계자료를 통해 한국에 거주 인 외국계 

주민 자녀의 연도별 황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고 재학여부는 교육과학기

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황 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거주 황과 

재학 황은 큰 격차가 나타난다. 2010년을 기 으로 학령기인 만 7~18세 외국

계주민 자녀 거주 황은 46,159명이나, 고에 재학 인 외국계 청소년 수는 

24,701명으로 거주인구수의 약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차이를 분석하

기 해 국 이주청소년의 고 재학 황을 집단별로 나 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황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

정 청소년의 국 고 재학 황은 다음과 같이  78.6%,  16.0%, 고 

5.4%로 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19)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5 38.1 2,231 39.4 760 84.0 18,778 39.7

2009 20,632 30.5 2,987 33.9 1,126 48.1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출처：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2005~2010

<표 2-7> 연도별 전국 국제결혼가정 학생(청소년)의 재학현황
[단위：명, %] 

19) 2010년의 경우 21.4%의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조사 기 시 이 매년 5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면서 1년 단 가 아닌 약 7개월 간의 조사결과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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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감률에 있어서는 과거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던 등학교 재학생의 

증가폭이 차 둔화되고 ․고교 재학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차 고등교육기 으로 진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이에 따라 등학생 지원 주인 재의 이주민자녀 정책을 넘어, 보다 높

은 연령 를 상으로 실  수요를 고려한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출처：교육과학기술부,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재학현황, 2005~2010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2-4> 2005~2010년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재학현황

2)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통계에 의하면 만 7~18세의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은 1,74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의 경우 재학 황

은 악되나, 체류․신분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청소년에 

한 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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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2009 834 △15.0 307 △2.2 129 20.6 1,270 △9.4

2010 1,099 31.8 446 45.3 203 57.4 1,748 37.6

출처：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2005~2010

<표 2-8> 연도별 전국 이주노동자가정 학생(청소년)의 재학현황
[단위：명, %] 

출처：교육과학기술부,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재학현황, 2005~2010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2-5> 2005~2010년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재학현황

꾸 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인구에 비해 이주노동자 자녀 

인구는 부모의 체류여부에 따라 그 수의 편차가 크다. 부모의 이주 목 이 경제

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에 있으므로 국내외 경기에도 향을 받는다. 한 독립

 생활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기라는 특성상 부모의 강제출국 등에 동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잦은 이주로 인한 정체성 혼란, 응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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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와 같은 외국계청소년

의 재학 황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재학 황 역시 통계자료로서 제공

하고 있다. 2010년 탈북 황통계에 의하면 국의 학령기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는 1,740명으로 나타났다.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전일제) 미수학 계

1,417 (81.4%) 156 (9.0%) 167 (9.6%) 1,740(100%)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2010

<표 2-9> 2010년 학교 유형별 재학현황
[단위：명, (%)] 

  

그  정규교육과정인 고교에 재학 인 청소년은 총 1,417명으로 체 

북한이탈 청소년의 81.4%를 차지하며 등학생은 773명으로 체 재학생의 

54.5%를 차지한다.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248 166 60 474

2007 341 37.5 181 9.0 80 33.3 602 27.0

2008 492 44.2 294 62.4 180 125.0 966 60.4

2009 562 14.2 305 3.7 276 53.3 1,143 18.3

2010 773 37.5 300 △1.6 344 24.6 1,417 23.9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2006~2010

<표 2-10> 전국 북한이탈 청소년 초중고 재학현황
[단위：명, %] 

 



30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지원정책과 생활실태

출처：교육과학기술부, 북한이탈 청소년 재학현황, 2006~2010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2-6> 2006~2010년 북한이탈 청소년 재학현황

등학생 비율이 압도 으로 높은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에 비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2008년을 기 으로 ․고교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역별 재학 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487명으로 

34,4%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경기 381명(26.9%), 인천 144명(10.2%)의 순으

로 나타난다. 

제2절 서울시 인구 분포

1. 거주현황

행정안 부 통계자료를 통해 2007~2010년 지역별 외국계주민 자녀 거주

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국 16개 시․도 가운데 매년 2 를 차지하고 있

다. 외국계주민 자녀 인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로, 2007년 6,617

명, 2008년 11,131명, 2009년 25,648명, 2010년 29,95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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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연도별 서울시 외국계주민 자녀 인구는 다음의 <표 2-11>과 같이 꾸

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 비 약 12~15%를 차지한다.

구분
전국 외국계주민 자녀 서울시 외국계주민 자녀 전국 외국계주민자녀 대비

서울시 외국계주민자녀 비율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2007 44,258 5,305 11.99%

2008 58,007 31.0 7,500 41.4 12.93%

2009 107,689 85.6 16,772 123.6 15.57%

2010 121,935 13.2 19,014 13.4 15.59%

출처：행정안전부, 외국인(외국계)주민 현황조사, 2009~2010

<표 2-11> 연도별 서울시 외국계주민 자녀 인구현황
[단위：명, %]

이 연구의 기 인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9세(만8세) 이상의 청소년 수는 

<표 2-12>와 같으며, 국의 만 8~18세 외국계주민자녀 비 약 17%를 차지함

을 알 수 있다.  연령 비율보다 만 8~18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연

령으로 올라갈수록 진학, 취업 등의 이유로 도시 집 상이 나타나기 때문

이다.

구분

전국

만 8~18세 외국계주민 자녀

서울시

만 8~18세 외국계주민 자녀 전국 대비 서울시

만 8~18세 외국계주민 자녀 비율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2009 38,349 6,640 17.31%

2010 40,643 6.0 7,015 5.6 17.26%

출처：행정안전부, 외국계주민 현황조사, 2009~2010

<표 2-12> 연도별 서울시 만 8~18세 외국계주민 자녀(청소년) 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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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서울시 만 8~18세 외국계주민 자녀 출신국가별 인구 현황

서울시의 외국계주민 자녀를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재 동포와 국출신이 

압도 으로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의 외국계주민 

국가별 황에서 재 동포  국출신 비율이 각각 35%, 29%를 차지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전국 북한이탈주민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전국 대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비율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8 13,853 4,704 32.60%

2009 16,275 17.5 5,217 10.9 32.05%

2010 18,663 14.7 5,560 6.6 29.79%

출처：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2008~2010

<표 2-13>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인구현황

 자료는 사망이민자와 주소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를 제외한 수치이므로, 

앞서 국 황에서 살펴본 수치와 차이가 있다. 2010년을 기 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5,560명  청소년기 법의 9~24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1,051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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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학현황

1)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국의 취학연령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총 30,040명이며 그  12.9%인 3,888명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전체 대비 서울 학생 수)

초등학교(명) 중학교(명) 고등학교(명) 계(명) 비율

서울시 3,108 584 196 3,888 12.9%

전국 23,602 4,814 1,624 30,040 100%

출처：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2010

<표 2-14> 2010년 전국대비 서울시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단위：명, %] 

이는 경기(22.3%)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

혼가정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 3년간 재학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8 1,813 319 127 2,259

2009 2,427 33.8 389 21.9 125 △1.5 2,941 30.2

2010 3,108 28.0 584 50.1 196 56.8 3,888 32.2

출처：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2008~2010 본 자료를 기초로 증감률 산출

<표 2-15> 연도별 서울시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재학현황
[단위：명, %] 

2010년의 경우 ․고교 재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 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수도집 화 상의 한 원인이 ‘교육열’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사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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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을 주입받으며 성장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이 상 학교 진학을 해 서

울로 이동할 경우 이들을 한 지원 책의 확보가 필요하다.

2)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2010년 재 국의 이주노동자가정 학생 수는 1,748명이며 그  2010년 서

울시 거주 인구는 693명으로 체의 39.6%를 차지한다. 

구분
이주노동자가정 학생 수 (전체 대비 서울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비율

서울시 384 233 76 693 39.6%

전국 1,099 446 203 1,748 100%

출처：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2010

<표 2-16> 2010년 전국대비 서울시 이주노동자가정 학생 수
[단위：명, %] 

국 비 12.6%로 비교  고른 분포를 보인 서울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수

에 비해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은 서울시에 약 40%가 집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각종 산업  서비스업 종사 인력의 수요가 많은 도시를 심으

로 외국인 인력이 집 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이주노동

자 가정 청소년의 재학 황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 다.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8 333 147 55 535

2009 304 △8.7 142 △3.4 66 20.0 512 △4.29

2010 384 26.3 233 64.1 76 15.1 693 35.3

출처：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2008~2010년 본 자료를 기초로 증감률 산출

<표 2-17> 연도별 서울시 이주노동자가정 학생의 재학현황
[단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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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 청소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 청소년의 고별 세부 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115 77 19 211

2007 139 20.8 93 20.7 51 168.4 283 34.1

2008 178 28.0 118 26.8 55 7.8 351 24.0

2009 200 12.3 112 △5.3 78 41.8 400 14.0

2010 253 26.5 109 △2.7 125 60.2 487 21.7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2006~2010년 본 자료를 기초로 증감률 산출

<표 2-18> 서울시의 북한이탈 청소년 초중고 재학현황
[단위：명, %] 

2010년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황은 진학률이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한 특성화 학교가 단계별로 비되어 있기 때문으

로 단된다.

구분

초 중 고 계

졸업자 

수
진학

졸업자

수
진학

졸업자

수
진학 취업 기타

고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

고졸 후 

취업률

서울 27 27 37 37 19 14 5 0 100% 73.6% -

전국 72 72 108 108 81 54 7 20 100% 66.6% 8.6%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2010

<표 2-19> 2010년 북한이탈 청소년 진학·진로 현황
[단위：명, %] 

앞서 살펴본 국제결혼가정이나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이탈 청

소년은 거주보호 담당  제도 등과 같은 행정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

문에 공교육 이탈 황에 해서도 비교  명확하게 악이 가능하다. 지난 2년

간 국 비 서울시 북한이탈 청소년의 도이탈 황은 다음과 같다.



36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지원정책과 생활실태

구분 초 중 고 계 비율

2009
서울시 3 6 8 17 28.8%

전국 7 26 26 59 100%

2010
서울시 3 13 9 25 44.6%

전국 5 26 25 56 100%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2009~2010

<표 2-20> 학교 중도 이탈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단위：명, %] 

 

제3절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분포 

행정안 부의 외국계주민 자녀 황조사는 외국계주민 자녀를 세 범 로 분

류하여 서울시 구별 실제 거주 여부를 기 으로 집계된다. 세 범 는 외국인 부

모와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부모가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한국

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국제결혼에서 재혼의 비 이 증가함에 따라 태생 시 부모 양쪽이 한국

인이라도 이후 재혼을 통해 외국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경우 외국계주

민 자녀로 분류하고 있다. 2009~2010년의 외국계주민 자녀 황을 의 세 집

단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21>20)과 같다.

20) 본 자료는 행정안 부 2009-2010년 외국인(외국계)주민 황조사 총 표를 바탕으로 합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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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외국외국
외국

한국

한국

한국
계

외국

외국

외국

한국

한국

한국
계

강남구 10 143 23 176 9 117 37 163

강동구 33 229 0 262 16 228 91 335

강북구 15 140 109 264 18 142 88 248

강서구 21 304 84 409 42 231 115 388

관악구 14 53 159 226 62 217 140 419

광진구 12 186 141 339 45 165 70 280

구로구 111 184 44 339 83 314 75 472

금천구 36 239 152 427 113 203 96 412

노원구 1 114 103 218 8 123 110 241

도봉구 19 121 115 255 17 115 103 235

동대문구 11 174 0 185 44 119 81 244

동작구 47 154 106 307 33 115 83 231

마포구 11 88 72 171 24 93 33 150

서대문구 6 145 25 176 15 146 55 216

서초구 11 91 23 125 4 106 16 126

성동구 16 239 5 260 18 160 103 281

성북구 4 68 106 178 15 168  108 291

송파구 51 173 115 339 27 216 73 316

양천구 16 186 11 213 113 143 83 339

영등포구 168 205 240 613 147 263 170 580

용산구 11 184 79 274 14 186 71 271

은평구 9 182 108 299 15 119 88 222

종로구 10 34 22 66 12 26 19 57

중구 19 80 75 174 14 78 32 124

중랑구 5 257 9 271 13 224 97 334

계 667 3,973 1,926 921 4,017 2,037

출처：행정안전부, 외국인(외국계)주민 현황조사, 2009~2010

<표 2-21> 행정안전부, 외국계주민 자녀 현황조사, 2009~2010

행정안 부 ｢2009 외국계주민 황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 인 만

8~18세 외국계주민 자녀수는 6,640명이며 공간에 따른 인구 분포 황은 다음

과 같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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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안전부, 외국계주민 현황조사, 2009년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2-8> 서울시 구별 이주청소년 분포현황

이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을 합산한 수치이며, 

등포구(9.3%), 천구(6.4%), 강서구(6.2%)의 순으로 집 분포를 보인다.

강남구 176 광진구 339 동대문구 185 성동구 260 용산구 274

강동구 258 구로구 339 동작구 307 성북구 178 은평구 299

강북구 264 금천구 427 마포구 171 송파구 339 종로구 66

강서구 409 노원구 278 서대문구 190 양천구 213 중구 174

관악구 226 도봉구 255 서초구 125 영등포구 617 중랑구 271

계 6,640

출처：행정안전부, 외국계주민 현황조사, 2009

<표 2-22> 2009년 서울시 구별 만 8~18세 외국계주민 자녀(청소년) 인구
[단위：명] 

21) 2009년 행정안 부 외국계주민 황조사  만 8세~만 18세인 외국인 자녀수를 추출한 결과

이다. 구별로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한국인인 경우, 둘 다 한국인인 경우(귀화, 

입양 등)의 세 집단을 합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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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 부 2010년 외국계주민 황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만 8~18세 

결혼이주가정  외국인노동자가정 청소년 수는 년보다 375명 증가한 7,015

명으로 집계되었다.(5.6%증가) 구별 인구수는 등포구(8.27%), 구로구(6.73%), 

악구(5.97%), 천구(5.87%), 강서구(5.53%)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출처：200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조사현황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2-9> 서울시 구별 이주청소년 분포현황

강남구 163 광진구 280 동대문구 244 성동구 281 용산구 271

강동구 335 구로구 472 동작구 271 성북구 291 은평구 222

강북구 248 금천구 412 마포구 150 송파구 316 종로구 57

강서구 388 노원구 241 서대문구 216 양천구 339 중구 124

관악구 419 도봉구 235 서초구 126 영등포구 580 중랑구 334

계 7,015

출처：행정안전부, 외국계주민 현황조사, 2009

<표 2-23> 2010년 서울시 구별 만 8~18세 외국계주민 자녀(청소년) 인구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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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비 에 띄게 인구수가 증가한 구는 악구, 구로구, 양천구, 성북

구이며 감소한 구는 은평구, 진구, 구 다. 증감폭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 -13 광진구 -59 동대문구 59 성동구 21 용산구 -3

강동구 77 구로구 133 동작구 -36 성북구 113 은평구 -77

강북구 -16 금천구 -15 마포구 -21 송파구 -23 종로구 -9

강서구 -21 노원구 -37 서대문구 26 양천구 126 중구 -50

관악구 193 도봉구 -20 서초구 1 영등포구 -37 중랑구 63

출처：행정안전부, 외국계주민 조사현황, 2009~2010 본 자료를 바탕으로 증감폭 재구성

<표 2-24>2009년 대비 2010년 서울시 구별 외국계주민 자녀(청소년) 인구 증감폭
[단위：명]

행정안 부 2010년 외국계주민 황조사를 토 로 서울시 만 8~18세의 외국

계주민 청소년 자녀 인구를 출신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재 동포(한국계 국

인)가 3,50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1,301명), 일본(319명), 베트남(315명), 

필리핀(303명), 우즈베키스탄(218명), 만(148명), 미국(101명), 태국(79명), 몽

골(72명), 키스탄(65명), 방 라데시(32명), 러시아(31명), 네팔(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북아시아( 국, 재 동포, 일본, 만, 몽골의 5개국)출

신이 5,342명으로 체의 76.2%를 차지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2010년 통일부 통계자료를 통해 9~24세에 해당하는 

1,051명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22) 

이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의 487명과 차이를 보이는데, 그 원인은 연

령차이  학교이탈률 등의 변수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고 재학

생을 기 으로 하여 값을 산출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제외하 기 때문이

라 측된다.

22) 통일부 조자료, 2010



제2장 이주청소년 현황  41

출처：통일부 협조자료, 구별 북한이탈 청소년 인구, 2010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2-10> 서울시 구별 북한이탈 청소년 분포현황

북한이탈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양천구 211명(1 ), 노원구 170명(2 ), 

강서구 160명(3 ) 순이며, 이들 상  3개구에 체의 51.5%가 집 되어 있다.

강남구 36 광진구 19 동대문구 36 성동구 19 용산구 6

강동구 20 구로구 20 동작구 19 성북구 26 은평구 10

강북구 56 금천구 24 마포구 31 송파구 76 종로구 1

강서구 160 노원구 170 서대문구 10 양천구 211 중구 14

관악구 46 도봉구 0 서초구 11 영등포구 12 중랑구 18

계 1,051

출처：통일부 협조자료, 2010

<표 2-25> 2010년 서울시 구별 9~24세 북한이탈 청소년 인구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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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2장에서는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집단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거

주분포  연도별 증가 황을 분석하 다.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국내 거주 

외국계주민 인구 수는 국제결혼  노동력의 해외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력유

입, 북한의 정세 악화로 인한 이탈주민의 증가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행정안

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외국계(외국인)주민 황조사는 2010년 국내에 거주하

는 총 외국계 주민 수를 1,139,283명으로 발표하여, 외국계주민 120만 시 가 

곧 도래할 것임을 고하 다. 

성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결혼가정  외국인노동자가정,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수 역시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꾸 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체 외국계주민 수에서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해 높아지고 있다는 이다. 이주청소년은 2007년 체 외국계주민의 2.46%

에서 2010년 4.05%로 집계되었으며 앞으로도 증할 망이다. 따라서 이들을 

한 지원체계의 수립에 앞서 정확한 황 악이 요구되므로 2장에서는 증가

추이, 지역별 분포  재학 황과 같은 기본 인 차원의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해 우선 법령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청소년의 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이 연구의 상으로 설정하여  상을 

심으로 련 통계를 조사하 다. 부처별 이주청소년 련 통계는 그 상  

기 이 상이하므로 ‘거주 황’에서는 가장 범 하고 세부 인 정보를 제공하

는 행정안 부  통일부 통계를 활용하고, ‘재학 황’에서는 고 국 재학

생 수를 정확히 집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를 참고하 다. 기존 선행연구는 

부분 청소년기의 이주청소년 인구수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만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수를 간과할 험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는 다양한 통계를 혼용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악하고자 하 다. 실제로 거

주 황과 재학 황은 큰 격차가 나타나, 2010년 기  학령기 외국계주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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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황은 46,159명이나 고에 재학 인 이주청소년 수는 24,701명으로 

거주인구수의 약 반밖에 되지 않았다.

국분포  서울특별시의 체 외국계주민 자녀수는 국 16개 시․도 가운

데 경기도에 이어 매년 2 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 비 약 12~15%를 차지하

면서 꾸 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만 8~18세 

인구 수는 2010년 7,015명으로 연령 가 높아질수록 진학, 취업 등의 이유로 

도시 집  상이 드러났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수도 집 상이 더

욱 강하게 나타났다. 서울시 외국계주민 자녀를 출신국가별 배경으로 분류하면 

재 동포와 국출신이 각각 50%, 19%로 압도 인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

었다. 서울시 구별 외국계주민 자녀 인구 분포는 2010년 기  등포구(8.27%), 

구로구(6.73%), 악구(5.97%), 천구(5.87%), 강서구(5.53%)의 순으로 많아 

주로 공단  외국인커뮤니티 집지역, 주거비용이 상 으로 덜 소요되는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양천구(20.08%), 노원구

(16.17%), 강서구(15.22%) 순으로 많아 상  3개구에 체의 약 51%가 집 된 

분포를 보인다. 

이주청소년 황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시사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다문화’라는 명칭 하에 묶여있던 다양한 집단의 고유 정체성  

정의에 한 사회  합의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연령 에 한 일 된 기 이 

요구된다. 둘째, 부처별 이주청소년 련 통계에서 나타난 각각의 한계를 개선

하여 통일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증하고 있는 동반․ 도

입국 자녀의 문제 해결을 해 이들을 정확히 악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이 

시 하다. 과거 외국계주민 자녀 수  압도 인 다수를 차지했던 ․유아․

아동기 인구의 성장에 따라 청소년기 진입이 증할 것으로 상되므로, 이들

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한 정부․지방자체단체․민간의 력

이 요구된다. 기 별 지원 황은 다음의 3장에서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1   앙정부

제2   서울시 

제3   소결

제3장  이주청소년 지원 

정책  

제

3

장

이

주

청

소

년 

지

원

정

책



제3장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47

제3장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제1절 중앙정부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청소년 련 업무는 교육복지정책국의 교육복지정책

과에서 담당한다. 주요 할내용은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에 한 사항이며 교육복지국 내 다른 과의 주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도 담

당한다. 그 외 교육소외계층  지역에 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학업을 단

한 학생에 한 교육지원  방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 교육과학기술부 이주청소년 관련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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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 사업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책｣을 시작으로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로그램 개발계획을 구체화하 다.23) 이에 따라 2007년 7월, 서울 학교 내 

다문화교육연구센터를 앙다문화교육센터로 지정하여 다언어 한국어 교재 

발간, 교육정책 모니터링  교원 연수, 다문화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의 업무를 시행 이다.

한, 다문화가정 자녀뿐 아니라 탈북청소년의 입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09~2010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 으며, 2009년 9월 한국교육

개발원 내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4)를 설치  운 하고 있다.

2010년 추진계획 세부사항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교사, 교대생 등 참여)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거점학교 지원(전담교사 배치)

∙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 국제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 국립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 사립 교원양성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지원

∙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인력 활용

∙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 시·도 교육청 다문화교육정책 추진역량 강화

∙ 지역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출처：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 2010

<표 3-1>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23) 국무총리실(2008.11.26),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요약] / 국회도서 , 다문화가정 한

에 보기 Fact Book, 2010. p.28

24) http://www.hub4u.or.kr/index.do



제3장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49

2010년 추진계획 세부사항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사업

초기 적응교육 지원

∙ 하나원 초기적응교육 지원：학력수준 진단평가도구 개발, 중등 교육과정 교재 

5종(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개발, 진로상담

∙ 탈북청소년 학력인정절차 개선 및 학생교육정보 공유

∙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기능 재정립 및 교육여건 개선：4개 학급 증설 교육 

안전망 제공, 전환교육 실시로 일반학교 편입학 유도

학교 교육 

내실화 지원

∙ 탈북학생 밀집학교 및 지역 지원：탈북학생 10명 이상 재학 학교에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시범배치(8개교. 서울은 동용초, 가양초, 경서중)

∙ 학생역량 강화 및 성장지원：멘토링, 교과보충

∙ 교육·취업 연계강화：마이스터고 입학 특별전형 안내, 기숙사비 및 급식비 

전액지원, 진로·직업교육자료 개발

학교 밖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지원(2010.4.20 여명학교 개교)

∙ 민간교육시설 교육역량강화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연계강화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포털 사이트(www.hub4u.or.kr) 구축·운영

∙ 교육지원 상담 콜센터(02-3460-0111) 운영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현장지원체계 구축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2010

<표 3-2>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사업

연도별 업무추진계획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브리지사업(가제) 추친：다문화가정 우수학생(100명)을 선정하여 한국과 부모 출신국 간의 

핵심교류인재로 육성(해당 국가 자원봉사, 국제교류, 리더십교육 실시)

∙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체제 구축, 학부모의 교육 활용(이중언어, 다문화이해), 교사 교육

  

학생 수 2010년 초등학생(24,701명) 중·고등학생(7,087명)

특징 학생 수 급증 추세 동반·중도입국자녀 증가추세

’11년 맞춤지원

∙다문화 거점학교 확대

  (’10년 60교 → ’11년 80교)

∙ 1：1 멘토링 지원(전국 4,000명)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공립 대안학교 신설 추진 

   (’12년 1교, ’13년 2교 개교)

북한 이탈 

청소년

∙ 멘토링, 상담, 부진과목 집중 보충교육 지원 확대

∙ 탈북학생 밀집학교(2011년 10개교)에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확대, 생활지도 

출처：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업무보고, pp. 18-19

<표 3-3>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다문화  역량을 살려 이주청소년을 핵심

교류인재로 성장시키기 한 ‘ 로벌 리지사업(가제)’과 맞춤지원을 확 하여 

실시할 정이다. 북한이탈 청소년 사업으로는 2010년 8개교에서 시범 실시하

던 탈북학생 담 코디네이터 배치를 더욱 확 하여 종합 인 생활지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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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한다. 

(2) 연계기관 

교육과학기술부 핵심 연계기 으로 서울 학교 소속 앙다문화교육센터

(CMC：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이하 CMC)와 한국교육개발원 소

속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가 있다. 

◦ 앙다문화교육센터(CMC)

∙｢2007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서울 학교 교육종합연

구원 내 다문화교육 연구센터를 ‘ 앙 다문화교육센터’로 지정

∙다문화교육의 바탕이 되는 다양한 연구의 진행, 정부와 교육 장 사이의 

계역할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운

∙교육청 추진사업 모니터링, 교원 연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별 교

육지 원 방안 연구, 동반입국 자녀 교육수요  방안 연구, 종합정보시스

템 구축

∙2010년 11월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 연구자를 한 자료를 제공하는 다

문화 교육 포털사이트(http://www.damunwha-edu.or.kr/Front/main/) 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세부계획수립(교육기  간 연계ㆍ 력  교육활동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ㆍ자율과제 수행  결과보고

∙사업 수행기  선정, 약 체결  사업비 지

∙시ㆍ도 교육청, 교원 상 연수ㆍ교육 등 교육지원 추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홈페이지  상담콜센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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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가족부

2010년 3월 정부부처 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 하 던 다문화가족 

총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 되었다. 상의 범 가 확 되면서 기존의 이주

여성 련 업무 외에도 가족․청소년  아동 등 건강가정사업을 한 총체 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내 청소년자립지원과는 북한이탈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지원에 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정책  내 다문화가족과는 앙

부처  지방자체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총 하며, 련 조사  연구, 

법령을 리․운 하고 있다. 

<그림 3-2> 여성가족부 이주청소년 관련업무 담당부서

(1) 주관 사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의 핵심은 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서 

센터 내방사업, 가정방문사업,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0년

에는 기존 100개소 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를 159개로 폭 확 하여 한국

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 다. 한, 정보

근성을 향상시키기 해 한국어, 어, 국어, 베트남어의 4개 국어가 지원



52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지원정책과 생활실태

되는 다문화 포털사이트 ‘다 리(http://liveinkorea.mogef.go.kr/)’를 개설하 다.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을 한 지역거 센터를 운 하고 입국 

기 청소년 상 사회입문 로그램도 제공한다.

연도별 업무추진계획

201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확대(2009년 100개소 → ’10년 159개소)

∙ <다문화>지원 다국어 포털홈페이지 ‘다누리’ 오픈(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지원：가정방문지도, 이중언어 발달 지원(‘10년 3월 기준 한국어 

지도사 1,266명, 아동양육지도사 1,150명 활동

∙ <다문화>청소년 지역거점센터 운영 확대：2009년 4개소(부산, 익산, 나주, 홍성)

→ 2010년 1개소(안산) 증가

∙ 입국초기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회입문프로그램 제공 

∙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지속추진(2009년 30개국 →2010년 33개국)：저소득, 다문화가정 참여 확대

∙ 북한이탈 청소년 인권보호 및 지원：북한이탈 청소년 지역거점센터 3개소 운영

2011

∙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 확대(2010년 100명 → 2011년 200명)

∙ 언어영재교실 운영(이중언어강사 100명)

∙ 자녀 정서·생활지원 서비스 시범제공：취학자녀의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학교 생활 

적응 지도

∙ 동반·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10년 50명 → ’11년 600명)

출처：여성가족부, 2010~2011년 업무추진계획

<표 3-4> 2010~2011년 여성가족부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

2011년에는 ‘성숙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5  핵심과제에 포함시키고, 다문화

가족이 안정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극 지원하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

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으로 확인

된 학원비마련(27.4%), 학습지도(23.2%), 숙제지도(19.8%)25) 등의 해소를 해 

언어 학습지원, 비물과 숙제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는 정서-생활 서비스도 

시범 제공한다. 

한, 2011년에는 몇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실시되던 이 언어교실이 

‘언어 재교실’로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부분의 센터로 확 된다. 마지막으

로 재혼 국제결혼가정이 증함에 따라 부모 동반․ 도입국 청소년을 한 한

25) 여성가족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2010.12, p. 19.



제3장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53

국 사회 기 응 로그램을 폭 확 하 다. 

(2) 연계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련 사업을 총 하는 기 이

며,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나 여성가족부의 

연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략 인 사업을 기획한다. 센터별 사업은  내용

을 따르되, 일 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구별 거주 인구분포, 지역 지원기 , 

수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된다. 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병합형인 경우가 많고, 생긴 역사가 길지 않아 운 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나타났다. 설립취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생활정보 제공  교육지원)26)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책 공표(2008.10.30)27)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 사항은 몇 가지 변경되었다. 첫째,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수가 국 159개에서 200개로 확 되었다. 둘째, 건강가정지원

센터와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명이던 종사인력이 독립형과 같이 2명

으로 늘어나 업무의 분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거 센터별 지원 액도 

2010년의 2,500만 원에서 2011년 3,400만원~최  4,0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

라 보다 문 이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과거 일부 센

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7) 이는 정책 상별로 1)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 2)다문화가족의 안정  생활

유지, 3)자녀의 건강한 성장  로벌 인재 육성, 4)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여, ①결혼이민자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체를 상으로 정책을 체계화, ②가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③민ㆍ  력을 통한 효율  서비스 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54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지원정책과 생활실태

터에서 ‘이 언어교실’이란 이름으로 운 되던 외국어교실이 ‘언어 재교실’로 

변경되면서 국 부분 센터로 확  실시될 정이다.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총 한다. 즉, 다문

화가족을 한 로그램 개발  보 , 주요 다문화가족정책의 시범사업 실시, 

센터ㆍ방문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리  평가, 정

보매거진 발간, 홍보와 운 지원, 련기  네트워크 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 방문교육 이중언어 언어발달

동대문

∙ 센터 이용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중·고교생 

부재

∙ 중국어 이중언어교실 운영

∙ 2011년 상반기 중도입국자녀 프로그램 시범운영

○ ○ ○

성북 ∙베트남어 이중언어교실 운영 ○ ○ ○

종로 ∙ 청소년 인구수 적어 영유아 위주사업

용산
∙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이 다수이나, 초등학생대상 사업 실시

∙ 2011년부터 언어발달사업 실시예정 
○ ○

광진 ∙ 초등 저학년 대상 중국어교실, 체육활동, 캠프 ○ ○

중랑 ∙ 청소년 인구수 적어 영유아 위주 사업

강북 ∙ 청소년 인구수 적어 영유아 대상 엄마와 함께하는 사업 실시

은평
∙ 2010년까지 청소년 단독사업 부재

∙ 2011년부터 이중언어교실, 방문 한국어교육 실시 예정
○ ○

서대문 ∙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 후 교실, 문화 활동, 학습지도 ○

마포 ∙ 청소년 인구수 적어 영유아 대상 엄마와 함께하는 사업 실시

구로 ∙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임에도 청소년 이용률 낮아 성인위주사업 ○

금천 ∙ 초등학생 대상 방문교육, 중국어 이중언어교실 운영 ○ ○

강동 ∙ 2011년부터 이중언어교실, 언어발달사업 실시 예정 ○ ○ ○

강남
∙ 2011년부터 초등학생 대상 중국어교육 실시 예정

∙ 중·고교생 인구는 소수
○ ○ ○

동작
∙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이 다수이나, 초등 저학년대상 사업 실시

∙베트남어 이중언어교실 운영
○ ○ ○

노원 ∙ 청소년 인구수 적어 초등학생 대상 방문 한글교육만 일부 실시 ○

<표 3-5> 2011년 서울시 2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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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 방문교육 이중언어 언어발달

영등포
∙ 언어발달 사업 실시

∙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이중언어교실 운영
○ ○ ○

관악
∙ 자녀 방문교육, 언어발달 실시

∙ 2011년 중도입국자녀 프로그램 시범운영(동대문, 관악)
○ ○

송파
∙ 초등 저학년 대상 멘토링, 학습지원, 방문교육 실시

∙ 중국어 이중언어교실 운영 
○ ○ ○

강서 ∙ 방문교육, 언어치료, 2011년부터 이중언어교실 운영 ○ ○

성동

∙ 2011년 신규 개소도봉

양천

출처：서울시 2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전화조사 내용을 재구성

<표 계속> 2011년 서울시 2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부는 다문화사회의 문화  지원에 한 법률안을 토 로 문화

 다양성 존 ,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다문화사회에 따른 문화정

책의 기본 이념으로 상정하 다.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다양성

을 진흥하기 하여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

가 상호 이해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불어, 다문화사회의 문화  공간 등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박물 이나 도서  는 미술  등을 건립하여 

문화  다양성의 표 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이주청소년 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그림 3-3>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그 일 부분으로서 문화 술국은 이주민 문화 응  교류지원과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 조성을 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어문화원을 비롯하여 문화 술교육

련 문기 과의 긴 한 조를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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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문화체육관광부 이주청소년 관련업무 담당부서

연도별 업무추진계획

2010

∙ 다문화가정 한국어학습교재 개발 및 한국어 전문 강사 양성(100명)

∙ 국민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청소년․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 자국문화 소개 및 쌍방향 교류 증진 프로그램 시행

생활체육교실, 국악뮤지컬 순회공연, 다문화 영화제와 연극제 등 쌍방향 교류프로그램 지원

2011

∙ 다문화 전문 강사 양성(30명) 및 다문화 이해 교육 지속 실시

(도서관․박물관․사회적기업 연계 현장 밀착형 추진) 

∙ 한국어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발․운영

∙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지원：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100개소), 시도별 어울림 생활체육축제(16회)

∙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다문화자료실 조성(10개소),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17개소)

∙온라인 한국어 학습시스템 ｢누리-세종학당｣ 본격 운영, 교육콘텐츠 확충：다국어 사이트 확대 

<2010년, 6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 2011년, 2개 언어 추가(스페

인어, 러시아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NIE(newspaper in education) 실시(30개소)

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0~2011년 업무추진계획

<표 3-6> 2010~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

는 한편,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며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 하고 지지하기 

한 각종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활약 인 민간단체를 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공모

된 다문화사회 지원 사업들도 꾸 히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

면 ‘다문화 체험 활동’, ‘이주노동자 종합축제, 문화가이드북 발간’, ‘이주노동

자 다문화 청년 캠 ’, ‘문화 술교육을 통한 다문화강사 양성’, ‘이주민 상 

박물  문화체험 로그램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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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보건복지부 이주청소년 관련업무 담당부서

문화체육 부의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의 경우 국립 앙도서  등 지역사

회 도서   문화체육 부 산하기 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과 연계되어 

다언어지원 서비스, 외국도서 구입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표 3-6> 참조).

문화체육 부의 ｢2010~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의 경우 다문화가정 한국어학습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어 문 강사를 양

성하 다. 한, 국민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한 캠페인을 청소년  학생을 

심으로 로벌 시민의식 제고를 한 차원에서 추진하 으며, 자국 문화를 

소개하며 방향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 한 시행하 다. 

2011년에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계속 으로 실시하며, 문 강사를 양성하

다. 한, 다양한 생활체육 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체력 단련을 

지원하 다. 공공 도서 에서는 다문화서비스를 확 하고, 온라인 한국어 학습 

시스템 콘텐츠를 확충하는 등 기존의 진행사업들을 확 ㆍ실시하 다. 

4. 보건복지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3월을 기 으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정책  

건강가정 사업의 일환인 아동 련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 되었다. 따라서 이

주청소년 지원의 핵심역할을 하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내 아동청소년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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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라지는 등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그림 3-4> 참조). 

공공의료과는 소외계층  외국인의 의료지원사업을 담하고 있으며 복지

정책과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총 하고 있다. 아

동권리과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아동복지교사로 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보육사업기획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아동복지교사 운 지원 사업은 출산고령사회정책실 내 아동권리과에

서 담당한다. 구체 인 내용은 다문화가정 학부모  우수자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 견해, 이 언어교육 로그램을 극 지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빈곤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폭넓은 언어교육기

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자 심고취라는 정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보육정책  내 보육사업기획과는 소득 하  70% 이하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상으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연도별 업무추진계획

2010

이관사업

∙ 다문화청소년 종합 지원모델 개발·확산(지역사회 다문화아동ㆍ청소년 종합 지원사업)

∙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양성

∙ 외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다문화아동·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시범실시)

∙ 다문화청소년 종합정보 제공 강화(종합정보서비스 사업)

∙ 사회교육을 통한 다문화 이해 증진(다문화이해 프로그램 개발)

∙ 학교순회 다문화이해교육 

  → (구)아동청소년지원과 담당(2010년 3월부로 여성가족부로 이관)

2010
∙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보육료 차등지원

∙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2011

∙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지원

∙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야간보호,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전용 등 맞춤형으로 육성

∙ 북한이탈주민 보건소 지원(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 10개소)

출처：보건복지부 주요업무계획 및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2011

<표 3-7> 2010~2011년 보건복지부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

 

2011년에는 특정 자격조건 충족 시에만 지 되던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를 

면 무상지원하도록 그 범 가 확 되었다. 한 지역아동센터별 특성화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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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해 근성을 향상시켰다. 2010년 2,946개소 월 320만원에서 2011년 

3,260개소 월 370만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  지원 액이 확 되었으

며, 야간보호 등 맞춤형 센터 500개소에 한 추가지원(월50～150만원)이 이루

어질 정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한 지원 사업으로는 보건의료정책실을 통

한 보건소 검진 지원 등이 있다.

2010년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이주배경 청소년 련 업무는 축소되

었으나, 일반 청소년을 한 지원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표 인 사업으로 

취약아동에 한 집 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를 들 수 있다. 이는 가정방

문을 통해 빈곤아동의 발달에 필수 인 건강․인지  언어․정서․가족서비

스 등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  욕구와 상황에 따른 선택  서비스를 제공하

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이다. 드림스타트센터는 2009년 75개소에서 2010년 101

개소, 2011년 130개소로 확 될 정이며 서울시에는 성북구, 랑구에 각각 1

개소가 있다. 이 센터를 이주청소년에게 확 함으로써 맞춤형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축소된 기존 사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청소년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분 짓기’를 넘어서 그들을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5. 통일부

통일부 정책 력  내 정착지원과는 북한이탈주민 련 정책의 수립  조정 

외 보호 리 등 정착지원과 련된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그  청소년의 보

호  자립 지원과 더불어 남한사회 응에 요한 학력인정  취학ㆍ편입학 

등 교육 지원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통일부가 주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한 교육지원 정책은 하나원을 통한 12주간의 교육지원과 거주지의 지원정책으

로 크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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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업무추진계획

2010

∙ 지역적응센터 전국 30개 설치·운영：｢정부-지방-민간｣삼각 협력체계 구축, 지역 내 정착지원 

구심체(Hub)로 발전 

∙ 전문상담사 100명 육성 

∙ ｢토털케어 정보시스템｣：“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정착경로 전 과정 관리, 연구지원센터 설치, 과학

적 연구 

∙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법률·의료단체 봉사지원 협약 체결, 금융기관, 공익단체의 사랑 나눔 

사업 참여 

∙ 제2하나원 건립 추진：북한이탈주민 동시 수용능력 50% 증가 예상(1,000명 → 1,500명) 

∙ 청소년층에 대한 학교 IPTV 통일교육 실시 

2011

∙ 상시상담센터 설치 ․ 운영：전국 연계망 가동, 자원봉사 통합네트워크 구축

∙ 탈북청소년 균등 교육기회 부여：하나원 예비학교 설립과 대안학교 지원 강화

∙ 제2하나원 건립：정착준비교육 강화(화천, 2011년 착공 ~ 2012년 완공)

출처：통일부, 2010~2011년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표 3-8> 2010~2011년 통일부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

<그림 3-5> 통일부 이주청소년 관련업무 담당부서

처음 남한에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우선 하나원에서 정서순화  심리안

정, 문화  이질감 해소, 진로지도  기 직업훈련 등의 로그램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등학생은 인근 삼죽 등학교에서, ㆍ고교 연령 에 속하는 학생

들은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서 탁교육을 받는다. 이때 하나둘학교의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재)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정해진 후에는 장학지원, 공교육 지원, 특성화학교 

운 , 민간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 2010년에는 통일부 산하 

지역 응센터(하나센터)를 국 30개까지 확 하 다. 서울시에는 북한이탈주

민 집  거주 지역을 심으로 북부, 남부, 동부, 서부 등 총 4개의 하나센터가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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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한 희망 로젝트의 일환으로 상시상담센터를 

설치․운 하며, 남한사회에서 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를 부여하기 해 하나원 이후 공교육 진입 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하나원 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한 기타 민간 안학교의 지원을 강화하

며 2010년 사업계획인 제2하나원 건립 공사에도 착공할 정이다(<표 3-8> 참

조).

제2절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는 앙부처의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한편,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자체 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서울시청

<그림 3-6> 서울시청 이주청소년 관련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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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진흥본부

가. 외국인 생활지원과 

서울시청의 경제진흥본부 산하 외국인생활지원과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한 정책을 담당한다.

➀ 글로벌센터 운영팀

서울 로벌센터를 비롯하여 각 지역 로벌빌리지센터와 다문화빌리지센터

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국에서와 같이 안정 인 생활이 가능하

도록 지원하고자 각종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서울 로벌센터가 서울에 있는 종합 지원기 이라면 로벌빌리지센터는 소

규모의 지역 착형 지원기 이다. 빌리지센터는 서울 로벌센터의 지  개념

으로 구별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 된다. 로벌빌리지센터의 경우, 외국인 

집거주 5개 지역(연남, 역삼, 서래마을, 한남〮.이태원, 이 동, 등포, 성북)에 설

치되어 외국계주민의 생활 편의를 돕는다.

<그림 3-7> 서울글로벌센터 및 7개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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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울 로벌센터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이주청소년을 상으로 지원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학당’ 운  - 소수 맞춤형(30명) 진행 

∙다문화가정 자녀와 가족을 상으로 언어교육과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

∙자녀를 상으로 부모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부모를 상으로 한국어 교육 실시  자녀교육법, 가정 내 이 언어지

도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맞춤형 교육 실시

◦다문화가정 취학설명회 개최

 ∙ 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상으로 한국의 학교생활

과 교육문화에 해 정보 달  교육 실시

➁ 사회통합팀 

특히 청소년 연령 에 해당하는 상을 집 으로 지원하는 부서는 외국인

교육지원 과 사회통합 이다. 사회통합 은 청소년 외국문화 교육 사업을 운

하는데 이 사업은 원어민 강사를 시내 고에 견하여 각국의 문화를 알

리는 특강 형태로 진행된다. 상은 고에 재학 인 일반 한국 학생들이다.

➂ 외국인교육지원팀

외국인교육지원 은 2010년까지 외국인학교 신규건립사업과 낙후된 학교에 

한 운 비를 지원해 왔다. 수혜 상은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  비OECD국가 

학생들이 재학 인 재한몽골학교와 화교학교 3개교 등 총 4개교이다.

2011년부터는 기존의 인 라 구축 심 사업을 뛰어넘어 시 차원에서 더 

극 인 언어교육을 실시할 정이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2세 상 ‘맞춤형 한국어 방문교육’(200가족 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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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1 1 맞춤식 한국어 교육

∙교육정보 매거진 제공(월 1회)

∙ 성  지능검사 등 심리평가(연 2회) 

∙한국 사회 문화체험  문화특강(연 1회)

◦ 등학교 방과 후 교실 - ‘한국어 특별반’ 개설, 매일 2시간씩 집 교육

◦ 등포 로벌빌리지센터․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한국어 특별교육 실시

(2) 여성가족정책관 

가. 저출산대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  내 출산 책담당 은 외국계주민을 가족단 로 지원하며 

주 수혜 상인 결혼이주 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지원 범 에 포함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 은 체 아동  청소년 련 정책 수립, 사업구상  청소

년수련 과 같은 시설의 리를 담당한다. 이주청소년을 단독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체 청소년을 상으로 하고 있다. 

(3) 교육협력국 - 평생교육협의회 

정규 제도권 교육과 구분되는 일반 시민들을 상으로 평생교육에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 다. 그 , 신소외계층 평생교육 로그램은 지속 으로 증가하

는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으로 기 능력을 향상시

키고 사회 응  인  자원으로서의 사회  활용을 돕고 사회통합을 해 운

되고 있다. 

이 , 이주청소년을 상으로 한 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9>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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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기관·단체명 프로그램명

1 성북구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기초다지기 프로젝트 2

2 영등포구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교육 “언어의 제왕：I Can do it”

3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 대학생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

램 “자립 내비게이션”

4 도봉구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지도방법

5 중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 “Rainbow family”

6 동대문구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행복프로젝트 2

7 종로구 (재)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

8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근화원 다문화 어울림 교육과정

9 노원구 서울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 ‘어깨동무’ 배움터 

출처：서울시 교육협력국(http://edu.seoul.go.kr)

<표 3-9> 2010년 신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이주청소년 대상)

2. 서울시 교육청

<그림 3-8> 서울시 교육청 본청 내 11개 지역교육청 조직도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 황｣에 의하면 서울시의 학령기 이

주청소년 수는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 정치․경제․문화뿐 

아니라 교육의 심지이기도 한 서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교육청 

본청  11개 지역교육청은 이주청소년을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이다. 

북한이탈 청소년 련 사업은 주로 문화격차를 해소를 한 교육 지원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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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한국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한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2010년에는 멘토

링 체제를 통한 1：1 교육지원  지도교원 직무연수, 학력심의 원회 운  등

의 사업을 추진하 다. 방학  진행되는 동․하계 계 캠 는 학생과 멘토 교

원, 자원 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캠  기간 동안 1：1 학습 멘토링

을 통해 교과공부를 보충하며, 응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기 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특기  체험활동 등의 로그램이 운 된다.

세부 사항

북한이탈 

청소년

∙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멘토링 운영：350명

∙ 북한이탈학생 계절캠프 실시：2회(하계, 동계)

∙ 북한이탈학생 지도교원 직무연수：160명

∙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출처：서울시교육청 2010년 주요업무계획

<표 3-10> 2010년 서울시교육청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사업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을 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반은 지역 내 학교의 방과 후나 토요일 등을 이용해 운 되며 한국어교육 외 

교과학습지도, 특기지도, 인성지도  문화체험까지 병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어특별반(KSL) 운 을 희망하는 25개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교재 제작  구입, 강사료, 운 수단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 다. 

방과 후 교실은 학습지도, 체능 등 다양한 역의 소질을 길러주는 특기지

도, 자아정체감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인성․ 응지도의 세 역을 심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 으로 운 하도록 하 다. 2010년에는  2,457명, 

 366명, 고 164명의 학생이 각각 28~3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귀국자 특별학 을 운 하는 서울시내 7개교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 이

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입국이주청소년보다 해외 유학  국내 청소년이 주

요 수혜 상이므로 내용의 성격이 다소 상이하다.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은 재학생과 학부모, 이 언어 강사 가족이 함께 어울

려 문화체험, 경연마당, 동 로그램 등을 함으로써 화목을 증진하고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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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교육

∙ 한국어반(KSL) 운영：25개 초등학교 지원(교재비, 운영비)

∙ 학년 간 연계(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및 인근학교 연계

∙ 학교 외 동자치회관, 도서관 등 지역 내 다양한 시설활용

∙ 강사는 한국어교육전문가, 학부모강사, 대학생보조강사로 구성

방과 후 활동지원
∙ 학습지도, 특기지도, 인성 및 적응지도：학교별 자율적 운영

∙ 초 2,457명, 중 366명, 고 164명 지원

귀국자 특별학급

∙ 학교별 귀국학생 지원 자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 초등 5개교(사대부설초, 교대부설초, 신천초, 목원초, 당현초), 

중등 2개교(덕수중, 언주중)

한국문화 체험캠프
∙ 초등：140명이 참가해 떡 만들기, 전통놀이 등 한국문화 체험(용인 에코파크)

∙중등：80명이 참가해 한국문화 체험(공주 및 부여 일대)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

∙ 문화체험기회 제공,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협동 활동, 경연마당

∙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이중언어 강사가족 800명 참가

이중언어 강사운영
∙ 이중언어 교원을 선발·교육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배정해 그룹 및 개별지도, 방문교육(2010년 63명)

장학자료 발간 ∙ 다문화가정 학생 편견해소 장학자료 개발․보급(중등)

대학생 멘토링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연계운영)

장학생 추천 ∙ 80명을 선정하여 1인당 120만원 지원(두산연강재단 기부)

출처：서울시교육청 2011년 주요업무계획

<표 3-11> 2010년 서울시교육청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한마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한다.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은 2010년 

10월 서울 충무 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되었으며, ․고교생을 한 어울림

마당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교육장학자료 발간  보 은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를 한 교사

용 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2010년 하반기에 실시되었다. 제작된 자료는 시내 

학교, 11개 지역교육청  상담센터 등에 배부되었다. 단, 이 자료는 등 이상

에 을 맞춰 만들어졌으므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등학교 재학생을 

한 자료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소득층 학생 80명을 선정하여 

장학 을 수여하는 다문화가정 장학생 추천 사업은 두산연강재단의 기부로 실

시되었으나 일회성 사업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진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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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계획

북한이탈 

청소년
∙ 북한이탈학생 교육활동 지원：멘토링, 계절캠프 운영

다문화 청소년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교육

∙친구, 부모, 이중언어 강사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어울마당 개최

∙ 한국문화체험캠프, 어울림캠프 운영(1.3억 원)

∙ 한국어반 확대 운영(초등 ’10년 25교 → ’11년 30교)

∙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10년 2,160명 → ’11년 2,550명) 

∙ 이중언어 강사 배치․운영(’10년 63명 → ’11년 100명) 

∙ 인권교육센터 운영：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수자를 위한 맞춤식 인권교육 

출처：서울시교육청 2011년 주요업무계획

<표 3-12> 2011년 서울시교육청 이주청소년 지원 계획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사업은 2010년과 동일하게 멘토링, 연2회 계 캠  등

을 실시할 정이다.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은 그 내용에서 년과 유사한 체

계를 유지하되, 실시기   수혜 상의 수에서 양 으로 확 될 정이다. 인

권ㆍ비폭력 평화교육 강화차원의 인권교육센터 운 은 2011년 신규 사업으로 

소수자를 한 맞춤식 인권교육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다. 문가 배치, 

소수자 인권실태 악ㆍ상담  문제 해결 지원을 통해 보다 근본  차원에서 

이들의 자존감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상된다.

(1) 11개 지역 교육청별 사업

지역교육 지원청 지원내용

동부 교육지원청
∙ 방과 후 교실, 방학 중 캠프(연2회), 한국어교육 등

∙ 리더십 캠프(다문화가족 교사, 가족, 학생 대상 문화관련 연수. 연2회 실시)

서부 교육지원청

∙ 방과 후 활동, 체험학습, 개별학습지도 사업을 지역 내 약 27개교에 위탁.(경성중, 구산중, 

대성중, 덕산중, 동도중, 동명여중, 명지중, 불광중, 선일여중, 성사중, 성산중, 성서중, 숭실

중, 연신중, 연희중, 예일여중, 이대부속중, 청원여중, 중암중, 중앙여중, 증산중, 진관중, 

창천중, 홍은중 등)

∙ 2010년 1학기에 학교당 약 50만원 안팎 지원

∙ 학부모연수, 관내 초등학급에 활동가 5명 파견․ 다문화 이해교육 

<표 3-13> 2010년 11개 지역 교육지원청별 사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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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 지원청 지원내용

남부 교육지원청

∙ 방과 후 학교 지원으로 1인당 30만원 내외 지급：방과 후 교실, 체험활동 등의 명목으로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 명단을 받아서 지급

∙ 이중언어 강사：금천, 구로, 영등포구 등 5개 구에 5명 파견하여 국제교육, 언어교육 등 

실시

∙ 다문화축제：학생, 학부모 등 500명을 대상으로 동구로 초등학교에서 개최. 22개국 부스 

설치

∙ 다문화자문위원회 구성：국경없는 마을, 나섬공동체, 한국다문화센터, 각 구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유네스코 협력학교 관계자들에게 남부교육청 사업의 자문요청

∙ 초․중 33개교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교사연수：관내 학교 교감, 다문화담당 선생님의 두 집단으로 분리, 연수 실시

∙ 학부모교육：20여명 교육 실시

북부 

교육지원청

∙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멘토링 사업

∙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학생 체험활동(다문화 박물관 관람：짝꿍-친구1인 동반)

∙ 학부모 교육(예산 본청 지원)：학부모, 이중언어강사 등 참가

12월 ‘다문화가정 북돋우기 프로그램’ 사례발표, 연수 

중부 교육지원청

∙ 다문화이해교육：특별경비 800만원을 지원하여 40여개 초․ 중․ 고교에 원어민 교사를 파견

하여 교육

∙ 전통문화체험：경복궁을 견학하고, 성균관을 방문하여 예절교육 체험

강동 교육지원청 ∙ 본청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실시

강서 교육지원청 ∙ 본청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실시

강남 교육지원청

∙ 2010년 6월 관내 초등교사 52명 대상 ‘공감․ 더불어 사는 세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재한몽

골학교 협력)

∙ 본청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실시. ‘양평 외갓집 체험’이란 제목으로 학생 17명, 학부모 6명, 

이중언어강사 2명이 참가한 어울림마당 개최

동작 교육지원청
∙ 본청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실시. 체험활동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개최(인헌초등학교) 

성동 교육지원청 ∙ 관내 초등학교 교사 66명 대상으로 1차례 연수 실시

성북 교육지원청
∙ 다문화가정 자녀(초등학생) 대상 1일 체험학습：도자기마을

∙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출처：11개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 전화조사 결과 내용 정리

<표 계속> 2010년 11개 지역 교육지원청별 사업 지원내용 

서울시 교육청 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은 기본 으로 에서 언 한 본청의 

사업을 진행하며, 각 기 에 따른 자체사업을 진행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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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구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앙부처와 서울시청  교육청 외에도 서울시 25

개 자치단체 역시 구청  지역 내 기 (공공, 민간, 종교기  등)을 통해 이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이다. 정부부처 차원에서 이주청소년 지원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산 확보와 운  체계 마련 등 행정 인 차원에서 

거시 인 틀을 마련했다면, 서울시내 각 자치단체는 그 특성상 지역을 심으

로 거주민들의 생활 역에 착한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내 이주청소년 련 지원기  분포 황을 나타낸 지도이다. 

이주청소년 지원기 은 각지에 흩어져 있으나, 거주 집지역을 심으로 

으로 분포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3-9> 서울시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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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서울시 지역별 이주청소년에 한 지원 사업을 조사하기에 앞

서, 지역에 따른 거주 인구 분포 황을 심도 있게 조사하 다. 우선 상 분포

를 악하기 하여 정부 부처 통계 황 자료를 활용하여 체 청소년 수28), 

다문화 청소년 수29), 북한이탈 청소년30) 수  상  5개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수31)와 같은 인구분포 황을 분석하 다. 한, 구청 사업32)으로 이주청소년

을 효과 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 못할 경우 지역 내 공공 는 민간 기

에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 다. 끝으로 이를 통

해 문제 을 도출하고 향후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강남구 

강남구의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수는 163명으로 25개 구  

21 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36명으로 25개 구  7 를 차지한다. 따라서, 

강남구의 이주청소년 수는 199명으로 구 체 일반청소년의 0.26%를 차지한다. 

출신 국가별 다문화 청소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강남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 을 때, 특히 미국과 일본 등 OECD 국가출신 청소년이 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중국

(재중동포)
미국 일본 대만

수(명) 58 33 18 20 11

<표 3-14-1> 강남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28) 구별 체 청소년 수는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유 등통계(2010년 12월 기 ) 참고.

29) 행정안 부 2010 외국계주민 황조사  만 8세~18세 자녀 인구를 구별로 합산하여 도출

30) 통일부 2010 조자료 참고. 각 구에 거주하는 9~24세 북한이탈 청소년 수 

31) 행정안 부 2010 외국계주민 황조사  만 8세~18세 자녀 인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도출

32) 법무부 외국인정책 원회 2010~201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구청별 주요업무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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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소년 수
강남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75,879(명)

(25개 구 중) 5위
0.26%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163(명)

(25개 구 중) 21위 
2.32%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36(명)

(25개 구 중) 7위
3.43%

구청 사업 현황

∙ 청소년 단독 대상 구 자체사업 미실시 

∙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자치

행정과 동 행정팀 소관)를 통해 전체 이주민 지원 

<표 3-14-2> 2010년 강남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도심지역으로서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구의 특성상 강남구청의 외국인 지원 

사업 역시 부분 거주민보다 지역 객을 상으로 한 편의제공 주 으며, 

거주 외국인  이주청소년을 한 사업은 재로는 비교  미흡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국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 외국어 아동실：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책, 동화책, 교과서 비치

∙ 한국 전래동화 구연 사이트 운영：한국 전래동화 28편 동화 구연을 베트

남어, 영어, 한국어자막 제작

∙ 외국문화여행：주한외국대사관과 협력하여 각국의 문화와 풍습 소개,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읽기, 전통무용 관람, 전통악기와 공예품 등 전시

∙ <다문화시대 도서관이 나아갈 길> 워크숍 개최 

∙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08년 하나원 방문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 

∙ ’11년 초등학생 대상 이중언어 중국어교실 운영 예정

민간 한국청소년보호

연맹

∙바우처 제도 

∙ 가족사랑 캠프 

<표 3-14-3> 강남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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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에 치한 국립어린이도서 은 외국어 아동실을 운  이다. 

세계 각국의 도서를 총 25,009권(2010년 12월 31일 기 ) 비치하고 있어 다양한 

외국어로 지원되는 자료들을 열람하는 데 유용하다. 한, 도서 자료 제공  

련 로그램 운 뿐 아니라, 2010년 12월에는 워크  개최를 통해 도서 의 

다문화 서비스개발을 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자원으로서의 도서 을 활용하기 한 략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8년에는 찾아가는 도서  사업의 일환으로 연 2회 하나원을 방문하여 북

한이탈주민들을 상으로 도서  소개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동화 

구연, 상홍보물 상 , 국악체험 한마당 공연 등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문화 술 로그램을 하며 감성 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역삼 로벌빌리지센터가 센터 특성에 맞추어 

이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상 으로 청소년을 상으로 한 지원

로그램은 미비하여 이에 한 보완이 요구된다. 구 보건소 의약과는 소득

층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과 외국인 담 의료  배치 등의 사업을 실시 이다. 

그  구강건강검진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확 될 정이다.

2) 강동구

강동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수는 335명으로 체 25개 

구  7 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20명으로 체 25개  12 이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수(명) 192 48 24 18 13

<표 3-15-1> 강동구 거주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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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소년 수
강동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60,695(명)

(25개 구 중) 7위
0.58%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335(명)

(25개 구 중) 7위 
4.78%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20(명)

(25개 구 중)12위
1.90%

구청 사업 현황

∙ 가정복지과, 행정관리국 전자정보과, 주민자치센터 성인결혼이주여성 대상 사업 실시 

∙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 실시 

∙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사업 미실시

<표 3-15-2> 2010년 강동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강동구청의 이주민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을 한 이심 심(以心傳心) 

행복 로젝트(가정복지과), 결혼이민자를 한 정보화교육(행정 리국 자정

보과) 등 주로 성인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고 있다. 체 이주민을 상

으로 4개동 주민자치센터(암사1, 성내2, 천호1, 길동)를 통한 한국어 강좌를 운

한다.

강동구청의 이주청소년 지원정책은 천호2동 주민센터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와 병합형인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시된다. 

일반 한국청소년 상 사업은 강동 청소년수련  건립, 건 한 여가활동 지

원(축구 회, 동아리축제, 교육미디어축제, 스키캠 ) 등을 통해 활동기회를 제

공하고 공간 인 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한 공간 확보사업은 

야외스포츠  단체행사 등 활동할 곳이 부족한 이주청소년들에게 이용혜택을 

확 할 경우 정  효과가 기 된다.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 도입국 자녀 상으로 멘토링 로

그램을 실시하며 2011년부터 이 언어교실을 운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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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강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한국어교육, 아이 자존감 쑥쑥 프로그램

∙ 중도입국 자녀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 ’11년부터 이중언어교실 실시예정 

<표 3-15-3> 강동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3) 강북구

강북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수는 248명으로 25개 구  

16 (3.54%)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56명으로 25개 구  5 를 차지한다.

출신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재 동포)와 국 출신이 각각 154명, 24

명으로 체  1, 2 를 차지하 다. 그 외, 필리핀(19명), 일본(13명), 베트남

(12명) 출신 청소년들도 거주하고 있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수(명) 154 24 19 13 12

<표 3-16-1> 강북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강북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34,158(명)

(25개 구 중) 20위
089%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48(명)

(25개 구 중) 16위 
3.54%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56(명)

(25개 구 중)5위
5.33%

구청 사업 현황
∙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나, 대상은 성인 결혼이주여성 위주로 그 자녀를 위한 

단독사업 실시계획 전무

<표 3-16-2> 2010년 강북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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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의 이주민 사업은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 , 다

문화가정을 한 지역 사단을 운 하여 지역 거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김치 담그기, 교실, 문화투어 등 문화 체험 활동

을 통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한다. 한, 방문의료서비스를 통해 병원 이

동이 어려운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의 수혜 상은 성인인 

결혼이주여성 주이며, 재로는 그들의 자녀는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강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충분한 수의 상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주 청소

년 련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3) 

강북구의 이주청소년 지원기 으로는 비 리민간단체인 ‘ 머서’에서 운

하는 다문화어린이도서 이 있다. 이 도서 은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술교육

장과 한 기 으로 강북구에서는 도서  운 을, 노원구에서는 피아노  한

교육 등 자원 사자를 통한 교육 로그램을 담당한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민간

너머서34)

(다문화어린이도서관)

∙ 다문화아동들의 인권과 교육,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

간단체인 ‘너머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

∙ 다문화 교육을 위한 사랑방, 도서관 운영

<표 3-16-3> 강북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4) 강서구 

강서구는 양천구, 노원구와 더불어 북한이탈 청소년이 집한 자치구이며, 

서울시 체 25개 구  3 인 160명이 살고 있다. 한 결혼이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노동자 가정 청소년을 합한 인구수도 체 구  5 를 차지하고 있다. 

33)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함께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녀의 연령 가 체로 ․유

아인 경우가 많아 이 연구범 인 청소년을 한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34) http://cafe.daum.net/migrant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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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중국(조선족) 필리핀 일본 대만

수(명) 167 160 12 8 7

<표 3-17-1> 강서구 거주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강서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76,048(명)

(25개 구 중) 4위
0.72%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388(명)

(25개 구 중) 5위 
5.53%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60(명)

(25개 구 중) 3위
15.22%

구청 사업 현황

∙ 2011년부터 이주청소년 대상 기관연계 한글교육 실시

  (국립국어원, 구내 학교, 구내 복지관 연계사업)

∙ 방과 후 교육으로 방문학습지도：교과학습지도, 한글교육

<표 3-17-2> 2010년 강서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강서구는 북한이탈주민 집거주지역이란 특성에 걸맞게 구내 종합사회복지

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한 각종 로그램을 실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양7종합사회복지 의 방과 후 교실은 기  교과 지도와 한문, 특기 성 지

도가 진행된다. 한, 지역 자원 사자들이 음악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체능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많은데 복지  내에서 이를 감당하기에는 

실 인 제약이 따라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내에 보습학원 등

과의 연계를 통한 략도 마련하고 있다. 무료 독서실의 경우 자율학습을 기본

으로 하면서 담임 교사가 필요에 따른 학습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한겨  계 학교는 종로구에 치한 북한인권시민연합35)에서 운 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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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안학교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그리스도 학교에서 방학동안 집 교

육을 실시한다. 일반학교와 동일한 과정으로 운 되며 체능 등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 성 개발, 주말을 활용한 문화체험활동  남한청소년과 함께하는 

래 캠 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강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방문교육, 언어발달, 언어치료 프로그램 실시

∙ ’11년부터 이중언어교실 실시

북한 

이탈 

청소년

공공

기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서부하나센터)

∙ 적응시기별 학습지원, 1인 1특기 교육, 남북아동 통합프로그램, 

온라인 동영상교육

∙ 북한이탈 청소년 방과 후 교실

∙ 지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음악교육

∙ 중고교생 독서실 무료운영. 자율학습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교사

가 학습 상담 지도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지원

∙ 새터민청소년 대학입시박람회 

∙ 자조모임(새터민청년 소식지 기자단 ‘미디어모임')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 북한이탈 청소년 1：1 멘토링 학습

민간

기관
한겨레 계절학교

∙ 계절형 대안학교로 방학기간 집중교육 실시. 매년 1월, 8월

∙오전동안 일반학교와 동일한 과정 운영. 오후동안 예체능 교육 

등 특별활동 통해 적성개발. 주말 체험활동 및 캠프 

종교

기관
한터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기관

∙ 공부방, 한국문화체험, 홈스테이, 발음교정 위한 스피치교육

∙ 기도모임, 하나원 방문예배 등 종교 활동

<표 3-17-3> 강서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관악구

악구의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의 수는 419명으로 25개 구 

 3 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46명으로 25개 구  6 를 차지한다. 따라

서, 악구는 등포구, 구로구와 더불어 이주청소년 집 거주 자치구이다. 

한, 그 수가 2009년 255명에서 2010년 419명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등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도 특징이다. 

35) 북한인권시민연합(http://www.nkhuman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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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조선족)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수(명) 273 71 22 17 11

<표 3-18-1> 관악구 거주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관악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52,012(명)

(25개 구 중) 10위
0.89%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419(명)

(25개 구 중) 3위 
5.97%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46(명)

(25개 구 중) 6위
4.38%

구청 사업 현황

∙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확대：’10~’14년 5개년계획으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 

독서지도사업 대상을 ’10년 21명에서 ’11년 30명으로 확대 예정. 독서지도사가 주1회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 

<표 3-18-2> 2010년 관악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재 악구청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출산 책 은 유아~ 등학생

을 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독서지도사업을 실시 이다. 이는 언어  정서

발달이 늦어 성장기에 사회부 응을 래한다는 문제를 방하고 아동의 인지

능력 향상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기 함이다.

악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 거주 도입국청소년을 상으로 한

국어 수업과 실기활동,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며, 주말을 활용하여 문화체험 활

동을 진행한다. 선의 악종합사회복지 에서는 성인세 의 결혼이주여성과 함

께 한국어교실을 통한 한국어 교육 로그램과 멘토링 로그램이 진행된다. 

(사)한국다문화센터는 학 자원 사자를 활용하여 1：1 학습 멘토링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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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방문교육, 언어발달 프로그램

∙ 중도입국 자녀 지원：한국어수업, 미술과 요리 등 실기활동, 집단상담 

실시, 주말 미술관 및 박물관 탐방

선의관악

종합사회복지관

∙ 한국어교실(초급, 중급, 고급반)

∙ 멘토링 프로그램

민간

기관

(사)한국

다문화센터

∙ 레인보우스쿨：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1 멘토링 교육

∙ 다문화공부방 운영：센터 내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대학생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교과목 학습지도

∙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코리아

북한 

이탈 

청소년

공공

기관

관악

적십자봉사관

(서울동부

하나센터)

∙ 정착초기 적응교육(지역안내 및 지역사회 탐방, 기본소양교육, 공공장소

이용법, 진학지도, 상담 등)

∙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지원

∙ 학력인정과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지원 & 대학입시 재외국민특별전

형에 준비 지원

<표 3-18-3> 관악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하며, 한국어 학습을 지도한다. 한,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 인보우 코리아’

를 결성하여 어린이들이 합창을 통해 자아를 개발하게 하는 한편,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한 캠페인 활동도 극 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동부하나센터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기 응교육을 지원하

고 있다. 즉 기 지역사회 생활 안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 기 을 탐방하

여 지역 거주민으로서 지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한, 학교생

활 응 지원은 물론 학입시(검정고시 포함) 비를 지원하고 있다.

6) 광진구 

진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수는 280명으로 25개 구 

 12 (3.99%)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19명으로 25개 구  14 를 차지

한다. 진구 체 청소년 비 이주청소년 비율은 0.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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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일본 베트남 기타

수(명) 117 96 17 10 9

<표 3-19-1> 광진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진구청의 행정 리국 교육 지원과는 몽골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한 경

비(교육 로그램 운 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는 이주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

여하기 해 몽골학교 소득층 자녀 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기 으

로 66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청소년 수
광진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46,923(명)

(25개 구 중) 14위
0.64%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80(명)

(25개 구 중) 12위 
3.99%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9(명)

(25개 구 중) 14위
1.81%

구청 사업 현황

∙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지정어린이집 운영, 학습도우미 파견

∙ 재한몽골학교 이전건립사업 지원(서울시청 외국인교육지원과와 협업)

∙몽골학교 교육경비 지원(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몽골학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표 3-19-2> 2010년 광진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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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청

소년

공공

기관

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초등학교 재학 이주아동 대상 중국어교실, 축구교실 운영

∙ 방학 중 연2회 캠프 실시

종교

기관

나섬공동체 

재한몽골학교

∙ 학령기 몽골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로 한국과 몽골의 공교육과정상 필요한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수준별 분반 구성

∙ 방과 후 교실：예체능교육(태권도, 만화그리기, 바이올린, 피아노 등) 

∙ 멘토링을 통한 한국어 학습 

∙몽골 문화체험 및 각종 행사 개최

∙ 방학 중 홈스테이(Home stay) 프로그램 진행 

∙ 방학 중 예술 캠프 진행：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력

∙ 기숙사 운영

민간

기관
세종교육센터

∙ 아동, 청소년, 국내외 교육, 역사, 문화탐방 및 봉사사업

∙ 한글교육시설 설치 무상교육사업

<표 3-19-3> 광진구 외국인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등학교 재학 이주아동 상 국어 교실  

축구교실을 운 하고 있으며, 방학 에는 연 2회 청소년 캠 를 실시한다. 

재한몽골학교는 학령기 몽골 청소년을 한 외국인학교로서 한국과 몽골의 

공교육과정상 필요한 과목들을 집 으로 교육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학

교의 특성상 모국인 몽골의 문화와 언어교육도 몽골출신 교사를 통해 체계 으

로 교육되고 있다. 한, 방과 후 교실을 통한 다양한 체능 교육이 실시되며, 

방학에는 술 캠 와 홈스테이(Home stay)와 같은 특별 로그램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 특히, 인근의 진 ㆍ 학교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교육센터는 아동․청소년을 상으로 국내외 교육을 실시하며, 역사, 문

화탐방  사 등의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최근에는 자녀세 인 이주청

소년들 한 교육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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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로구 

구로구는 서울시내에서 등포구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이 집되어 있는 자치구이며, 25개 구  2 (6.73%)이고, 북한이탈 청

소년의 수는 20명으로 25개 구  13 를 차지한다. 

출신국가별로는 재 동포가 35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45명), 필리핀

(22명), 베트남(18명), 만(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수(명) 353 45 22 18 12

<표 3-20-1> 구로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구로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48,719(명)

(25개 구 중) 11위
1.01%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472(명)

(25개 구 중) 2위 
6.73%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20(명)

(25개 구 중) 13위
1.90%

이주청소년 

담당부서 
∙ 다문화가정 지원업무：복지문화국 보육지원과 여성정책팀 담당

구청 사업 현황
∙ 청소년 단독 대상 구청 자체사업은 미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 주민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나, 성인대상에 치중

<표 3-20-2> 2010년 구로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구로구의 이주청소년 련 정책  련 기 들을 살펴보면, 이주배경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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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10년 34,408명으로 서울시 외국출신 주민 수 비 10.29% 차지)을 한 

사업에 려 지역 거주 이주청소년의 숫자에 비해 구청 차원의 지원은 원활하

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구청 차원에서 이주민을 상으로 실시하

는 사업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응지원,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다문화가족을 

한 합동결혼식, 다문화가정 친정엄마 되어주기 등 그 수혜 상이 성인 주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성인 주의 로그램을 진행 이므로 이

주배경 청소년 련 지원은 구로도서 , 고척도서  등 교육청 산하 도서 , 구

내 종합사회복지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단체로는 (사)지구 사랑나눔에서 운 하는 지구 지역아동센터가 표

이다. 이는 방과 후 교실 형태로 운 되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구로도서관
∙ ’10년 ‘책으로 읽는 다문화 왕중왕 선발대회’, ‘다문화골든벨’, ‘영화

로 다문화를 알자’ 등의 행사성 프로그램 개최

고척도서관

∙ 2층에 다문화실 운영

∙ 전자도서관(http://211.61.24.60：8081/)에 다문화자료 보유

∙ ’10년 다문화가정 특강 2회 실시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꿈이 있는 국제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공부방 진행. 영어, 한국어 입문 기초반

종교

기관

지구촌 국제학교

∙ ’11년 3월 개교. 서울시 첫 다문화초등학교로 한국 초등학교 과정을 

준수하며 방과 후 영어 및 제2외국어 이중언어교육

∙ 교과부의 정규인가를 받지 못해 1~4학년 과정 운영

지구촌사랑나눔

∙ 지구촌지역아동센터：초등학생 이상 이주아동 방과 후 보호, 급식 

지원, 생활관리, 교육

∙ 부모교육 실시 

북한 

이탈 

청소년

민간 삼흥학교36)

∙ ’11년 3월 개교. 학비 전액 무료

∙ 일반한국 공교육과정, 오후에 학력보충 및 특성화 과정, 가정교육 

실시, 현장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실시

<표 3-20-3> 구로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36) 북한이탈 청소년을 상으로 2011년 3월에 개교한 삼흥학교는 남한의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



제3장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85

지구  국제학교와 삼흥학교는 이주청소년의 강 을 살리기 한 방안으로 

다언어 교육이나 진로 특성화 교육과정 등 특별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8) 금천구 

천구의 결혼이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은 412명으로 25개 구  

4 (5.87%)이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는 24명으로 서울시 25개 구  16 를 

차지한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미국 대만

수(명) 292 55 19 5 4

<표 3-21-1> 금천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금천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28,971(명)

(25개 구 중) 22위
1.50%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412(명)

(25개 구 중) 4위 
5.87%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24(명)

(25개 구 중) 16위
2.28%

이주청소년 

담당부서 
∙ 다문화가정 지원업무：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담당

구청 사업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방문교육, 이중언어교실, 가족단위 캠프 

∙ 거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 운영：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글교실, 컴퓨터 교육 실시

<표 3-21-2> 2010년 금천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하는 8~14세 청소년의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해 북한이탈 교사 4명이 설립한 안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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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청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는 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하여 

방문교육(한국어, 멘토링, 과제 주기, 비물 챙기기 등 자녀생활서비스 

반), 주 2회 학과지도를 실시하는 방과 후 교육, 학령기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이 언어교실을 운  이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방문교육(한글교육, 멘토링, 과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 주2회 학과지도, 학령기 청소년대상 이중언어교실 운영

동 주민자치센터

(가산동, 시흥4동) 
∙ 자치회관 한글교실 운영 

<표 3-21-3> 금천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천구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이주민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0

년에는 가산동 자치회 에서 외국인 한 교실을, 시흥4동 자치회 에서 내국출

신 주민과 외국계 주민이 함께하는 한 교실을 운 하 다. 천구는 체 외

국계주민 상이 아닌 이주청소년 상 로그램도 삶의 터 에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하기 해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 래동화를 활용한 

한 교실’ 등의 로그램이 표 인 이다. 한 다문화가족센터가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병합형으로 운 되면서 장소가 소하다는 단 이 있으므로 컴퓨

터교육도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9) 노원구

노원구는 2010년 기  서울시 25개 구  체 청소년 수(101,947명)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따라서, 체 비 이주청소년의 비율은 미비한 편이나, 북한

이탈 청소년 수는 체 2 를 차지하여 지역  특성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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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수(명) 116 60 18 14 11

<표 3-22-1> 노원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북한이탈주민 집거주지역인 노원구는 구청 업무 내용  이들에 한 지원

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청에서 할하는 구 자체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사업의 경우, 공릉종합사회복지  내 북부하나센터

를 통해 실시된다. 

전체 청소년 수
노원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101,947(명)

(25개 구 중) 1위
0.40%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41(명)

(25개 구 중) 17위 
3.44%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70(명)

(25개 구 중) 2위
16.18%

이주청소년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리 업무：자치행정과 담당 

∙ 다문화가정 지원업무：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담당

구청 사업 현황

∙ 구청 업무 내용 중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 자체사업은 없음. 

관내 북부 하나센터를 통해서 정책 지원프로그램 실시(통일부 지역협의회로 예산 수령하

여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지원：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가정복지과)

<표 3-22-2> 2010년 노원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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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 다문화가정 자녀 1：1 한국어교육, 집단상담, 특기적성·문화이해 프

로그램(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은 과거에 실시. 현재는 인근 평화종합사

회복지관과 중복되므로 미실시)

노원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역 내 이주청소년 수 부족으로 방문 한글교육만 일부 실시

민간

기관

너머서

(예술교육장)
∙ 강북구 너머서(다문화어린이도서관)와 연계 운영 

∙ 한국어교육 및 피아노․바이올린 교실 등 예체능 교육지원 

북한 

이탈 

청소년

공공

기관

공릉

종합사회복지관

(북부하나센터)

∙ 무지개교실：1~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교실 형태로 

전담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교과학습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청소년 학습지도：학습 멘토링, 탈북청소년 학원지원

∙ 대학진학 및 적응 프로그램：진로상담 및 원서접수 등 진학지도, 대학

입시박람회 및 동아리지원

평화

종합사회복지관
∙ 새터민가족 사회적응사업, 저학년 아동 방과 후 보육사업

<표 3-22-3> 노원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한 구청 사업으로 한국어교육, 특기 성 로그램, 

집단상담, 문화 술이해 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방과 후 교실이 있다. 이 사업

은 내 다문화가정 자녀 20명을 상으로 계 3동에 치한 마들 종합사회복

지 에 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릉종합사회복지  내 북부하나센터는 통일부가 지정한 최 의 민 력 

북한이탈주민 지역 응센터로 수년간의 사업 노하우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

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실과 학생 이상을 상으로 하는 학습 멘

토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 지역 인근 보습학원과 연계하여 소득 북한이

탈가정의 자녀들이 체능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력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학 진학에 열의가 있어도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주청소년들을 상으로 학입시박람회를 정기 으로 개최하며, 학 진학 지

도  응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 평화종합사회복지 은 새터민가족 사회 응사업을 비롯하여, 등학

교 학년 아동 상 방과 후 보육 사업을 실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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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 이주 청소년을 상으로 방문 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반 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겪고 있는 상황인

데, 국제결혼가정 자녀  다수를 차지하는 미취학 아동의 양육지원 주 로

그램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노원구 역시 지역 내 청소년 연령범 에 속하는 

자녀의 수 부족으로 센터 차원에서 직 으로 실시하는 로그램보다 개별 사

례 근을 통한 방문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의 유일한 민간단체인 ‘ 머서’는 강북구 ‘ 머서’와 연계

하여 한국어교육  체능(피아노, 바이올린 교실 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0) 도봉구

도 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수는 235명으로 체 

25개 구  18 (3.35%)를 차지하며, 북한이탈 청소년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우즈베키스탄 중국(재중동포) 중국 일본 대만, 기타

수(명) 188 31 6 3 2

<표 3-23-1> 도봉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도봉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48,218(명)

(25개 구 중) 12위
0.49%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35(명)

(25개 구 중) 18위 
3.35%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0(명)

(25개 구 중) 위
0%

구청 사업 현황

∙ 이주청소년 지원 단독 사업을 구청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글교육, 취업지원 등 성인대상 사업실시 

∙ ’11년부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사업 실시예정(가정복지과)

<표 3-23-2> 2010년 도봉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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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청소년을 한 구청 자체사업은 2010년 기 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2011년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실시될 

정이다. 지원내용은 언어발달 진단  교육이며 민간 탁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1) 동대문구 

동 문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수는 244명으로 25개 

구  16 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15개 구  8 를 차지한다. 집 거주지

역에 비하여 이주청소년 수는 많지 않으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

신국가별로 살펴보면 국(재 동포)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일본

수(명) 140 38 20 15 6

<표 3-24-1> 동대문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동대문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48,218(명)

(25개 구 중) 12위
0.67%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44(명)

(25개 구 중) 16위 
3.48%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36(명)

(25개 구 중) 8위
3.48%

구청 사업 현황

∙ 다문화가족 꿈나무양성사업：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역사유적지 

등 한국문화 체험(가정복지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표 3-24-2> 2010년 동대문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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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문구청은 다문화가족 꿈나무양성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으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유 지 탐방  크리에이션 활동

을 통해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문화의 이해와 정서  안정을 도모하게 하고 한

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동 문구는 동 문도서 , 다문화어린이도서  ‘모두’ 등 이주청소년을 한 

다국어지원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도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특징을 보인다. 이는 지역사회의 자원인 도서 의 역량을 개발할 필요성을 증

명해주는 선례이다. 

한,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지역주민과 호흡했던 민간단체의 역할도 에 

띈다. 푸른시민연 는 특성화 로그램인 ‘주말 놀자 학교’를 통해 학생 이상

의 청소년들을 상으로 학생과 1：1의 멘토링 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내 자원들을 활용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해마다 개최하는 다문화축제 ‘열다’는 청소년이 직  부스를 비하고 모국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과의 다문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

공

기

관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중국어 이중언어교실 

∙ ’11년 초 중도입국자녀 지원프로그램 실시(동대문구, 관악구)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방과 후 교실 실시

동대문도서관

∙ ’10년 음악으로 떠나는 책 속 세계여행(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연관된 

음악을 연주하는 클래식 해설음악회), 세계문화체험학습축제, 세계문화

독서여행 등 체험프로그램 다수 실시

민간

기관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 한국어 도서, 다국어(12개국) 도서 각 5천권씩 총 1만 여권 소장

∙엄마나라 동화 구연, 연극놀이, 음악미술심리치료 진행

∙ 나만의 책 친구：자원봉사자와 1：1 멘토링으로 책읽기 

∙신나는 토요일 - 세계 속의 엄마나라를 배우고 느끼게 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 전통음식, 문화체험 

푸른시민연대
∙ 주말 놀자학교(통합형 프로그램)

∙ 다문화축제 ‘열다’ 매년 개최 

<표 3-24-3> 동대문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92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지원정책과 생활실태

12) 동작구 

동작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수는 271명으로 25개 

구  13 (3.86%)이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는 19명으로 25개 구  15

(1.81%)로 집계되었다. 

출신 국가별로는 재 동포가 192명으로 월등하게 많은 수를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 국(29명), 일본(19명), 필리핀(9명), 베트남(6명) 순으로 나타났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수(명) 192 29 19 9 6

<표 3-25-1> 동작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동작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42,748(명)

(25개 구 중) 15위
0.68%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71(명)

(25개 구 중) 13위 
3.86%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9(명)

(25개 구 중) 15위
1.81%

구청 사업 현황 ∙ 구청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 부재 

<표 3-25-2> 2010년 동작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동작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다문화 산모도우미 서비스’ 등 성인 여

성과 ․유아를 한 구청 사업은 시행되고 있으나 그 간세 인 청소년을 

한 구청 사업은 재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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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베트남어 이중언어교실

동작 도서관
∙ ’10년 ‘책으로 떠나는 친구나라 여행’：다문화, 함께하는 행복과 관련

된 도서전시회 개최

동작구

종합사회복지관
∙ 다문화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연결하여 학습지도, 멘토링

민간

기관

결혼이민자여성 

평등찾기

∙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지원 프로젝트：대학생 멘토링 사업(초․ 중등 

학생에게 자존감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10년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재활용장난감, 옷 나누기 ‘동그라미 

놀이터’ 행사 실시

<표 3-25-3> 동작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등학교 학년을 상으로 베트남어 이

언어교실을 운 하고 있다. 동작도서 에서는 ‘책으로 떠나는 친구나라 여

행’이라는 주제 아래 도서 시회를 개최하 다. 이는 로그램을 통해 일반 청

소년과 이주청소년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는 에서 주목된다. 

다음으로, 동작구 종합사회복지 은 등학생과 학생을 1：1로 연결하여 학

습지도를 심으로 멘토링 로그램을 진행한다. 민간기 인 결혼이민자여성

평등찾기는 해마다 학기 에는 학용품 나 기 행사를 실시하며, 학생 멘토

링 사업을 통해 이주청소년 학습 지원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3) 마포구 

동작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수는 150명으로 25개 

구  22 (2.14%)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31명으로 25개 구  9 (2.95%)

를 차지한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중국(재중동포) 태국 대만 필리핀

수(명) 54 48 12 11 7

<표 3-26-1> 마포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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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소년 수
마포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38,894(명)

(25개 구 중) 18위
0.47%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150(명)

(25개 구 중) 22위 
2.14%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31(명)

(25개 구 중) 9위
2.95%

구청 사업 현황
∙ 구청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 부재 

∙ 전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일부로서 자녀 방과 후 교실 운영(가정복지과)

<표 3-26-2> 2010년 마포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마포구 교육지원과와 가정복지과는 결혼이민자를 한 한 교실, 결혼이민

여성 친정부모 맺기 등 성인여성 주의 사업을 진행 이나, 이주청소년 지원 

단독 사업은 재로선 미비하다. 단,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차원에서 구청 가정

복지과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한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결혼

이민여성 포럼단 운 , 일자리 창출, 가족 역량강화 차원의 법률교육 등을 실시

한다.

그  자녀 방과 후 교실은 문화교실, 교과학습지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수혜 상은 2010년 45명에서 2011년 70명으로 확 할 정이다.37)

37) 외국인정책 원회, 201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pp. 3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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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마포평생학습관
∙ ’10년 테마전시 건축으로 만나는 다문화이야기：세계 전통가옥 소개 

전시회. 어린이실 다문화관련도서 115권 비치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 ’10년 ‘까매서 안 더워’ 삽화전시회：코시안인 주인공의 일상을 통해 

다문화시대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민

간

기 

관

(사)다문화

공동발전협회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및 문화교류 사업, 다문화캠프 실시

세이브더칠드런

∙ 이중언어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개발：베트남어 교재개발, 교육

∙이중언어/다문화강사 양성교육 및 파견：어린이집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

터에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다문화가

정의 이중언어교육 환경을 개선

∙ ‘하나 Kids of Asia’：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베트남 출신인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나라의 말과 문화를 배울 기회 제공 

공통 
민간 

기관
우양재단

∙ 기온장학금：이주노동자가정 또는 국제결혼가정의 성적우수하고 경제

적으로 어려운 초등학생에게 1년간 장학금지원

∙ 심연(心蓮)：만 24세 미만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희망지원금 

지원, 정서지원, 캠프실시

<표 3-26-3> 마포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마포구의 경우, 마포 평생학습 (본 , 아 분 )이 각각 테마 시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로그램을 통해 내 이용객들의 문화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기 인 세이 더칠드런은 이 언어 교육을 특성화시켜 교재  로그

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이 언어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견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 우양재단은 기온장학 을 마련하여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성 이 우수하나 경제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다. 

만 24세 미만의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상으로 심연(心蓮)이라는 이름의 

희망지원 을 비롯하여, 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캠  등의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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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대문구 

서 문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수는 244명으로 25개 

구  20 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25개 구  15 (6명)를 차지한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수(명) 114 25 23 20 14

<표 3-27-1> 서대문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2010년에는 구청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마음캠 , 문화체험, 다문화가족 한

국어교육 등 가족단  사업이 개되었으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은 부

재하 다. 2011년에는 인근 학(연세 , 이화여 , 명지 , 서강  등)과 력

하여 자원 사자를 견하는 행복 두드림 사업을 개할 정이다.

전체 청소년 수
서대문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36,270(명)

(25개 구 중) 19위
0.69%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44(명)

(25개 구 중) 20위 
3.06%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6(명)

(25개 구 중) 15위
1.10%

구청 사업 현황

∙ ’10년 구청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 부재

∙ ’11년 대학생과 함께하는 행복 두드림 사업：인근대학 학생 자원봉사자를 해당 전공별

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파견

<표 3-27-2> 2010년 서대문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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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서대문 도서관

∙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문화체험 프로그램：다양한 그림책과 체험으

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10년 5월부터 6개월간 주1회 도서관 1층 

문화교실에서 실시

북한 이탈

청소년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 새터민 대학생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 멘토링 활동을 통한 진로 지도 

<표 3-27-3> 서대문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서 문도서 은 2010년 5월부터 6주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 자

녀를 해 다양한 그림책을 활용한 도서  문화체험 로그램을 실시하 다.

여자 학교 종합사회복지 은 서울시 평생교육 력국(2010년 당시)의 공모

사업에 뽑  지원받은 산으로 새터민 학생을 한 자립역량강화 평생교육

로그램-‘자립 내비게이션’을 진행하 다. 즉, 포트 작성, 강의시간 발표  

어학습 노하우 등 학생활에 필수 인 과제를 익히도록 도왔다. 2011년에

는 문가와 청소년의 1：1 결연을 통한 진로지도 멘토링 로그램을 진행 

이다. 

15) 서초구 

서 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수는 150명으로 25개 

구  23 (1.80%)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11명으로 25개 구  20 로 나

타났다. 인근의 강남, 송 구와 더불어 북미, 일본, 유럽출신 거주 청소년 비율

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특히 랑스 출신 청소년 수가 25개 구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대만

수(명) 38 35 19 11 4

<표 3-28-1> 서초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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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소년 수
서초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36,270(명)

(25개 구 중) 19위
0.26%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126(명)

(25개 구 중) 23위 
1.80%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1(명)

(25개 구 중) 20위
1.05%

구청 사업 현황 ∙ 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 부재

<표 3-58-2> 2010년 서초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서 구 반포동에 치한 국립 앙도서  내 디지털도서 은 다국어 정보실

을 운  이다. 디 러리포털 다문화정보서비스는 다문화 련 정보를 7개국 

언어( 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국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제공하며, 다문화 

아동 도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국립

중앙도서관

∙ ’09년 5월 국립중앙도서관 내 디지털도서관 개관. 각국 언어가 지원되는 PC사용, 

위성방송 시청 가능한 다국어 정보실 운영(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베트남

어)

∙디브러리포털 다문화 정보서비스 운영：다문화 관련 정보를 7개 국어로 제공하는 

웹기반 서비스로 다문화 아동교재 개발 등 사업 실시 

북한 

이탈 

청소년

종교

기관

두리하나

국제학교

∙ 기독교 민간단체 (사)두리하나에서 설립한 초․중등과정 대안학교로 무상교육, 기

숙사를 제공. ’09년 9월 개교

∙ 일반 한국학교 교육과정 정규수업을 따르며 외부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 선배들

의 특강 실시 

∙ 월 4회 시험을 거쳐 철저한 수준별 수업 진행

<표 3-28-3> 서초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북한 선교 기독교단체인 (사)두리하나에서 2009년 설립한 두리하나 국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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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일제 상주 교사 8인  원어민교사와 자원 사자를 활용하여 교사와 학

생의 비율이 2：1이 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 학교

에는 2010년 기  20여명의 학생이 재학 이며 서 구뿐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응이 어려웠던 인근 자치구의 학생들도 다닌다. 

16) 성동구 

성동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수는 281명으로 25개 구 

 11(4.01%를) 차지한다. 외국계주민 자녀  출신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재 동포가 167명으로 1 이며, 그다음으로 국(32명), 베트남(19명), 필리핀

(17명), 몽골(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3위(공동)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수(명) 167 32 19 17 10

<표 3-29-1> 성동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성동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33,385(명)

(25개 구 중) 21위
0.90%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81(명)

(25개 구 중) 11위 
4.01%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9(명)

(25개 구 중) 16위
1.81%

구청 사업 현황 ∙ 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 부재

<표 3-29-2> 2010년 성동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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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을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지만, 일반청

소년을 한 사업은 내 고 학생 500여명 상의 방과 후 공부방 등 다양

하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11년 개소한 신규센터로 한양대학교 아동가족 상담센터에 위탁하여 집단 

상담실시, 아동양육지원, 언어발달 지원 실시 예정

성동

지역 자활센터

∙저소득가구 자녀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다문화가구 대상 방과 후 방문교육

서비스：다문화보육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한글 지도, 인지능력향상프로

그램, 학교과제 수행지도

성동

외국인근로자

센터 내 

지구촌학교

∙ 방과 후 학습지도(한국어, 숙제지도,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지도)

∙ 성장교육(학부모교육, 성교육, 환경교육, 정체성교육 등)

∙ 문화체험 활동, 특별활동 지원 

∙ 의료비 및 생활비, 장학금지원 및 간식제공

∙ 각종 상담(학교입학, 진로, 생활, 의료, 기타 상담)

<표 3-29-3> 성동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1년에 개소한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양 학교 아동가족 상담센

터에 탁하여 집단 상담을 실시하며, 자녀를 상으로 아동양육 지원, 언어발

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재로서는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을 상

으로 한 지원 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성동지역 자활센터는 소득계층 자녀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방과 후 방문

교육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그 범 를 확 하 다. 다문

화보육사가 직  가정을 방문하여 한  지도  인지능력향상 로그램을 실시

하며, 어려운 학교 과제를 지도함으로써 학교 교육도 보조하고 있다.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는 학습지도를 한 방과 후 교실 이외에도 다양한 문

화체험 활동을 비롯하여 특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

끼는 이주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자아 개발을 한 성장교육을 병행한

다. 이에 따라 성교육, 환경교육, 정체성 교육 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학부모 교

육을 통해 자녀 성장을 한 가족 심의 디딤돌을 마련하고 있다. 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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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진로 상담을 비롯하여, 생활  의료,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을 통해 이주청소년 당사자에게 개별 으로 근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17) 성북구 

성북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수는 321명으로 25개 구 

 12 (4.15%)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26명으로 25개 구  10 (2.47%)

를 차지한다. 

외국계주민 자녀의 출신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재 동포가 163명으로 가

장 많고, 그다음으로 국 38명(2 ), 베트남 24명(3 ), 필리핀 18명(4 ), 태국 

12명(5 ) 순으로 나타났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수(명) 163 38 24 18 12

<표 3-30-1> 성북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성북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33,385(명)

(25개 구 중) 21위
0.56%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91(명)

(25개 구 중) 12위 
4.15%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26(명)

(25개 구 중) 10위
2.47%

구청 사업 현황 ∙ 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 부재

<표 3-30-2> 2010년 성북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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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행정과는 외국계주민을 한 한 교실, 성북 로벌빌리지센터

를 통한 각종 문화체험 로그램을 시행하 으나, 부분 성인을 상으로 하

고 있어,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기초 다지기 프로젝트

종교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 보문학교 - 한국어교육 실시

∙찾아가는 서비스 -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상담 실시 

북한

이탈

청소년

민간
가족 공동체

(그룹홈) 

∙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생활공동체(남성)

∙ 방학을 이용한 가족 여행 

∙ 예술(미술)활동을 통한 심리 치유 및 자기 표현력 강화

<표 3-30-3> 성북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인 결혼이주여성을 한 다양한 지원 로

그램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 언어 교육을 한 기  다지기 

로젝트’ 등과 같은 아동․청소년 상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천주교 노동사목 원회에서 운 하는 보문학교는 한국어교육을 문 으로 

실시하는데,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 등 성인세 를 상으로 하다가 최근 

도입국청소년의 숫자가 늘면서 이들에 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

수인 청소년을 한 특별반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하여, 성인반에 청소년이 합

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로 개선되었다.

가족 공동체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  남성만을 상으로 운 되는 생활

공동체(그룹홈)이다. 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의 래 

청소년들이 모여 서로 남한사회의 응을 돕고 지지하며 생활한다. 식구가 되

는 청소년들은 하나원의 소개 등으로 연결되어 온 경우이다. 구성원 원이 일

반학교에 재학 이며, 방과 후에는 학원 교습이나 과외지도 등 학업을 보조하

는 활동을 한다. 특별히, 심리 치유  술  자기 표 력을 강화시키고자 

2010년에는 기성작가들과 1：1 멘토링을 통해 창작미술작품을 만들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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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를 통해 일반 시민과 교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 다. 한, 방학을 이용

한 가족여행을 통해 심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등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

양한 측면으로 청소년들의 자아개발과 성장을 돕고 있다. 

18) 송파구 

송 구 거주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수는 316명으로 25개 

구  9 (4.50%)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76명으로 25개 구  4 를 차지

한다. 외국계주민 자녀의 출신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재 동포가 12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으며, 그다음으로 국(111명), 일본(9명), 베트남(18

명), 필리핀(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재중동포)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수(명) 120 111 19 18 11

<표 3-31-1> 송파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송파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91,927(명)

(25개 구 중) 2위
0.43%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316(명)

(25개 구 중) 9위 
4.50%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76(명)

(25개 구 중) 4위
7.23%

구청 사업 현황
∙ 구청 복지행정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원. 2세 교육인 이중언어교실, 악기배

우기, 미술심리치료, 야외활동 등 제공

<표 3-31-2> 2010년 송파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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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구청의 이주청소년 사업은 주로 송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

루어진다. 송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에 마천청소년수련 을 활용한 

주1회 이 언어교실을 통해 이주청소년에게 국어 단어수업, 동요수업, 문화

체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 밖에 센터 내 활동으로는 바이올린교실, 미술심리

치료, 교과서체험활동  곤충교실 등이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한 지원기

으로 기숙사제 안학교인 하늘꿈학교가 운 되고 있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청

소년

공공

기관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통한 1：1 멘토링

∙ 학습지원(한글교육과 수학 영어 등 교과지도)

∙ 중국어 이중언어교실(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

∙ 미술심리치료

송파 어린이도서관

∙ 세계 각국 도서를 비치한 ‘월드존’을 도서관 2층에 설치

∙ 도서 검색 시 다양한 언어로 본문검색 가능(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북한 

이탈 

청소년

종교 

기관 
하늘꿈학교

∙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대안학교로 적응을 위한 학습지도와 특성화 교육 

실시. 기숙사 운영, 영어, 컴퓨터, 태권도, 피아노 등 특기적성교육, 입시준

비 프로그램 제공

<표 3-31-3> 송파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19) 양천구 

양천구 거주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211명으로 25개 구  1 (20.08%)를 차

지한다. 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을 합한 인구수도 

25개 구  6 (389명)를 기록하는 특징을 보인다. 

국가별 거주청소년 수 상  5개국을 살펴보면 재 동포를 포함한 국 출신

이 191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재중동포) 중국 기타 필리핀 일본

수(명) 191 55 23 19 14

<표 3-32-1> 양천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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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자체사업으로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로그램은 운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부분의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  구내 복지 과 기타 기 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 수
양천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78,207(명)

(25개 구 중) 3위
0.70%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389(명)

(25개 구 중) 6위 
4.83%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211(명)

(25개 구 중) 1위
20.08%

이주청소년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리 업무：자치행정과 담당

∙ 다문화가정 지원업무：여성복지과 출산지원팀 담당

구청 사업 현황
∙ 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은 부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통해 다문화 ․ 탈북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표 3-32-2> 2010년 양천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양천구는 북한이탈주민 집거주지역이므로 ‘새터민지원 지역 의체’ 운 , 

‘새터민 한가족 자매결연사업’ 추진, 생필품지원, 무료건강검진 등 지역 내 탈

북민의 안정  정착을 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집

단 거주 임 아 트가 치한 신정7동 주민자치회 은 다문화가정을 한 한

국어 교실을 운  이다. 이 한 이주청소년이 아닌 결혼이주여성을 상으

로 하며 그 외 취미 로그램을 실시한다.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기 들은 부분 학습지원  정서지원을 통해 일반학

생과의 학습격차 해소와 동질감 회복을 목 에 집 한다. 양천구 지역 내 종합

사회복지 은 방과 후 공부방을 운 하고, 멘토링 로그램, 특기 성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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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응을 지원한다. 한, 정기 인 문화체

험 활동과 야외 활동을 통해 래 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1년 개소한 신규센터로 1：1 언어발달교육, 이중언어교실, 인근 보육

시설 파견형태 사업 예정

신월 

청소년문화센터

∙ 일반청소년과 외국인가정 청소년이 함께하는 다문화체험캠프

∙ 미터 데이 운영：국가별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일반 청소년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실시

신월 

종합사회복지관 

∙ 특기적성개발 지원사업 ‘꿈키우기’ 프로젝트

∙ 미술교실, 영어뮤지컬, 사물놀이, 발표회

신정 

종합사회복지관 
∙야외활동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북한 

이탈 

청소년

공공

기관

한빛

종합사회복지관

(남부하나센터)

∙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개별, 집단 학습지도

∙ 멘토링 프로그램, 정서지원(여가활동, 문화체험) 

∙ 가족의 관계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민간

기관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

∙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 공간, 방과 후 공부방 제공

∙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지원, 상담교실 운영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 1：1 맞춤교육을 통한 일반학교 적응력 향상, 영어발음교실 운영 

∙ 남한문화 체험 활동

종 

교기

관 

한민족학교
∙ 기독교 대안학교로 정규과정 인정은 되지 않으나 초․중등 과정교육

∙ 재정지원, 물품후원, 학습지도 및 문화탐방

꿈사리공동체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생활공동체(그룹홈)로 새터민 청소년의 

생활적응 및 자립 도모

∙검정고시 준비, 적성에 맞는 자격증 취득 및 취업준비

∙ 단체 활동, 문화 활동을 통한 인간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 자립 후：지속적 만남, 장학금연계, 취업알선, 생활정보제공 

새터교회

∙ 교회 내 탈북민자립지원센터 운영

∙ ’09년 6월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해오름공부방’ 운영：영어, 수학, 

레크리에이션 등 방과 후 수업, 외국어교실(중국어)

<표 3-32-3> 양천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한편, 그룹홈 형태인 꿈사리 공동체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 

꿈사리 공동체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잘 

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족처럼 도와주고 동시에 자립의지와 역량을 강화시

키기 한 비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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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등포구 

등포구는 서울시 25개 구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최  

집 지역으로 580명(8.27%)이 거주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 체 청소

년 수는 41,775명으로 25개 구  16 를 차지함에 따라 체 청소년 비 이주

청소년 비율이 1.42%로 기타 구에 비해 높았다.

본인 는 부모님의 출신 국가별로는 재 동포가 4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출신 81명, 베트남출신 16명, 필리핀출신 14명, 만출신 10명의 순으

로 나타났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재중동포)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수(명) 438 81 16 14 10

<표 3-33-1> 영등포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영등포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41,775(명)

(25개 구 중) 16위
1.42%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580(명)

(25개 구 중) 1위 
8.27%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2(명)

(25개 구 중) 19위
1.14%

이주청소년 

담당부서 
∙ 다문화가정 지원업무：자치행정과 외국인지원팀 담당

영등포구청 사업 

현황

∙①한국어교육(방문교육) ②이중언어교실(방문교육)은 미취학뿐 아니라 청소년도 포함③

청소년 캠프 연 2회 ④각종 문화탐방, 한국문화체험(추석, 설날에 한국 명절 체험) ⑤한국 

학생 대상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학교를 방문해서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을 실시)

<표 3-33-2> 2010년 영등포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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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포구청은 이들을 상으로 1)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2) 미취학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이 언어교실을 진행한다. 이 두 가지 로그램은 방문교육

을 병행하고 있어 교육장소로의 근성이 낮거나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 한, 각종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며 학교를 방문하여 

체 학생을 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영등포 글로벌빌리지센터

∙ 한국어특별반(KSL)：서울시청과 연계하여 미취학․ 공교   육 이탈

청소년에게 ’11년 3월부터 주5회 4시간씩 집중   교육을 통해 

학교 진학지원 

∙ 구와 아동센터 연결. 교육청 시범 운영 학교로 대림2   동 영림초

등학교 관리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언어 발달, 중국어 이중언어교실을 초등 저학년 대상으   로 실시

(관내 다문화지원기관이 많아 인구대비 센터이용   률은 높지 

않음)

영등포평생학습관
∙ ’10년 행사성 프로그램 3회 개최(필리핀, 베트남 문화체험 프로그

램, 동남아 10개국 화폐전시회)

종교

기관 

살레시오

다문화교육센터 

∙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이주아동 전담생활시설로 초등학   생 대상 

생활 및 학업지도․생활의 전반을 지원

북한 

이탈 

청소년

민간

기관 
셋넷학교

∙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 남한정착을 위한 기본학습：남한 대중문화, 자본주의 경제교육

∙검정고시대비 등 교과학습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아 정체성 발견에 중점을 두는 교육：예

술체험, 현장체험, 창작극 등 정기적인 예술 발표회 실시

∙ 공동체 활동：남한또래 공동 활동

<표 3-33-3> 영등포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 자녀의 수가 월등히 높은 지역구의 특성에 

맞춰 등포구 로벌빌리지센터는 2011년부터 3월부터 서울시청과 연계하여 

미취학 아동  공교육 이탈 청소년에게 한국어수업을 진행한다. 이는 단순히 

언어교육을 넘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 언어 응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언어발달을 비롯하여 국어 이 언어교실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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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청소년을 한 안학교인 셋넷학교의 경우, 남한사회 정착을 한 

기본 사회 응 교육과 함께 공교육이탈 청소년들을 상으로 학진입을 한 

검정고시 비반을 운 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남한의 래 청소

년들과 교류하고, 문화 술 활동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탈북경험을 인정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 교육내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1) 용산구

용산구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수는 25개 구  13 (311

명)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25개 구  22 이다. 출신국 별로는 일본이 

48명으로 2 를 차지하 는데 이는 용산구 내에 ‘리틀 도쿄’라고 불리는 일본

출신 외국계주민 집거주지역의 존재와도 계가 깊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재중동포) 일본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수(명) 86 48 29 23 17

<표 3-34-1> 용산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용산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26,177(명)

(25개 구 중) 24위
1.06%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71(명)

(25개 구 중) 14위 
3.86%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6(명)

(25개 구 중) 23위
0.57%

구청 사업 현황 ∙ 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 부재

<표 3-34-2> 2010년 용산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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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체 인구 비 이주청소년의 숫자가 상 으로 음에 따라 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을 한 단독 지원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용산도서관

∙ 다문화가정을 위한 컴퓨터교실, 외국계주민을 위한 한글교실 프로그램, 

동화콘서트(3개나라 동화와 노래를 엮은 공연)

∙ 세계문화의 달 특강(중국 이주여성 특강, 몽골문화 소개 및 전통 춤 공연), 

세계 음식문화 체험(필리핀, 미얀마, 몽골, 중국), 세계 음악공연(세계 민속

악기 연주)

남산도서관
∙ 도서관 4층에 다문화자료 전용서가 설치. 국가별 원서 제공

∙ 2층 연속 간행물실에 국외 잡지 비치

종교 

기관

용산나눔의집 

나눔공부방

∙ 다문화축제 

∙ 나눔공부방(숙제지도, 문화수업, 간식제공, 견학)

<표 3-34-3> 용산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하여, 그 자녀들을 상

으로 다양한 로그램을 진행 이다. 특별히 용산도서 의 경우, 지역 도서

의 특성을 잘 살려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컴퓨터 교실과 한  교실을 운 하

며 ‘동화콘서트’를 개최하여 각 나라 동화와 노래를 익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세계문화의 달’에는 국이주여성 특강, 몽골문화 소개  통춤 공연 등이 

진행된다. 용산 나눔의 집은 ‘나눔공부방’을 만들어 숙제지도와 문화 수업 등의 

교육 로그램과 견학 등 문화체험 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다.

22) 은평구 

은평구 거주 결혼이주가정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의 숫자는 222명으로 25

개 구  19 (3.16%)이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는 4명으로 25개 구  22

(0.95%)를 차지한다. 외국계주민 자녀의 출신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출

신이 68명으로 1 이며, 재 동포가 2 (60명), 일본출신이 3 (22명), 기타가 

4 (18명), 베트남ㆍ필리핀출신이 5 (14명)로 집계되었다. 



제3장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111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중국

(재중동포)
일본 기타 베트남·필리핀

수(명) 68 60 22 18 14

<표 3-35-1> 은평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은평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62,628(명)

(25개 구 중) 6위
0.37%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222(명)

(25개 구 중) 19위 
3.16%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0(명)

(25개 구 중) 22위
0.95%

구청 사업 현황 ∙ 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 부재

<표 3-35-2> 2010년 은평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은평구 체 청소년 비 이주청소년들의 수가 미흡하여 구청 차원의 이주청

소년을 한 단독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0년에는 청소년 대상 단독 사업 부재

∙ ’11년부터 언어발달, 방문교육, 발달 상황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예정

은평구

외국인근로자센터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 

∙ 다솜누리교실：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프로그램, 문화체험

<표 3-35-3> 은평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 외 지원기  로그램 운  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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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청소년 상 단독 사업이 없었지만, 2011년부터 언어발달  발달 상황에 

따른 다양한 로그램을 진행한다. 특별히, 방문교육을 병행하는 것은 착형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과 련된다. 한,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등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 로그램인 ‘다솜 리교실’을 운 하기도 하며 각종 문화체험 

로그램을 시행한다. 

23) 종로구

종로구의 이주청소년 수는 57명으로 서울시 25개 구  최하 인 25 이고,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1명으로 집계되었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기타 베트남 파키스탄

수(명) 36 14 3 2 1

<표 3-36-1> 종로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종로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62,628(명)

(25개 구 중) 6위
0.21%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57(명)

(25개 구 중) 25위 
0.81%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명)

(25개 구 중) 24위
0.09%

구청 사업 현황 ∙ 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 부재

<표 3-36-2> 2010년 종로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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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종합 

지원 

기관

공공 

기관
무지개청소년센터

공 통 

∙ 이주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소년 다문화이해증진 프로그램(교사·청소년·실무자)

∙ 청소년 다문화역량강화사업：무지개문화탐험대, 사례 관리, 

학습지원 멘토링

∙ 청소년다문화 포럼 

다문화

청소년

∙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레인보우 스쿨’

∙ 특기적성지원 ‘Happy Rainbow-재능나눔’

∙ 진로탐색프로그램 ‘무지개job아라’

 북한

 이탈

청소년

∙ 입국초기 교육프로그램-하나둘협력학교 운영, 비교문화체험 프

로그램, 하나원 방문교육 

∙ 지역사회정착프로그램 

∙ 학교밖 북한이탈 청소년 장학지원사업 

다문화

청소년

민간

기관 

다문화 

사회진흥원

∙ 가족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문화체험 활동 

∙찾아가는 예능 교육：합창, 악기 교육 

북한 

이탈 

청소년

북한인권시민연합

∙ 한겨레 계절학교(방학 중) 운영

∙ 가정학습방문지도：1：1 학습 멘토링, 방문과외지도

∙ 탈북청소년 축구팀인 L4 운영 

∙ 탈북대학생 리더십캠프 운영

<표 3-36-3> 종로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 을 한 단독 지원 사업은 없다. 이는 종로구가 거주

지역이 아닌 행정․상업지구인 특성과 연 되어 있다. 

한편, 거주 집지역의 여부와 계없이 체 이주청소년을 상으로 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 들이 있다. 여성가족부 소속 이주청소년 지원 종합

기 인 무지개청소년센터가 표 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무

지개청소년센터는 이주청소년에 한 문 이고 통합 인 지원 체계를 마련

하기 하여 2006년 4월 국가청소년 원회 지원교부 으로 설립되었다. 이주

청소년의 입국부터 정착까지 지속 이고 일 성 있는 지원을 목표로 하며 북한

이탈 청소년  도입국 청소년을 상으로 한국 사회 기 응 교육 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 지역 거 센터를 운 함으로써 앙과 지역의 연계

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청소년의 다문화역량 강화를 하여 다

양한 로그램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 포럼과 같은 학술행사

와 교사와 청소년, 실무자를 상으로 다문화이해증진 로그램을 진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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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회  인식 개선을 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진흥원은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가족리더십 향상 로그램을 매

달 1회 실시하며, 합창과 악기교육을 활용하여 이주청소년들에게 자기 표 력

을 강화시키고 술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4) 중구 

구의 이주청소년 수는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124명(25

개 구  24 ), 북한이탈 청소년 14명(25개 구  18 )으로 비교  소수로 집

계되었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

(재중동포)
중국 베트남 일본 대만

수(명) 48 27 18 11 10

<표 3-37-1> 중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중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22436(명)

(25개 구 중) 25위
0.62%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124(명)

(25개 구 중) 24위 
1.77%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4(명)

(25개 구 중) 18위
1.38%

구청 사업 현황 ∙ 구청 차원의 이주청소년 단독 지원 사업 부재

<표 3-37-2> 2010년 중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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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서울글로벌센터

∙ 한국어교실(평일, 주말, 특별히 몽골어반 운영) 

∙ 다문화학당：언어교육 및 학습지원 사업을 제공. 서울거주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5세~10

세)대상 이중언어, 예체능 교육(특기적성교육) 

∙ 교실에서 만나는 먼나라이웃나라 

서울특별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교육(무지개 청소년센터 사업 위탁)

중구구립 신당도서관
∙ ’11년 3월 개관. 중구 최초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대상 코너가 별도로 

설치되어 외국도서 이용 가능

민간

기관 

한국 문화교류재단 ∙ 한국어교류·문화교류 

정동 

다문화어울림학교

∙ 한글교육, 문화체험, 방과 후 교실, 상담프로그램 운영

∙ 무지개탐험대：무지개청소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주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국문화체험 실시

∙ 중구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여름방학 중 시행)

북한 

이탈 

청소년

종교

기관

여명학교 ∙ 전일제 대안학교. 고교과정은 2010년에 학력인정대안학교로 승인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

∙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주관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모임

∙ 청소년과 선생님 간 1：1 결연 맺어 적응지원, 새터민청소년 단체 활동, 

가족상담, 캠프, 명절행사

<표 3-37-3> 중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청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상으

로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상담, 뉴스 터 제공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 이나, 

이주청소년을 한 단독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에 치한 서울 로벌센터는 서울시의 표 인 외국인 지원기구로, 학

령기의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 이다. ‘다문화학당’은 다문화가

정을 상으로 언어교육과 학습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 교

육 부담을 여 안정 인 한국생활 정착에 기여하고자 운 된다. 교실에서 만

나는 먼나라 이웃나라는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한 학교  단체를 방문하여 문

화소개  체험교육을 통해 편견을 타 하기 한 로그램이다. 

서울특별시립 서울 청소년수련 은 2011년부터 (재)무지개 청소년센터의 사

업을 탁받아 도입국 청소년을 상으로 한국 사회 기 응 교육을 실시할 

정이다. 구 구립 신당도서 은 2011년 3월에 구 최 로 도서  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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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외국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실을 설치하 다.

다음으로 정동 다문화어울림학교는 정동교회에서 운 하는 형태로 방과 후

교실,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로그램, 상담 로그램 등 다양한 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 교구 민족화해 원회 주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모

임인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은 청소년과 성인 간 1：1 결연을 통해 한국사회 

응을 지원하며 가족 면담, 캠 , 명  행사 등 다채로운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25) 중랑구

랑구의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은 334명으로 25개 구  

8 (4.76%)이고, 북한이탈 청소년은 8명으로 25개 구  17 (1.71%)를 차지

한다.

밀집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국가 중국(재중동포)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수(명) 212 43 22 15 9

<표 3-38-1> 중랑구 출신 국가별 다문화청소년 분포

전체 청소년 수
중랑구 전체 대비 

이주청소년 비율

47,191(명)

(25개 구 중) 13위
0.76%

다문화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다문화청소년 수 대비

334(명)

(25개 구 중) 8위 
4.76%

 북한이탈 

청소년 수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 수 대비

18(명)

(25개 구 중) 17위
1.71%

구청 사업 현황
∙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방문교육 실시：초등학교 저학년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읽기, 말하기, 쓰기)서비스 제공 

<표 3-38-2> 2010년 중랑구 이주청소년 인구 및 구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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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구청의 이주청소년 지원 사업은 구청 단독이 아닌 랑구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통해 진행되지만 이주청소년 수에 비해 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로그램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고교생

에 비해 등학교에 재학 인 이주청소년의 비율이 압도 으로 높은 상황을 

감안해 부분의 사업이 등학교 학년 학생을 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랑구립 정보도서 은 다문화-함께하는 행복 로젝트의 일환으

로 동화 구연 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스토리텔링 

문 자원 사자를 모집해 활용하고 있다.

구 분 기관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청소년

공공

기관

중랑구립

정보도서관

∙ 다문화-함께하는 행복프로젝트：’11년부터 이주아동 대상 정기적인 동

화 구연 프로그램 운영.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스토리 텔링 

전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진행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방문교육 실시：초등학교 저학년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읽기, 

말하기, 쓰기)서비스 제공 

북한 

이탈 

청소년

공공

기관

중랑 청소년수련관 

내 

통일청소년위원회

∙ 남과 북의 청소년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자치회

∙ 남바라기：북한이탈 청소년 학습, 정서지원, 멘토링, 문화적응 프로그램

∙ 북바라기：남한학생대상 북한학교 수업내용 배워보기, 퀴즈풀기, 역

할극

∙ 맞바라기 캠프：남북청소년 공동 과제수행, 체험활동

<표 3-38-3> 중랑구 이주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랑구립 청소년수련  내 통일청소년 원회는 남과 북의 청소년이 함께 다

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청소년 자치회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상

으로 한 ‘남바라기’ 로그램과 남한 청소년을 상으로 한 ‘북바라기’ 로그

램을 통해 상호 이해하는 훈련을 하게 하며 통합 로그램인 ‘맞바라기 캠 ’를 

통해 공동 과제를 수행하고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등 화합을 도모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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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3장에서는 이주청소년 련 지원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교육과학기술

부, 문화체육 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 부 등의 정부부처와 서

울시청  서울시 25개 구청,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 의 행정 자

료를 통하여 이주청소년을 한 지원 정책과 추진 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서울시의 경우 다문화가정 담당부서와 청소년 담당부서 간의 업무분장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청소년 업무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문제로 

인식하여 다문화가정 담당 부서가 체 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 이

주청소년 복지서비스는 부분 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의 집행기능만

을 하고 있어 다수가 아동 양육 서비스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

된 사업이 많다. 나아가, 자치구와 같은 기 자치단체에서는 더욱 그 기능이 

소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 의 지원에 로그램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실이다. 구청 차원에서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등에서 주로 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어 향후 담부서의 설치  활용이 기

된다.

서울시 지역 내 이주청소년 지원기 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

로자센터, 로벌센터 등과 같이 지역 외국계주민의 지원업무를 겸하는 기 들

이 표 이다. 한, 교육청과 같이 앙부처의 각 지역 연계 기 과 종합사회

복지 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 사회복지기  이외에

도 지역사회 내에 종교기 이나 민간기   단체들이 있다. 

앞서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구별 지원 사업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추진체계에서 공공기 의 비 보다 민간기 의 비

이 큰 것을 악할 수 있다. 이는 공공 역에서 단 사업으로 외국계주민 련 

정책이 확장되기 이 에 이미 NGO나 종교단체 등과 같은 민간 역에서 그 필

요성이 두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들 단체들은 장 심 인 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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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청소년에 한 착형 지원서비스를 실시하

고 있다.

사업  로그램의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이주청소년을 상으로 하

는 지원 로그램은 교과지도, 한국어 교육, 이 언어교육, 문화체험 활동, 특기

성교육, 멘토링, 심리상담, 진로지도 등으로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한국어교육과 이 언어교육 등 언어 교육에 한 비 이 높으며, 반 으로 

아동연령에 한 보육서비스나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상으로 한 로그램이 

부분이었다. 따라서, 이주청소년만을 상으로 하는 특화 사업은 미비하 다.

한편,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련 인 라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인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에 한 활용방안의 모색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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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생활 실태

제1절 조사 개요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언어ㆍ문화 인 배경이 한국 사회와 다

르다는 사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응하는데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

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그 근본 인 이유는 곧 단일문화권이었던 한국 사회

가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응력이 낮은 데 있다. 즉, 

이질 인 것을 포용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 하기보다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에게 빨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한국인 되기’를 요구하

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주청소년에 한 심층면 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몸소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 하게 분

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서 이주청소년의 한국 사회 

입국 기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구체 인 내용을 질문하 다. 

다만, 본인의 이주 경험에 한 부정 인 기억을 상기시키게 하는 것이 감수

성이 민감한 청소년기에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정 인 결과38)를 래할 수 있

38) 이주청소년 련 기 의 실무자들은 이를 두고 ' 어 부스럼 만들기’ 라고 표 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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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서 이주과정에 한 직 이며 구체 인 질문은 생략하

기로 하 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의 라포(Rapport, 신뢰)가 형성된 

이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몇몇 인터뷰에서는 실제 이주 동기와 과정에 

해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삶을 반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39) 

연구방법으로 심층면 을 택한 것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에서 악할 

수 없는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보다 상세하고 폭넓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면 으로 악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기 하여 이주청소년의 활동 장 내

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참여 찰을 병행하 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는 청소년기에 한 일반 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실제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생애주기의 특성을 염두에 두

어야 할 필요성, 청소년의 삶과 문제 등에 한 이해뿐 아니라 실천을 한 지

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 청소년 자체를 연구 상으로 한다는 에서 총체  

근 필요성이 두된다(최충옥, 199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재인용)는 

사실에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 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다른 시기에 비하여 아

주 짧은 기간 동안에 생리 , 심리 , 사회 , 교육 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

어 민감하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한 시기이므로 연구 참여자를 만나

고 심층면 을 수행한다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1. 심층면접 대상과 방법 

이 연구를 해 선정된 연구 참여자 분포는 다음과 같다. 

39) 생활공간에서 응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본인이나 부모님이 이주를 경험한 이주민이라는 

사실이 연구 참여자로 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음은 물론이며, 스스로에 한 낙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구계획 단계부터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권리를 존

하여야 한다(한상철, 2004)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 다. 한 이는 연구자의 윤리  문제와도 

연 이 되어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할 때 심사숙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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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며 스스로 이주를 경험한 만 9~24세 미만의 연령 범 에 속

하는 청소년이되, 심층면 이라는 조건을 감안하여 12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

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 자녀, 북한이탈 청소년 각각 15명씩 총 

45명을 선정하 다. 

심층면  결과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이주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에 한 근의 어려움

은 거주 집지역을 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지역종

합사회복지  등 이주청소년 련 지원기 과의 조로 해결되었다. 

최근 련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  여러 기 에서 동시다발 으로 진행

되는 연유로, 유  기 에 조를 구하는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실무자와의 

면담은 가능하나, 이주청소년과 직 으로 만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 최 한 다양한 집단의 이주청소년과 심층 면

을 진행하기 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 다.

기 의 실무자를 통해 일차 으로 이 연구의 목 과 심층면 의 의도를 설명

한 후, 부가 인 내용의 소개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이해하도록 하 다. 한, 

첫 면에서는 인터뷰 분 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하여 주변 인 이야기를 함

으로써 화를 이끌어 나갔다.

심층면 은 개별 면담이나 집단 면담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 개별 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면 조사 형식으로 60분~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

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면 을 실시하 으며, 최소 1회를 기본으로 최  

3회까지 하 다. 조사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개월이었다. 

심층면 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꼼꼼하게 필기하는 것이 어려우므

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녹음을 하 다.40) 녹음된 자료는 면담이 

이 진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까지 그 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 다. 그 과

40) 연구 참여자 에는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을 통하여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나, 본인의 이름이 

보고서에 기록되는 것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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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답변 내용 악이 곤란한 부분이나 추가 으로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으로 이메일 혹은 화로 연락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조

사를 하 다.

(1) 협조 기관 

이 연구를 하여 조한 기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 조사를 병행하

면서 기   단체의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추가하 다.

 구분 협조기관 소재지

민간

북한이탈 청소년 

셋넷학교 영등포구 당산동

가족공동체 성북구 정릉동

꿈사리공동체 양천구 신월동

한터 강서구 등촌1동

국제결혼가정 자녀

 + 이주노동자가정 자녀 

정동다문화어울림학교 중구 정동 

재한몽골학교 광진구 광장동 

한국다문화센터 관악구 봉천동

살레시오다문화교육센터 영등포구 신길동 

마자렐로센터 영등포구 신길5동 

결혼이민자평등찾기 동작구 대방동 

중국이주민상담센터 영등포구 대림동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성북구 보문동

지구촌 사랑나눔 구로구 가리봉1동 

공공

북한이탈 청소년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공릉1동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월4동

이주노동자가정 자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성동구 홍익동

통합 무지개청소년센터 종로구 통의동

<표 4-1> 연구 참여자 섭외 협조기관

(2) 연구 참여자 유형 및 일반적 특성 

가. 유형 

연구 참여자들을 집단의 유형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 이주노동자가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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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하 다. 

그  룹 인원 표집대상 표집지역(인구밀집지역) 조사기간

국제결혼가정 자녀 15명 12세~24세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12~1월

이주노동자가정 자녀 15명 12세~24세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12~2월

북한이탈주민 자녀 15명 12세~24세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  1~2월

<표 4-2> 집단별 연구 참여자 현황

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 23명, 여자 22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2

세에서 19세까지(10 )가 28명, 20세에서 24세까지(20 )가 17명이었다. 북한

이탈 청소년 16명을 제외하고,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몽골이 13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국이 5명, 베트남이 4명, 태국이 3명을 차지하 다. 그 밖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각 1명이었다. 

이들 에는 한민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가장 짧은 이도 있었으

며, 가장 오랫동안 한국 생활을 한 경우는 13년이었다. 거주지는 모두 서울로 

악되었는데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하나원 퇴소 이후, 지역으로 주거지를 배

치받았다가 교육  노동의 필요성에 따라 서울로 이사를 온 경우도 있었다. 정

규학교를 비롯하여 안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례는 33명( 안학교에

서 입검정고시 비 4명 포함)이었으며 그 외 정규학교 진학 정인 경우가 

3명, 교육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는 경우가 9명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내용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4-3>과 같다.

분류 번호 
출신 

국가
연령 성별

어머니 

출신국

아버지 

출신국

학교 재학

(학년)

한국

거주기간 
거주지

국제결혼가

정자녀

(15명)

A1 베트남 22 여 베트남 한국 대학(2) 7년 영등포구

A2 일본 16 남 일본 한국 중(3) 13년 동대문구

A3 우즈베키스탄 23 여 우즈베키스탄 한국 - 4년 성북구

<표 4-3>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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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호 
출신 

국가
연령 성별

어머니 

출신국

아버지 

출신국

학교 재학

(학년)

한국

거주기간 
거주지

국제결혼

가정자녀

(15명)

A4 중국 12 여 중국 한국 초(4) 2년 영등포구

A5 태국 14 여 태국 한국 초(6) 3년 영등포구

A6 몽골 21 여 몽골 한국 대학(1) 6년 동대문구

A7 몽골 19 여 몽골 한국 진학 예정 3년 동대문구

A8 중국 13 남 중국 한국 초(5) 2년 구로구

A9 중국 20 남 중국 한국 고(2) 2년 광진구

A10 베트남 19 남 베트남 한국 고(1) 2년 성동구

A11 몽골 19 남 몽골 한국 고(1) 2년 광진구

A12 중국 14 남 중국 한국 초(6) 1년 6개월 금천구

A13 베트남 19 여 베트남 한국 고(2) 3년 성동구

A14 베트남 14 여 베트남 한국 초(6) 2년 성북구

A15 북한 18 여 북한 한국 고(1) 3년 송파구

이주노동자

가정자녀

(15명)

B1 몽골 20 남 몽골 몽골 - 4년 동대문구

B2 인도네시아 14 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초(6) 3년 구로구

B3 몽골 21 여 몽골 몽골 - 6년 중구

B4 몽골 20 여 몽골 몽골 - 4년 동대문구

B5 몽골 18 여 몽골 몽골 - 4년 광진구

B6 몽골 19 여 몽골 몽골 고(1) 5년 동대문구

B7 몽골 20 남 몽골 몽골 - 4년 중구

B8 몽골 18 남 몽골 몽골 - 4년 광진구

B9 몽골 22 남 몽골 몽골 - 3년 성동구

B10 태국 22 남 태국 태국 - 1년 6개월 영등포구

B11 중국 19 여 중국 중국 진학 예정 1년 6개월 금천구

B12 필리핀 12 여 필리핀 필리핀 중(1) 8년 영등포구

B13 태국 12 여 태국 태국 초(4) 9년 영등포구

B14 몽골 16 여 몽골 몽골 중(3) 4년 광진구

B15 몽골 16 여 몽골 몽골 중(3) 2년 광진구

북한이탈

청소년

(15명)

C1 북한 14 여 북한 북한 중(1) 3년 노원구

C2 북한 18 여 북한 북한 고(2) 4년 강서구

C3 북한 22 여 북한 - 고(3) 3년 강서구

C4 북한 19 남 - - 고(2) 2년 강서구

C5 북한 17 남 - - 중(3) 4년 강서구

C6 북한 20 남 - - 고(2) 3년 성북구

<표 계속>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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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호 
출신 

국가
연령 성별

어머니 

출신국

아버지 

출신국

학교 재학

(학년)

한국

거주기간 
거주지

북한이탈

청소년

(15명)

C7 북한 19 남 - - 진학 예정 1년 6개월 성북구

C8 북한 17 남 북한 - 중(3) 3년 성북구

C9 북한 15 남 - - 초(6) 3년 양천구

C10 북한 15 남 - - 중(2) 2년 양천구

C11 북한 24 남 - - 진학 예정 3년 양천구

C12 북한 22 여  - - 진학 예정 3년 6개월 양천구

C13 북한 22 여 북한 북한 고(3) 3년 강서구

C14 북한 23 남 - - 진학 예정 3년 노원구

C15 북한 21 남 - - 진학 예정 2년 노원구

<표 계속>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2. 심층면접 내용 

이주청소년과 기  실무자를 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질문하 다. 각각의 질

문에서 이주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주변 환경의 요성을 고

려하여 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하 다.

대상 구분 질문 항목 

이주 청소년

∙ 이주 과정 및 모국에서의 생활 ∙ 가족 관계 및 생활 

∙ 일상생활의 어려움 및 만족도 ∙ 자아 정체성 

∙ 지역사회 생활 경험 ∙ 학업 생활 및 적응정도

∙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 영향력 있는 타인 

∙ 장래 계획 및 진로 희망 ∙ 정책에 대한 바램 

기관 실무자 

∙ 지역사회현황 및 연계 ∙ 지원프로그램 진행 내용 및 인력 활용

∙ 기관 운영, 업무의 어려움 ∙ 이주청소년 생활 적응 /부적응 요인

∙향후 지원 계획 및 정책에 대한 바램

<표 4-4> 심층면접 주요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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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주청소년의 생활 실태 심층면접 결과 

1. 이주동기와 과정 

성인 세 의 외국계주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낯선 땅 한민국으로 자유

롭게 이주를 선택한 것과 달리, 자녀세 는 독립 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부

모님의 뜻을 따라 이주한 사례가 부분이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삶의 근거지

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들  일부는 부모님과의 화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며,  다른 일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

러나, 낯선 타국에서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실에 불만을 품는 경우도 있다.

(1) 국제결혼가정 자녀 - 중도입국 청소년

연구 참여자 A5는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여성의 자녀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의 이해와 배려로 A5는 몇 차례 한국을 드나들었다.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지

만, 정든 태국을 떠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엄마와의 화를 통해 

엄마도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던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태국에 살 때도 한국에 몇 번 왔었어요. 엄마가 동생 낳을 때도 오고, 이모

랑도 오고… 한국이 신기했어요. 좋은 것도 많고. 그런데 한국에서 살려고 올 

때는 좀 슬펐어요. 태국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가족들이랑도 헤어져야 하고. 그

래서 싫었어요. 엄마한테 ‘내가 왜 한국에 왔어?’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도 ‘내

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가라고 했어.’라고 했어요. 나만 그

런 거 아니고 엄마랑 내가 같으니까. 가끔은 태국 가고 싶지만 그래도 한국

이 좋아요. 하지만 나 에 크면 태국 가서 살 거 요.” (연구 참여자 A5)

연구 참여자 A7은 어머니가 한국인 남편과 재혼하면서 몽골을 떠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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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한류 열풍이 몽골에 향을 끼치면서부터 매체

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어도 배우면서 심을 키워왔다. 

“엄마가 먼  한국 왔고… 그리고 나서 나는 몽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처음엔 한국 오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냥 몽골에서 살고 싶었어요. 

( 략) 그런데 TV 보면서 HOT, SES 노래 따라 부르고, 하면서 한국에 해 

심 갖게 되었고요. 한국말도 조 씩 배웠어요. 나 에 엄마가 같이 살자

고…” (연구 참여자 A7)

한국인과 재혼으로 모국을 떠난 엄마의 빈 자리 때문에 원가족에는 돌 의 

공백41)이 생겼다. 이로 인해 자녀의 돌 을 조부모가 신하게 된다. 부모-자녀

계의 분리는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정서 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학업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나이가 은 자녀일수록 한국 사회에 산다는 사실

보다 어머니와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요하게 느끼고 있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왔어요. 한국에 가버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

어요.” (연구 참여자 A4)

부모  한 쪽이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 도

입국 청소년들은 모국의 원가족 이외에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 계를 형성하기

도 한다. 외동아들이었던 A9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동생까지 생겼다.

“엄마가 한국에서 재혼하셨는데 새아버지가 를 입양해서 오게 되었어요. 

41) 가족, 특히 보살핌이 필요한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통 으로 여성의 몫이었는데 

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가정에 그런 일을 할 인력이 부족해지거

나 없어지게 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국제이주의 증가 상에 따라 모국에서 타국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여성의 공백으로 원가족의 노약자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는 자리도 비어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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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략) 는 원래 형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동생이 있었어요. 지

 일곱 살인데 형 말도 잘 듣고 귀여워요. 한국에서 어떻게 사나 걱정했지만 

가족도 생겼고 힘들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연구 참여자 A9)

(2) 이주노동자가정 자녀 

이주노동자가정 자녀도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면서 정서 인 결핍

을 느낀다. 한민국은 법 으로 가족이주가 지되어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주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  입국하고 응한 후에 자녀가 한국으로 입

국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먼  한국

에 오셨었는데 떨어져 살아야 하니까  힘들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서 혼자는 아니었지만… 오빠는 지  몽골에서 살고 있는데 - 학에 다니

고 있어요. 졸업하면 한국에 온 요.” (연구 참여자 B6) 

 다른 사례는 모국에 비해 환경이 좋다는 생각에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 한

국으로 이주한 친인척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이다. 그러나, 원가족과 떨어져 

언어소통 한 되지 않는 낯선 환경에서 응하는 것은 이주청소년에게 심 으

로 큰 부담이다. 

더욱이 법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 입학 한 거부되어 주

변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버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땅하지 않아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도록 

기 인 수 의 한국어조차 구사하지 못하여 생활에서 부 응의 정도는 더 심

각하 다. 결국, 이들은 다시 모국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다. 연구 참여자 B10은 친이모를 따라 한국에 왔지만, 한국어를 배울 곳도 마땅

치 않았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비자가 없어 법  효능을 갖지 못하 다. 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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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년 6개월을 하다가 결국 태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부모님을 따라 생계를 한 목 으로 한국에 이주한 경우(B8, B3, B4)

도 있다. 이들은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을 하거나 일용직 노동으로 하면서 

한국을 ‘잠시 머무는 곳, 곧 떠나야 할 곳’이라고 여기기도 하 다.

“어차피 한국에서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단속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는 그냥 우리나라(몽골)에 가서 살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B8) 

(3) 북한이탈 청소년

자유를 찾아 제3국을 거쳐 입국하게 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과 함

께 이주하기도 하지만, 홀몸으로 국경을 넘기도 한다. 

C3은 남한사회에 먼  정착하신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어머니를 간호하

기 해 이주하 다. 

 

“  같은 경우엔 어머니가 먼  남한으로 오셨거든요. 더러 계속 오라는

데 는 오기가 싫었어요. 겁도 나고. 내가 남한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

각하니까. 그런데 희 어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많이 편찮으셨어요. 수술도 하

셨고요. 그러니 어머니 혼자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온 거

요. 그런데 와서 어머니랑 둘이 살아보니 오길 잘했단 생각이 들어요.” 

(연구 참여자 C3)

북한이탈 청소년 A15와 같이 국경을 넘어 제3국을 거쳐 남한사회에 입국하

기까지 오랜 기간 겪어야 했던 심신의 고통이 상처로 남아 있기도 한다. 그 과

정에서 가족을 잃고, 피신하기 해 온갖 궂은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 희 집은 친척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다 같이 온 건 아니었고요. 따로따로 

왔는데 참 이상하게 남자어른들이 다 넘어오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족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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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죠.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아버지 세분이 안 계세요. 충격 많이 받았어요. 

( 략) 잠도 잘 수가 없을 만큼 꿈에 계속 나오고요. 여기 뭐하러 와서 가족들

이 생죽음 당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지도 못할건데… 원망 많이  했어요. ( 략) 

그런데  생각해보면 북한에서는 더 못살았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15)

2. 학교 생활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기술, 그리

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가치 등을 가르치는 요한 사회제도로서 가

족과 더불어 청소년의 사회화에 가장 큰 향을 주게 되는 사회화기구라 할 수 

있다.42) 

학교 내에서 이 지는 여러 가지 활동  학업 활동을 제외하고 요한 부분

을 차지하는 것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다. 학교 내 상호작용의 심을 차지

하는 것은 교사와의 계, 래집단43)과의 계이다. 이주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로의 진입과 동시에 학업 성취이라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  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얻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 소통능력이 다소 낮은 한국사회 응 기에 학교 

수업 진도를 따라가고, 선생님 말 을 이해하는 일이 곤혹이었다고 회상한다. 

모국의 학제와 한국사회의 학제가 다르고, 과목별 난이도나 교수 방법의 차이

로 수업 시간 자체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 다고 한다.

42) 장일순 외, 청소년 사회학, 학문사, 2007

43) 래집단이란 청소년들이 비슷한 배경과 심을 갖고 사귀는 같은 나이 래의 친구집단이라 

할 수 있다. 즉, 유희, 오락 등 놀이를 심으로 형성되는 비형식  소집단이며 비슷한 연령과 

사회  특징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일차  집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래집단은 동

년배 집단, 교류집단, 놀이집단, 친우집단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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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년과 학령의 차이

이주청소년들은 모국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받더라도 학제

가 다른 한국 사회에서 상 학교(년)로 진학하는 것이 학업 부 응의 문제를 

래할 것으로 우려하여 학교나 부모의 권유로 본인의 연령보다 게는 1~2년, 

많게는 2~3년 낮은 학년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일반 이다. A14와 A5는 모두 

본인의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되어 한국 학교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베트남에서 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학교 가려고 했는데, 

학교는 못가고 다시 등학교 갔어요. 한국말 모르니까 공부하기 어렵다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처음에 학교가서 시험보고 5학년 1반에 들어갔어요. 그리

고 겨울방학 지나 6학년이 된 거에요.” (연구 참여자 A14)

“  원래  1 나이인데, 지 은 등학교 6학년이에요. 태국에 있었으면 안 

그럴텐데… 여기서는 나보다 동생들이랑 공부하는 게 싫거든요. 어쩔 땐 보

다 동생들이랑 친구해야 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공부는 어려우니까 지  

학교 가면 힘들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5)

한편, 남북한 학제의 차이44)  북한과 제 3국에서의 교육공백으로 인해 북

한이탈 청소년들은 동일 연령의 남한 학생에 비해 낮은 학년에서 공부하고 있

다. 일반학교에서의 학령-학년 간 차이가 향후 학교생활 응에 있어 가장 큰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 C9는 학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던 때를 

회상한다. 그때마다. 에 있는 친구에게 실제 나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

44) <표 4-5> 남북한 학제 비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한 1 2 3 4 5 6 1 2 3 1 2 3 12

북한
소학교 중학교 

1 2 3 4 1 2 3 4 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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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런 행동마  에 띌까  긴장하게 된다. 

“학교에서 가입할 땐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되니까요. 친구들이랑 여럿이 할 

때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때 보고 나이 알게 될까 요. 그 다고 가

리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입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난감하죠. 그래서 나이를 고치고 싶어요. 애들

이 이상하게 볼 때도 있고, 의심하는 친구는  가입할 때 에 와서 일부러 

빤히 보기도 해요. 선생님이 따로 만 나와서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특별 우 받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연구 참여자 C9)

“친구들한테 일부러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나, 내가 나이가 한 살 더 많다

는 이야기를 속 어요.. 속 다기보다 말하지 않았는데요. 친한 친구들한테도 

말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한학기가 지나고 방학할 무렵에 어쩌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나 에 알았지만 얘네들은 

학교 때에도 새터민 친구들이랑 학교에 같이 다녔던 거 요. 그러면서 도 어

딘가 모르게 말투도 그 고 해서 새터민이라 상했다면서요. 다만, 내가 말을 

안하니까 먼  아는 척할 수 없어서 모른 척해  거라고 하는 거 요. 한 살 

어린 동생들이라고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땐 고마웠어요.” 

(연구 참여자 C5)

C5는 학년이 올라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본인이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과 나이가 한 살 더 많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해 심각하게 고민한다

고 했다. 친구들과 친분이 쌓일 무렵 용기를 내어 고백했을 때, 친구들은 짐작

하고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그들은 북한이탈주민 집거주지역은 학교에 재학 

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상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류 경험이 편견과 선입견 신 서로에 

한 올바른 이해의 계기가 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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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성적에 대한 고민

모국과 한국사회의 학제 차이로 인해 이주청소년이 한국식 학습 방식에 응

하기 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이주청소년의 학업능력은 의사소통과도 

하게 연결되므로 언어  소통이 요구되지 않거나 덜 요구되는 체능이나 

수학, 과학 수업에는 흥미를 느끼지만 국어, 사회와 같이 한자어가 많이 나오며 

언어  이해가 실히 요구되는 수업에는 흥미가 떨어진다. 이는 곧 학업성

과도 연결된다. 

“공부는 잘 못해요. 수학, 과학시간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국어, 특히 사회 

과목은 외우는 것도 많고 뜻 모르는 것이 많아서 는 어려워요. 열심히 수업

도 듣고 하는데 성 도 잘 안나오고요. (연구자：그럼 어떤 과목 공부하는 걸 

좋아하나요?) 음악, 미술 과목은 좋아해요. 하고 싶은 로 내 생각을 나타낼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연구 참여자 A12)

학업에 스트 스를 받는 이주청소년은 과외활동을 통해 학력 차이를 극복하

고자 노력하지만, 소득계층 자녀인 경우 이마  어렵다. 

“한국 애들은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처음엔 공부 못하고 따라가기 힘드니

까. 엄마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가서 뒀어요. 돈이 

무 비싸니까” (연구 참여자 C10) 

“제가요. 수학, 어는 100  받는데요. 국어랑 사회는 60, 70  받아서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국어랑 사회는 말이 어려우니까 사

 찾아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베트남에서는 공부 잘해서 상도 많이 받았

는데 한국에서는 공부 못하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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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의 학업 성 은 베트남에서 내내 상 권에 속했다. 그러나 교과과정과 학

습체계가 다른 한국에서, 더욱이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것은 쉽지 않았다. A14

는 성 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마다 심리 으로 축되기도 하며 부담

을 느 다. 그러나, 수학이나 어와 같이 비교  한국어 이해능력이 덜 요구되

는 교과목에서는 좋은 수를 받았다. 

3) 교우관계 

청소년들은 교우 계가 원만할 때 스스로 심리 인 안정감을 느낀다. 학교 

울타리 내부에서 사회  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자아존 감과 정체감

을 느끼게 된다. 이주청소년들의 경우, 래 집단을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응 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자신과 

처한 입장이 비슷한 모국출신 친구집단이다.45)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한국 친구들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괜히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것 같고요. 한국말이나 문화 이런 걸 내가 잘 모르는데 

모르는 척 하는게 싫어서 피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베트남 친구들이 마음도 

잘 통하고 편하죠. 아무래도.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맘이 그래요.” 

(연구 참여자 C1)

“복지 에 오면요. 다 같잖아요. 북에서 온 친구들 많으니까요. 다 같은 처

지이니까… 그래서 학교보다 복지 에서 공부할 때가 더 편하고 그래요. 여기

는 동갑친구는 몇 명 없고 다 동생인데요. 그래도 좋아요. 같이 만나서 놀고요. 

가끔 집에도 데려오고요. 엄마, 아빠가 일 때문에 녁에 늦게 오시거든요. 그

45)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를 다니다가 도 포기한 경우, 한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보다 모국어로 소통하고 모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모국 출신(그 에서도 동향 출신을 더 

강조함)과 쉽게 어울리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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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복지  끝나고 집에 가서 같이 놀고 그래요.” (연구 참여자 C9)

“ 에는요. 한국말도 모르고, 어디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알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몽골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동생들도 

생기고 참 좋았어요. 맘 편하게 몽골말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죠. 서로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니까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니까.” (연구 참여자 A6) 

이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진

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 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라는 환경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래 집단이다. 이때 형성된 우정 계는 ‘차이’를 무시할 정도로 돈

독하게 발 한다. 같은 반 친구와 휴 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한국

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는 연구 참여자 (A9)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학교 생활에 디딤돌 역할(정보제공자)을 해  친구가 없었더라면 아마 학교를 

떠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연구 참여자(A1, A5, A15)도 있었다. 

“알림장을 써오는데요. 어쩔 때는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요. 사 도 찾는

데요. 그게 뭔지 잘 모를 때 있어요. 비물이니까 챙겨가야 하는데 잘 모르면

요. 담임선생님께서 화해서 물어 도 된다고 번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선

생님이 어려우니까. 친구한테 화해요. 그래서 물어 보면 친구들이 잘 알려주

니까 고마워요.” (연구 참여자 A14)

“어릴 때는 몽골학교 다니고 계속 일반학교 다녔어요. 집 근처에 있는 학

교 다녔는데요. 재 었죠. 일반학교 친구들이랑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처음

엔 걱정했는데요. 남자애들은요. 막 농구하고 체육시간에 같이 뛰면서 친해지

거든요? 여자애들은 좀 친해지기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연구 참여자 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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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애들 보면요. 좋은 애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친 한 것 같

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도 있는데요. 따돌리거나 못되게 구는 애

들도 있긴 있지만 잘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가끔 어른들

이 ‘ 네 학교에 친구는 있니?’ 라고 묻는데요. 희는 왕따 아니거든요. 걱정

들 많이 하시는데 좋은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한국애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희 왕따는 아니에요.” (연구 참여자 C2) 

한편, 응 기 단계에서 언어와 문화  배경의 차이로 래와 갈등을 겪었

던 사례도 제시되었다. 모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모국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

로 여기는 친구들에게 불만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져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남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로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싸움으로 번지

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 A11은 친구들과 싸우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시간이 지

나면서 계도  좋아졌다고 고백했다. 

 

“학교 다닐 때 처음에 정말 싫었던 게 있어요. 막 애들이 ‘ 네 몽골에서 학

교 다닐 때 말타고 다녔지? 감자 안 먹어봤지? 고기만 먹지? 고기 생으로 먹고 

막 그러냐?’ 하면서 묻는 거 요. 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몽골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한국말 처음에 잘 몰랐는데

요. 그런 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다가 한국말을 배웠다니까요.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배웠어요. 좀 웃기지만, 처음엔 한마디도 못하고 학교 들어갔거든

요. 애들이 욕도 많이 하고 해서 처음엔 욕도 좀 배우고요.” (연구 참여자 A11)

3. 가족과 가정생활

사회제도로서의 가족은 청소년들의 사회화를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

한 제도이다. 오늘날 청소년 사회화의 많은 부분이 사회의 다른 제도  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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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의 기본 이고도 근본

인 가치   행동양식은 가족, 특히 부모들의 향이 무엇보다도 요하게 작

용한다. 탈코트 슨즈(Talcott Parsons)의 구조기능주의 인 이론  배경에 의

해서도 가정의 사회화가 설명된다.46) 가정은 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인 

단 라고 볼 수 있으며 한 사회가 정상 으로 존속, 유지되기 해서는 가족구

성원 간의 조화로운 계가 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존속, 유

지에 필요한 가치  규범체계 그리고 여러 역할 체계 등을 각 가정에서 제 로 

학습하고 내면화시킴으로써 한 사회는 존재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주청소년들이 이주국 사회에 정착  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부모 혹은 

가족의 향력이 상당함을 심층면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 경험으로 

인해 일상생활 안 으로 큰 폭의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들이 정서 으로 안

정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은 청소년시기의 인격형성 측면에서도 요한 문제

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일차 인 지지체계로서 심리 으로 지지를 하는 것

은 가족의 요한 향력이다. 기본 으로 가족이 처한 환경, 가령 부모의 사회

경제  지  등이 어떠하냐는 곧 청소년들에게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되기도 하

고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 한국사회의 청소년 부분이 가정보다 학교나 학원 등 가정 밖에서 

활용하는 시간이 많은 것과 달리 응 기 단계에 있는 이주청소년들은 부

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었다. 언어  소통이나 지역사회에 한 정보

의 부족과 낯설음 등의 이유로 가정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1) 형제, 자매와의 밀착된 관계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던 기에 형제, 자매는 동병상련의 고민을 

나 고 놀이의 상 가 되어주는 등 소 한 존재가 된다. 생계유지를 해 장시

46) 이효재, 가족과 사회, 경문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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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노동하느라 심야에 귀가하시는 부모님을 신하여 화하고 정을 붙이며 상

호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상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신해 집안일을 돌보고, 식탁을 차리고 식사를 챙겨먹는 

일이 다른 친구들은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속이 상하 지만, 열심히 일

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신도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자연스러

운 일이었다. 

2) 가족과의 시간 

가족과 단란하게 화를 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

는 날이나, 주말이다. 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외출

을 하거나, 친지를 방문하며 교류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혹은 함께 TV

를 보며 한국생활을 익히는 것도 하나의 재미로 여겼다. 

“  가족들이랑 있을 때가 좋아요. 그리고 는 힘들고 그럴 때요.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면 싹 풀려요. 아빠도 엄마도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C1)

“한번은 엄마랑 크게 싸웠어요. 제가 엄마한테 들었죠. 여기 살기 싫다고. 

친구도 없고,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다고. 내가 왜 여기 살아야 하냐

고. 국에 보내달라고 엄청 뭐라 했거든요. 살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참으시다가 엄마한테 그럼 되냐고 하시면서 를 혼냈거든요. 그때 반항심이 

생겨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때 무 열받으니까요. 며칠 동안 안 들어갔어요. 

(연구자：그럼 어디서 지냈어요? ) 갈 데는 이모집밖에 없어서요. 이모집서 있

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더러 ‘사나이끼리 없

는 걸로 치자.’ 하시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고마

웠죠.” (연구 참여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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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엄마랑 랑 단 둘이 살아요. 힘들 땐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제일 의

지가 되죠. 남한애들 부모님이랑 북한애들 부모님이랑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

아요. 희 엄마는 제 의견을 많이 존 해 주시는 편이 요. 알아서 결정해라. 

이 게요. 엄마랑 화를 많이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

느 친구한테보다 더 편하게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C3)

가족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측면에서 향을 끼칠 수 있다. 

로서, 가족과 함께 남한에 입국한 청소년들은 단독 입국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높은 수 의 심리  안정  경제  안정을 얻을 수도 있고, 외로움이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한 죄책감이 을 수도 있다.47) 

한편, 김형태(2004)는 가족요인이 제3국에서의 경험과 상호작용하면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심리  사회  응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즉,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에 머물 때에는 정 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는 부정 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제 3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지지원이 되어 가족

이 없는 경우보다 상 으로 안정 인 생활을 하게 되지만, 남한에 정착한 이

후에는 가족 모두가 응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가족 안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지역사회 생활 

1) 장소성 형성

서울시에서 형 인 외국계주민 집거주지역48)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16

47) 백혜정 외(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 책 연구：남한사회 응과정을 심으로, 1. p. 48. 

48) 사 으로, 소수민족의 집단 인 주거지역으로 번역되는 Ethnic Enclave는 이주민들에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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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역49)  등포구 림동 ‘조선족 타운’, 구로구 가리 동 ‘ 벤거리’와 

구 희동 ‘몽골타운’ 등 세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공간이 이주청소년에게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탐색하 다.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은 물리  환경으로서의 공간이기 이 에, 사회 심리

으로 집단  삶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났다. 모국

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하고 친숙한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

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은 성인 이주민뿐 아니라, 이

주청소년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외국계주민 커뮤니티는 모국 출신 사람들을 만나 모국어로 언어 소통을 할 

수 있으며 국 식품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심 으로 편안한 상태를 주

는 공간이다. 

특히, 한국어 소통능력이 낮거나 한국인 친구와 교제하기 이  단계인 한국

사회 응 기 단계일수록 외국인 커뮤니티는 여가 생활을 한다거나 모국에 

한 향수를 자극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심  부담 없이 모국어로 편하게 소

통할 수 있고 모국의 음식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은 이주청소년들에게도 

신기한 공간인 것이다. 

경변화에 따른 심리  충격을 완화시키고 안 인 경제 구조를 부여하며, 문화  통 보존

을 진함으로써 이민자의 경험에 요한 역할을 한다(Abrahamson, 1996; Gold, 1992; Zhou, 

1992). 그런 의미에서 Ethnic Enclave는 새로 정착한 사람들에게 이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

고(Kramer, 1970), 다양한 시설과 편익을 제공함으로써(Lymna, 1974; Gold, 1992; Zhou, 1992) 

새로운 장소에 응하고 조화로울 기회를 부여한다(Gordon, 1964)고 연구된 바 있다. 

49) 홍석기 외, 로벌 도시 서울을 한 사회통합 정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에 따르면, 서울

에는 다음의 26개 외국출신 주민 커뮤니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강남구 역삼동; 구로구 가리 동; 진구 자양동; 악구 천동; 천구 독산동; 마포구 연남

동; 서 구 반포동; 성동구 도산동; 성북구 성북동; 등포구 등포동; 등포구 신길동; 용산

구 용산동, 이 동, 이태원동, 한남동; 종로구 혜화동, 창신동; 구 희동,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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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림동 조선족 타운 현황

의 <그림 4-1>의 등포구 림동 조선족 타운은 지하철 2호선 림역과 

림동 앙시장을 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국 음식 을 비롯하여 국 

련 상  수가 월등히 많고, 거리에는 PC방, 게임방, 노래방 등 유흥시설도 성업 

이다.

“주말에 엄마랑 림동에 가서 국음식도 먹고요. 거기 가면 국 물건을 

많이 니까 자주 가요. 처음에 갔을 때 놀랬어요. 한국에 국 같은 곳이 있어

서요. 국 사람도 많고요. 국말이 다 통하니까.” (연구 참여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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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가리봉동 옌벤거리 현황

A8은 림동 조선족 타운에 처음 갔을 때, 이곳이 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국 련 상 들  화려한 색깔과 한자로 쓰여진 간 을 보고 

놀랬다. 마치 국에 살던 동네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엄마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거리 끝에 치한 놀이터에서 놀기도 한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한국 음식보다 국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지 모른다고요. 그때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깜

짝 놀랬죠. 간 도 다 국어고, 국 음식도 팔고요. 가끔 부모님이랑 가고 그

래요.” (연구 참여자 A9)

 

A9는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에는 말이 통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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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중구 광희동 몽골타운 거리 현황

기도 어려웠던 탓에 반년이 넘도록 혼자 집에만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아버

지 손에 이끌려 녁식사를 하러 간 곳이 바로 구로구 가리 동 벤거리 다.

낯선 환경에서 응하지 못하고 고향을 곧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함께 찾

게 된 곳에서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구로구 구로동과 가리 동 일 는 한국계 국인의 집  거주 지역이 형성되

어 있으며, 서울 내 최 의 단일 외국인 거주지역이라 할 수 있다. 가리  시장 

인근 약 500m에 이르는 골목은 ‘ 벤거리’라 불린다.50)

한국계 국인들의 거주지이자 최  소비지역인 이곳은 한국계 국인들의 

심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는 교육편의시설이 무하고, 오

50) 홍석기 외, 로벌 도시 서울을 한 사회통합 정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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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실과 PC방, 노래방, 술집 등 유흥업소가 집되어 있으며 국 식재료를 매

하는 식품 과 국음식 이 많다.

지하철 2호선 동 문운동장역 근처 희동 일 는 몽골 사람들이 많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으로, 몽골타워라고 불리는 10층 높이의 빌딩을 심으로 몽골

타운이 형성되어 있다. 

몽골출신 시민과 련된 미용실, 화장품 문 , 운송업체, 환   송 업체 

등이 집한 몽골타워는 건물 하나에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51) 

커뮤니티 내부의 골목에는 국제무역  운송업체, 여행사, 몽골상 들이 

집해 있어 소비활동이 빈번하며, 몽골인들에게는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다. 

“PC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운동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그러고 놀죠. 

동 문 쪽에 몽골타운 있잖아요. 집이랑 가까워서 친구들이랑 거기서 주로 만

나서 놀아요. 거기 말고도 명동이나 동 문 시장, 뭐 그런 데도 가고 그 죠.” 

(연구 참여자 B1)

“몽골에 물건 보낼 때랑 화카드 살 때 몽골타운에 가요. 거기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몽골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한국에 몽골음식 는데 없지만 거기 

가면 있어요. 비행기 표도 구하고요. 가끔 몽골 생각나면 여행사 찾아가고 그

래요.” (연구 참여자 B4)

“몽골학교 교회 끝나고 친구들이랑 날씨 따뜻할 땐 농구하고요. 추울 땐 카

페 같은데 가서 카드게임(트럼 , 포커 등)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

서 놀아요. 여럿이 모이면 몽골타운에 많이 가죠. 밥도 먹고.” (연구 참여자 B7)

51) 홍석기 외, 로벌 도시 서울을 한 사회통합 정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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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타운은 이주청소년들에게 일상의 고단함을 날려주는 활력소가 된다. 친

구들과 어울려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하기도 한다. 몽골

의 집으로 택배를 보낼 때는 몽골타워 내에 있는 운송업체를 자주 찾기도 한다.

2) 지역사회 교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응하는 기에 친구의 부재  이웃과의 교

류 부족으로 사회  계의 단 을 경험한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

다는 것이 청소년기를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심 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본국의 친구들과 인터넷 메신 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다고 말한다. 한국 친구들이 자신들을 하는 

것에서 선입견과 편견이 강한 것 같다고 여겼다고 한다. 래 친구들에게 먼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앞

선다는 답변이 많았다. 

“ 는 한국친구가 없어요. 그게 좀, 그래서 아쉬운 거 요. 몽골친구들 물론 

많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친구도 만나면 좋겠어요. 가끔 랑 

비슷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 걸고 싶기도 하지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니까 다가가기는 힘들죠.” (연구 참여자 B2) 

“몽골제자교회(답십리) 언니 오빠들이랑 많이 친하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집에만 있었는데 심심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 가보니, 몽골에서 온 언니 오빠들이 많

은 거 요. 는 동생들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랑 더 잘 지내요. 몽골어

로 편하게 이야기해서 맘이 좋아요. 주일 아니어도 같이 만나서 놀기도 하고요. 

주일에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편이죠.” (연구 참여자 B15)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 외국계주민들과 하는 일이 흔하고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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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되었다. 그러나 여 히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이주청소년들

은 주변에서 자신을 마치 ‘동물원 원숭이’ 보듯 하는 경험에 해 불쾌함을 토

로했다. 

“가끔 길 가다가 아니면 지하철 , 버스 탔을 때요. 어른들이 ‘어디서 왔니? 

한국말 잘하네?’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는 기분에 따라서 답하

기도 하고 안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거 이젠 좀 싫어요. 동물원 원숭이 같아서 

기분 나쁘거든요.” (연구 참여자 B2)

“어른들도 고정 념이 있어요. 새로운 집에 이사했는데 주인이 ‘외국인이니

까 쓰 기 분리수거도 못하겠구나’ 하면서 무시해요. 다른 집에서 그런 거 막 

우리가 그런 거라고 오해하고요. 몽골에도 분리수거 하거든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요. 몽골이 힘이 약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하면 좋겠

어요.” (연구 참여자 A7)

연구 참여자 A7은 동네 주민들과의 갈등에 해 언 하면서 어른들조차 일

방 으로 모국에 해 부정 으로 생각하고 무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이

는 외국계주민에 한 편견이 작용한 것으로 주민 간의 통합을 해하는 요인

이므로 사회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해 연구 참여자 B5는 단순히 구의 잘못이라고 여기기 어려우며, 상

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언 하 다. 

“몽골사람도 문제 요. 한국 친구들 만날 기회 무 없으니까. 아무래도 몽

골사람들끼리 다니는데요. 그냥 괜히 한국 사람 나쁘게 생각하고 막 뒤에서 욕

하고 그래요. 서로 잘 알지 못하면서 보이는 몇가지로만 단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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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변인들은 이주청소년들에게 

사회  지지망이 되어주며 한국 사회 응에 큰 향력을 차지한다. 그 상으

로 가깝게는 가족, 학교 선생님, 지역사회복지 의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종

교 단체의 목사님을 손꼽았다. 

“ 희 집 근처에 복지 이 하나 있어요. 6단지 쪽인데요. 그 복지 에도 새

터민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긴 했는데 

는 여기가 더 좋아서 여기 다니기로 했어요. 래도 많고 하다 보니까요. 복지

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멘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가끔 연락하고 밥도 먹고 그래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은 담당 업무가 바 셔서 지 은 다른 분인데요. 어려운 게 있으면 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 그래요.” (연구 참여자 C13)

“여기가(학교) 아니었다면, 는 한국에 해서 더 잘 몰랐을 거 요. 그때

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아빠가 시간 되실 때 한국어 가르쳐주시는 것밖에

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엄마 친구 소개로 여기에 오게 되

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몽골 동생들 만나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보조교사로 동생들 가르쳐주고 하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선생님들께 받은 걸 베풀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연구 참여자 A6)

“학교 상담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한국어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요. 상담선생님은 다른 과목은 안 가르치시거든요. 우리만 해서 상담하고, 모

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제가 학교 다니기 싫어서요. 처음에 왜 학교 다니

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오고 싶었던 학교도 아니고 공부도 어렵고 해서요. 학

교 안 다니려고 안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매일 한테 

화했어요. 만약에 공부하러 나와라. 학교 안 오면 안 된다. 그 게 말했으면 더 

짜증났을 텐데요. 아  데는 없냐고 묻고요. 기분은 어떠냐고 물어요. 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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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신경써주셨어요. 선생님께 고마워서요. 학교도 다시 나왔고요. 지

까지 학교 잘 다니고 있어서 무 감사하죠.” (연구 참여자 A13)

A13은 학교 상담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각별했다. 별도의 한국어 교육

로그램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상담선생님께서 방과 후에 상담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셨다.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려고 마음 먹고 학

교에 고의 으로 결석했을 때에도 선생님은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그러한 진심

은 통해 다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실에 담당 선생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

도 우리 이해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잘 아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은데요. 복지실 선생님들은 막 뭐 있다고, 로그램 뭐 있다고 

신청해보라고 하시고요. 도움되는 거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막 들어온 친구

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10)

“엄마가 에게 처음 가르쳐  한국말이 ‘아빠’ 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라고 했죠. 제게 참 잘해주시고, 한국에 해 많이 알려

주셨어요. 한번은 혼자 놀기 무 심심해서 아빠한테, 그때 여름이었는데 ‘아

빠 심심해, 우리 수 가!’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한강 수 장에 간 

도 있었어요. 아빠한테 고민도 이야기 많이 하고요. 좋아요.” (연구 참여자 A5)

A5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한국인 아빠를 지목했다. 낳아주신 아빠를 ‘태국 

아빠’, 재 같이 살고 있는 아빠를 ‘한국 아빠, 지  아빠’라고 칭하면서 나름

의 구분을 하는 A5는 한국에 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꺼이 친구가 되

어주는 아빠를 친 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A5에게 아버지는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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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지원 기관 프로그램 참가 경험 

(1) 접근 경로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청소년을 한 교육 로그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련 정보를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 의 실무자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개인 으로 근하는 것이 어려웠다. 

특히, 한국어를 제 로 읽고 쓸  몰랐던 기를 회상하면, 한국어가 미숙한 

이들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성인인 부모

님 역시 한국어 실력이 낮으면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를 

활용하기 난감했다. 

“엄마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엄마 친구 아들이 먼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

가 센터에서 이런 거 이런 거 한다고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집에만 있고 한국말 배우기 어렵고 해서 힘들었거든요. 알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뭐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디서 도와  수 있는지… 

그때 알려주셔서 왔는데 와보니까 다들 그 게 소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래서 신기했어요. 나 에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거 보면 있던데, 처음

에는 몰랐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친구들 소개해주고 그러기도 해요.”

(연구 참여자 A6) 

(2) 지원프로그램의 효과

이주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청소년지원 로그램은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그 내용에 따라 교과학습지도, 멘토링, 문화 술교육, 체험활동, 심리상담, 

언어교육, 캠  등 다양하다. 이 , 학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복지 에서 운

하는 방과 후 로그램에 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로그램 있잖아요. 컴퓨터도 배우고 음악 악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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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올린 이런 것도 하고요. 비싼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는 지원받아서 공짜로 

배우고 했어요. 만약에 그 지 않았으면 돈 내고 하려면 비싸니까 아마 는 

하지 못했을 거 요. 그런데 그 게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연구 참여자 A4)

“복지  로그램은 참 다양해요. 월요일에는 체육도 하고요. 요일엔 학년

별로 어도 가르쳐주시고요. 노래 같은 것도 피아노 치면서 배우고요. 복지

에서 는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죠. 제가 3학년부터 다녔는데요. 하나원에서 

나와서 이 동네 오면 다 알아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1)

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계 (하ㆍ동계)마다 진행되는 특별 로그램의 

경우, 일정 기간 집 으로 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이 이 있다. 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래 계 형

성에도 유익하다는 평가가 많았다(C9, A13, B14, B15).

“한겨  계 학교라고 있어요. 방학 때만 하는 건데요. 거기에 가본  있거

든요. 거기 좋아요 한 번 갔다 오면요. 샘(선생님)들도 거기 샘들 알아두면 나

에 한국 사회에 응하려고 할 때에 많은 정보도 주시고요. 꾸 히 연락하고 

그러니까요. 장학  같은 거 있잖아요. 외부에서 주는 거요. 그런 거 있으면 가

끔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세요. 직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용해

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요.” (연구 참여자 C9)

“무지개 청소년 센터에서 캠  가는 거 있거든요. 그때 외국 친구들 말고도 

한국 친구들도 다 같이 갔어요. 선생님들도 많이 가시고요. 가서 이것 것 

로그램도 많이 하고요. 재미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메신  아이디 다 서로 

주고 받고, 지 도 자주 만나고 그래요. 그때 처음 한국 친구들 사귄 것 같아

요.” (연구 참여자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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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술 캠  같은 것도 하고요. 방과 후에 배우는 거 많아요. 피아노

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그 게 에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아

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악기 할  몰랐을 거 요. 한국 애들은 학원에 많이 

가는데. 학원 가려면 비싸잖아요. 외국인이 하기에 어렵죠. 아무래도. 그런데 

 했으니 무 좋아요.” (연구 참여자 B15)

“방학 때요. 주말에 1박 2일로 홈스테이(Home Stay)하는 거 있거든요. 작년

에도 해보고 올해도 해봤는데요. 토요일에는 몽골타운에 가서 같이 몽골음식 

먹고, 한국 아 마 아 씨와 가족이랑 같이 집에서 자고 했어요. 집이 멀었지

만 가니까 잘해주시고 신경써주셔서 재미있게 지내다 왔어요. ( 략) 한국 사

람들이랑 만나는 거 잘 못하는데 홈스테이 하면 친해지고 재미있어요.”

(연구 참여자 B14)

그  멘토와 멘티가 1：1로 결연되어 일정 기간(최소 1학기~1년) 활동하는 

멘토링의 경우, 성인 멘토와 안정 인 계를 유지하며 학습지도와 문화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신뢰 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로그램이나 계의 지속성에 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지 않았다.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잖아요. 는 학원비 비싸고 하니까 못 가죠. 복지

에서 멘토링도 하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되거든요. 1주일에 1번 

만나서 멘토링 하고 그래요. 어 공부 기 부터 하고 있어요. 에는 수학

도 있었는데요. 지 은 어만 하고 있어요. 1：1로 과외처럼 하니까요. 모르

는 것 있으면 그때 그때 물어 서 할 수 있고요. 멘토 선생님이랑 가끔 놀기도 

하고요. 좋아요.” (연구 참여자 A15)

“멘토 선생님이랑 공부 같이 하는 거 요. 일주일에 두 번씩. 방학 때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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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러가고요. 박물  같은데도 가고요. 제가 언니 없으니까 언니 같이 해

줘서 좋아요. 그런데 계속하는 게 아니고 1년만요. 1년하고 끝나니까요.” 

(연구 참여자 B12)

집거주지역의 경우, 로그램의 유무와 계없이 함께 모여 공부하거나 소

통할 수 있는 공간의 존재는 마땅히 이용할 공간이 없는 이주청소년들에게 

요한 의미 다. 강서구에 치한 H교회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

년들을 한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하 다. 이후, 이 

교회는 비슷한 입장인 래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심

리  안식처와 같은 곳이 되었다. 

“여기 있기 에는요. 학교에 다녀오면 집에만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엄

마가 그러세요. 화해서 ‘제발 집에 와서 밥 좀 먹어라.’ 할 정도로요. 여기서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가거든요. 친구들이랑 어울려 수다 떨 때는 시간이 아깝

기도 하지만, 이 게 공부할 곳이 있는 건 참 감사하죠. 어쩔 때 제가 좀 집에 

일  들어가면요. 아빠가 ‘웬일이냐.’ 하면서 엄청 놀라세요. 그 정도에요. 오면 

마음이 편하고, 이곳이 있어서 공부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울리다 보면 

수다 떤다고 시간이 다 가버리는 때도 있지만…” (연구 참여자 C13)

(3)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바램 

이주청소년들은 일방 으로 지원을 하기 한 정책과 로그램에 해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한 시혜 차원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해서도 반감을 

표출하며 그들의 가족 배경으로 인해 사회 으로 낙인 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 다.

“ 는 새터민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뭐랄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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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만, 약한 사람으로만 만드는 것 같아

서 싫고요. 심은 필요하지만, 과하게 하는 거 싫어요.” (연구 참여자 C2)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지만요. 지난 번에 동사무소인가 구청인가 거기서 라면도 주고요. 이불도 

주고요. 그러는 거 요. 기분 나빴어요. 왜 라면을 먹어요? 희 집에 이불 있

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 로 먹을 수 있는데요. 삼겹살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희보다 더 못 사는 사

람들 많은데 왜 그 사람들 안 도와주고, 다문화가정이라고 무조건 해주는지 이

해가 안 가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 줘야죠..” (연구 참여자 A2)

한, C5와 같이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시설을 극 으로 활용하기를 바라

면서도 근성의 문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청소년 수련  한 번 가보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기엔 좀 불편하고 멀

었어요. 이 지역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새터민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요. 희는 어디 가기가 어렵거든요 잘 모르기도 하고,  교

통비가 들면 좀 아까우니까요. 독서실처럼 공부도 하고 헬스장 같은 것이 있어

서 체력단련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5)

“ 는 이제 학교 가면요. 여기(방과 후 교실)서 못 하거든요. 등학생만 

하는 거라서. 선생님(사회복지사)말 으로는 멘토링도 할 수 있고 학교에 가

면  다른 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는 여기처럼 아이들이랑 여럿이서 

모여서 하는 거면 좋겠는데 학생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걱정도 되고요.”

(연구 참여자 C9)

“복지 에서 같은 학년은 몇 명 없으니까요. 낮은 학년이랑 같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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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에는 학년 수 에 맞는 공부로 배울 때 있어요. 그러면 수 이 낮은 

것 같아요. 보다 어린 동생들이 유치하게 굴면 짜증낼 수도 없고, 선생님들

도 동생이니까 줘라- 이러면 나이 많아서 불이익 보는 것 같고요. 제가 한심

할 때 많아요. 등학교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학교 올라가면 좀 나눠서 하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C1)

“공부하는 거 말고요. 취미생활 같은 거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 

좋아해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하고 싶고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학원은 비싸

서…” (연구 참여자 B2)

“지 은 좀 많은데요. 에는 한국어 배울 데가 없어서 학교 어학당에

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강료가 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해서 공부했어요. 좋았던 거는 랑 나이 비슷한 친구들 많으니까 친구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다 어린 애들이고 엄마 따라 

어른들 배우는 데 몇 번 갔지만 만  어리니까 안 좋았어요.” 

(연구 참여자 A9)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무연고 청소년일수

록 생계유지 등의 실 인 문제로 학업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아

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 는 아르바이트하면서 검정고시 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르바이트하

면 공부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몸도 힘들고, 그런데 먹고 살려면 일은 해야겠

고. 혼자 사니까 는 제가 돈 벌어야 하는데요. 일이랑 공부랑 같이 하는 게 

무 힘들거든요. 이게 뺑 뺑  도는 거 요. 돈은 벌어야 하는데 몸이 힘드

니까 공부가 잘 안되고. 남한애들보면 학원만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 애들 많잖

아요. 제가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연구 참여자 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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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것도요. 그냥 아무데서나 막 일하는 거 말고요. 직장 같은 

데서 체험 로그램 같은 것 말이에요.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일하면서 경험도 

쌓고 그러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C12)

5. 진로 및 미래 계획

1)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 

이주청소년들은 문화  배경의 다양성만큼이나, 장래희망도 다양하다. 자신

의 강 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고, 우연한 기회에 특기를 개발하기도 한다. 이

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권을 경험한 것이나 다국어로 소통가능하다는 

능력을 발휘하여 가이드나 외국어 통․번역가의 꿈을 갖기도 한다.

“제가 꿈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요. 경찰도 하고 싶고 의사는 

좀 무서워요. 요리사도 되고 싶고. 그리고 가수나 배우 되보고도 싶었는데, 생

각하고 생각할수록 안 될 것 같아서(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다 구요. 좋은 

학 갈 때까지 공부만 계속 하려고요.” (연구 참여자 C9)

“지 은 한국 학에 가게 되면, 국어랑 한국어랑 잘해서 통역, 번역 이런 

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국이랑 한국이랑 이어주고-  문화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려면 한국어 열심히 잘 해야 하고, 좋은 학 가려면 공부

도 열심히 해야 하는 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연구 참여자 B11)

한, 외모에 한 심이 있는 경우에는 의상 디자이 나 헤어 디자이  등 

창의성과 술성을 겸비한 직종에 심을 갖는다. 

“ 는 미용학원 다니면서 헤어디자이 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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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학 갈 때 는 학원 다니는 거죠. 원래부터 미용 쪽으로 심이 굉

장히 많았어요. 헤어디자이  비하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그런 것도 같

이 비하고 싶어요.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심이 많은 거죠. 얼마 에는 네

일아트 자격증도 땄어요.” (연구 참여자 B3) 

“ 는 학에 가서 의상학을 하고 싶어요. 옷 만드는 것 좋아해요. 쇼핑하고 

구경하고 그러는 거 좋아하고 재 거든요. 디자이 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디

자이  하려면 미술도 잘해야 한 요. 그런데 미술공부 하려면 학원 가야 하는

데 학원비가 비싸니까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연구 참여자 A5)

“ 는 다니는 고등학교가 공업고등학교인데. 자격증을 많이 따게 하거든요. 

기기능사 그거 땄어요. 그런데 졸업하고는 건축 공으로 학에 갔죠. 다른 

거 공부하고 싶어서요. 근데  막상 오니까 과하고 싶어요. 경 쪽으로요. 

비즈니스맨 하고 싶어서요. 양복 입고 멋있게.” (연구 참여자 A9)

학 진학을 목표로 할 때에는 진로나 성에 한 고민이 요하지만, 이주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에 물들어 무작정 상 권 학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재외국민 특별 형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수월하게 입학의 문을 통과한다고 하여도 독립 인 학생활

과 강도 높은 수업방식에 응하지 못하거나, 성과 공이 일치하지 않아 뒤

늦게 진로에 한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하여 사 에 충분히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게 하며, 비 

학 로그램과 같이 진학 비를 할 수 있도록 학계의 지원이 요구된다. 

“아빠가 무조건 ‘S ’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학비도 싸고, 한국에서

는 최고니까 인정 받는다고요. 는 특별 형으로 입학했지만 공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아무래도 되죠. 친구들은 한국에서 과외도 하고 고등학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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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진짜 잘 했을텐데요.  혼자 뒤쳐질까 .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다니질 않

았으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요. 걱정인데. 이왕 들어간거 열심히 해야죠.” 

(연구 참여자 A6) 

한편, 어린 시 의 꿈을 간직한 채 자신만의 미래인생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지 않았다. C3의 경우, 건강이 안좋으신 어머님을 간호해드리면서 간호사가 

되어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계획한 것이다. 그는 학 간호학과 진학

을 목표로 구체 인 계획을 세워 실천 이다. 

“ 학에 갈 건데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편찮으신 엄마 간호하면서,  병

원에서 많은 분들 도움을 받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C3)

“원래 북한에서부터 꿈이 가수 어요. 근데 엄마가 가수는  하지 말라

고. 가수해서 쪼 만 잘못해도 인터넷에 악성 나쁜 말(악성댓 ) 달고, 스트

스 때문에 한국에서 가수하다가 목숨 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과연 한국 사람들이 제가 가수한다고 해도 응원해 까요? 그

것도 걱정이 되었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순간 경직되는 것 같아요. 다 같

은 사람인데.” (연구 참여자 C10)

C10은 가수의 꿈을 간직하면서도 남한사회에서 일반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는 경우 다. 이처럼 이주청소년들은 자신의 배경

이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

“진로를 고민하는데요. 내가 살아가기 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

가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말이에요. 아직은 무엇을 뚜렷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안 생겨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나조차 모르니까요.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게 최선인 거죠.” (연구 참여자 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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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본인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는지 등 진로 성

에 해 검증된 사실이 무하여 근원 인 문제에 착하여 고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를 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순풍을 달아  진로 지도 로

그램이나 문가 멘토가 있다면 이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는 국어교육학과을 공하는데요. 그러면 나 에 처럼 한국말 몰라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학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

다고 하셔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구를 

해 도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는 동안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니까요.” (연구 참여자 A1) 

한편, A1과 같이 자신의 이주 경험과 한국생활 응 사례가 향후,  다른 

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멘토를 자청하겠다는 경우도 있다. 이주청소

년의 역할모델이 부재한 실 상황에서 A1과 같은 사례는 귀감이 될 수 있다.

2) 미래에 대한 불안 

이주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할 가까운 미래의 일에 해서조차 막연한 심  

두려움을 갖게 된다. 낯선 환경에 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와 동시에 정 인 의미로 상황을 받아들이며 기

를 갖기도 한다. 

“일반학교에 가는 것이 걱정도 되고요. 기 도 되요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어떨까 걱정하고… 친구들 만나는데 한국애들 고등학교에는 무서운 애들 있

다고 해서 걱정도 좀 되고요. 그래도 한국 학교에 가면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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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한국에 살고 싶어요. 한국말도 이제 많이 알고요. 한국 좋아요. 그런데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몽골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고요. 제 

마음 로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한국에 있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B5)

미래의 삶이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나,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법  지 가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서 강제출국에 한 두려움이 내재

해있다. 모국에서 생활한 경험보다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의 시간이 길수록 이

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3) 또 다른 선택

“이삿짐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일 없는 날은 쉬고요. 집에서 자고 그

러죠. 같이 일하는 아 씨들이 처음에는 일 잘하겠나 싶으니까 걱정했 요. 그

런데 제가 잘하니까 이제는 잘해주고 그러세요. 학 다니는 친구들 보면 부럽

지만 는 그 게 할 수 없으니까요. 돈 많이 벌어서 몽골 가야죠.” 

(연구 참여자 B1)

B1은 한국에 온 4년 부터 곧 ‘노동자’로 살아왔다. 정규 학교에 입학도 

하 지만 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입학한 터라 친구

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고 수업내용도 이해하기 역부족이었다. 그는 방황 끝에 

학업을 도에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배달업을 주로 하다 최

근에는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한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많은 돈을 벌어 몽골

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이번 여름에는 모두 몽골에 가거든요. 가족 모두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한 

지 25주년이래요. 그래서 몽골에서 기념식할 거 요. 그리고 나서 는 몽골에 

남을 거고요. 아빠랑 언니는 공부하러 다시 올 거 요. 엄마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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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교 열심히 다니면 되니까요. 괜찮아요. 가끔 한국 생각 날 거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아빠도 언니도 보고싶겠지만요. 그래도 기다리면서 공부할 수 있

어요. 괜찮아요. 는 몽골에 가서 살 건데 나 에 크면요. 학 되면 그 때 한

국에  공부하러 오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 요.” (연구 참여자 B14) 

 

B14는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유학생인 아버지와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몽골에서 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어학

원을 다니고 있는 언니, 총 네 식구가 한국에 산 지도 4년이 흘 다. 그는 2011

년 6월이면 정든 한국땅을 뒤로 하고 몽골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서 언젠가 

한국에 꼭 다시 올 것이며 한국어를 잊지 않기 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

한다.

“몽골에 가면요 한국어 잊어버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잊어버

리지 않도록 공부해야죠. 근데 막 혼자 공부한다고 한국어 말하면 사람들이 이

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 략) 아! 드라마에서 조 씩 몽골어랑 한국어랑 나

오거든요. 몽골에서 언제 한번 버스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확 서는 거 요. 

그때 한 아 마가 ‘아이고, 아이고’라고 한국말 했어요. ( 략) 요즘에 몽골에

도 한국어학원 많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국 오기 에도 학원 일주일 정도 다녔거든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는지 가

르쳐주지 않고, 자만 가르쳐줬어요. 이젠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좀 낫겠죠.”

(연구 참여자 B14)

이 듯,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 이주청소년들에게는 이들이 한

국사회에 살아가면서 잘 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문화를 수하는 일만큼이

나 모국의 문화나 언어를 잊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도 요하다

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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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이주청소년의 부분은 본인의 의지로 이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결정 혹은 설득에 따른 것이다. 신체 으로 성장하고 정신 으로도 성숙할 시

기인 청소년기에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의 큰 변화는 이주청소년에게 민감한 

문제이다. 더욱이 정치  환경  사회문화  환경, 삶의 방식이  다른 낯

선 환경에 새롭게 응해야 하는 이주청소년은 문화 응 스트 스를 겪게 된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경험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최근 외국계주민 비율이 증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각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할 뚜렷한 책을 여 히 강구하지 못한 채 일방 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등 ‘한국인 되기’를 요구하 다. 즉, 이들은 소

수 집단의 문화  고유성을 존 받는 것이 아니라 다수 집단의 규범 등을 따르

도록 강요받는다.

4장에서는 이주청소년에 한 심층면 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의 경험  사실을 바탕으로 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 하게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연구자는 이주청소년의 입국  응 과정을 이해하고 기술할 때 몇 가지 고

려할 에 유의하여 이 장을 기술했다. 첫째, 이주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진술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경험에 해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 연구자에게 답변을 할 때에 의식 으로 내

용을 가공하여 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사 에 인터뷰 경험이 많은 연구 참

여자에게 발견되는 문제 는데 경험 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지각하고 말

하는 것이었다. 한 로, 실제로 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해 

정 으로 인식하며 이야기하기도 하 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록과정에서 이

를 세 하게 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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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청소년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응하며 나름

로 변화를 시도하 다. 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자신의 욕구를 찾기도 하며 보다 효과 으로 응하기 해 노력하 다. 한편, 

일부의 경우 불안정한 상태로 삶을 지속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모국행을 

선택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 정착하지 않고 모국이나 제3국으로 

 다시 이주를 선택하는 사례에 해서도 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주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경험하

는 상황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

도, 공통 인 분모는 사회  환경이라는 사실이며 사회  차원의 문제 근만

이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제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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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거시 인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로 유입된 외국계주민 인구는 해가 거

듭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흐름에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부분은 부모의 이주로 인해 분리되었다가 가족 결합을 해 입국한 경우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증하는 이주청소년의 황을 살펴보고, 각 정부부처

와 련 기 들의 지원 정책과 련 사업을 조사하여 분석하 다. 한, 심층면

 결과를 통해 이주청소년들의 삶의 실을 조명하 다. 이를 통해 실질 인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 다.

장별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주청소년 황을 

악하기 하여 국,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분포를 조사하 다. 

3장에서는 이주청소년을 한 지원정책의 수행 주체별로 구체 인 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다양한 주체-정부 부처를 심으로 지방자치단

체, 그리고 교육기   민간 단체 등-에 따라 지원 정책 역시 다각 인 측면에

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 으로 이들 력 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이 이 지지 않고 학교 심 정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학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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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심의 정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학령기에 속

하는 청소년들을 해서 교육을 근거로 한 학교 심의 지원 정책들은 차 그 

내용이 다양해지고 지원 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지원정책들은 양 인 면과 질 인 면에서 모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주청소년 집거주지역 등 지역사회를 심으

로 한 극 인 지원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한, 4장에서는 정책의 수요 당사자인 이주청소년들과의 심층면 을 통해 

반 인 생활 응 실태와 정책에 한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주청

소년 지원정책 과제의 설정에 도움을 얻기 해 학교  지역사회 유 기 의 

장 실무자들 경험에 따른 의견 역시 수렴하 다. 한편, 이주청소년은 부모의 

배경이나 개인의 이주 동기와 목 에 따라 크게 국제결혼가정 자녀, 이주노동

자 자녀, 북한이탈 청소년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그룹 내 

다양한 구성원들은 개별 으로 상이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연령, 성별, 가족 

계, 거주 지역, 학교 재학여부, 향후 계획 등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고 생활하

면서도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다양한 경험과 삶의 방식에 합한 수요자 

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청소년들은 이주를 경험했다는 공통 분모 이외

에 개개인의 처한 환경의 차이로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 따라서, 그를 둘러싼 

학교, 가족, 지역사회 등 사회기반 환경의 역할을 배제하고서는 한국 사회에의 

응을 가늠하기 어렵다. 즉,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로 이주청소년들의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역할을 모색하고 각 구성 주체 간 합한 

역할 분배를 통해서 각자 한국 사회에서 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극 으

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이주청소년을 한 지원정책은 이주청소년의 변화하는 삶의 욕구와 

사회 응 문제의 양상  개별 인 환경과 그 특성을 실질 으로 반 하며 함

께 변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이주를 경험한 이들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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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되, 청소년기라는 일반 인 생애주기를 겪고 있

음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이다. 

이때 이주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이 매우 요하다. 이주청소년들에 한 

지나친 보호와 심은 이들에게 심 으로 부담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자립의

지를 강화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일시  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 로 변

하기도 하는데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기에는 이에 한 응력이 약하여 혼란

을 겪기도 한다. 한 이주청소년들을 주체가 아닌 상으로 보고 일방 이며 

시혜 인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한다. 특히, 성인기

로 이행하는 과도기임을 감안하여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이주청소년들을 인격체로서 존 하여야 한다.

이주청소년을 한 극 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근본 인 이유는 헌법

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 구나 출신배경이나 조건과 계없이 ‘인간’으로서

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한민국에 살면서 건강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한 청소년의 권리는 출신 국 과 계없이 국가

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 한, 한민국 국  취득여부와 계없이 이주청소

년들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 인 의미

에서의 인권보장과도 련된다.

제2절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

이주청소년이 미래사회 시민으로 건강하고 안정 으로 성장하기 하여 마

련되어야 할 지원정책을 다음의 네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청소년을 보호와 심의 상에서 하나의 인격체이자 자립의 존재

로 존 하여야 한다. 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스스로 문제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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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이주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사회 인 지지

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 역시 일방 인 시혜가 아닌, 수요자 심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극 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주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나 서울

시와 각 지자체 간 정책 추진체계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지자체와 

공공기 , 민간단체 간의 유기 인 연 가 무엇보다 요하다. 이주청소년을 

실질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지자체  공공기 의 공공성과 민간단체의 유

연성을 목하여 각 기능에 따라 체계 인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 심에서 지역사회 심의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실하다. 학

교 재학 여부와 계없이 이주청소년들이 생활 역 내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문화생활  수련 등 복지 증진을 목 으

로 조성된 청소년 공간에서 이주청소년 역시 다양한 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한, 이주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하여 의료, 법률, 교육, 

심리상담 등 지역 사회 내 문가 의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체 사회의 변화를 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  다양

성을 존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 반 인 인식 개선이 실하다. 이를 통

해 사회구성원들이 출신배경에 계없이 이웃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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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비전과 정책방향

1) 제1영역 - 행정체계 

앞서 3장에서 이주청소년 지원기  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각 자치구에

서 실시되는 사업  로그램  부분은 민간단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공

공기 의 역할이 미흡하며 민간단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정부와 민간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이주청소년들이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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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실에서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

편, 지역 내 련 기   단체 간의 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청소년

들의 행복한 삶을 하여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종합적인 추진 체계 확립 및 협력 강화 

이주청소년을 한 지원 기   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구심  없이 정책

 안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주청소년에게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심의 단 조직(지역단  센터)과 지역조직을 지원하

는 앙조직( 앙지원센터)을 구분하여 앙을 심으로 지역별 네트워크가 구

축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기  간에는 경쟁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정책 과정에서 이주청소년의 참여

정책에 한 정보 공개가 실질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는 것과 별개로 실효성은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청소

년 련 홈페이지나 각 행정기 에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요구

된다. 특별히, 다양한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한국어 소통능력이 다소 낮은 기 

이주청소년들에게도 정보가 효과 으로 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2영역 - 지역사회52) 

아 리카 속담에 “아이를 기르는 일은 온 마을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 개개인이 아이의 안녕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를 

52) 지역사회란 어 커뮤니티(community)의 번역어로서 일정한 지역을 심으로 공통의 생활기

반을 갖고 있는 제1차  공동사회, 즉 공통  이해 계 에 형성된 공동생활권(area of 

common life)으로 규정된다. 문명집, ｢지역사회개발론｣, 법문사, 198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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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략의 필요성

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다. 

오늘날 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작은 마을, 락, 읍, 시, 거 도시 지역과 같

은 사회 ㆍ공간  조직의 단 를 나타내기 해서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사용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란 인간이 가정을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ㆍ양

육하기 하여 직장을 갖고 일상의 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장소이다.53)

따라서 삶과 하게 연 되는 지역사회는 이주청소년들을 지원하기 하

여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최 한 활용하는 한편,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

인 참여를 독려하여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효과가 극 화될 것이다. 

(1) 지역사회 초기 적응 교육 프로그램 마련

가. 지역기반 생활 정보 안내

지역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청소년 세 에 맞는 지역생활 정보에 을 맞추

어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로그램이나 청소년 유 기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능동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에 유용한 물리  공간 인 라에 이

주청소년들이 근하기 용이하도록 지역 지리  요소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지역 멘토링 활성화 

멘토링 활동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미 로그램의 성과가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 지역기반 멘토링 활동이란 사회  상호작용 측면에서 한층 

발 된 개념이다. 이는 멘토링 활동을 지역 사회에서 진행한다면 거주 지역에 

한 이해와 함께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멘토-멘티와의 연계를 통해 근성

53) 정하성 외, 다문화청소년이해론, 양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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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화된다는 장 도 있다.

이때 멘토-멘티 결연의 한 가지 방법은 본국 출신의 선ㆍ후배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입장에서의 소통이 이주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면 하게 

이해하는데 효과 이기 때문이다. 멘토-멘티 간의 정기 인 만남을 통한 우호

인 계 형성은 인 계에 한 신뢰감을 증진시켜 다른 사회  계로까지 

확 되어 사회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 멘토의 역할도 물론 요하지만, 같은 입장에서 한국사회로의 이주 경

험이 있고, 시행착오를 거쳐 생활 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 안정 인 삶

을 살아가는 선배는 역할모델로서 성공 인 조언자가 될 것이다.

(2) 언어 교육 지원

의사소통은 사회  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데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주청소년들이 주류사회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다면 사회구성원들과 언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언어교육을 통해 이주청소년들에게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들의 잠

재 능력을 개발하기 해서 필수 인 요소이다. 언어교육은 일차 으로 의사소

통을 심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향은 교육  효과와도 히 연 되

므로 언어  지원이 선행되었을 때 교육  학습 성과의 상 도가 높다.

이 듯 요한 언어교육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

국어 소통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의 모국어를 존 하며 

능동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 단계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때 수요자 심으로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서는 1) 개인별 언어 수 을 확인하고 2) 단계 인 교육을 

실시하며 3) 환경에 따른(학교, 공공기 , 지역사회 등) 구체 인 상황별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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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한다. 

나. 청소년 맞춤형 한국어 교재 및 교구 개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  학 산하 언어교육

원에서 각종 한국어 교재가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활용하기에 합

한 학습교재는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재를 개

발하는 것이 요하다. 

다. 모국어 존중 

이주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만큼 모국어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하

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정체성과도 직결된다. 이주청소

년들이 모국문화와 언어의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존 하고 지원하면서 잠재성

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표준어 교육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한국어를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활용하는 국어와 재 남한에서 활용하는 국어 사이에는 단어나 의미상의 차이

가 크므로 이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 발음, 억양 등에 있어서도 

원활한 소통을 하여 표 어 응 교육이 요구된다. 

(3)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이주청소년들이 일방 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되거나 지역사회  주변인으

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동 인 존재로 부각되는 것은 장기 인 안목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민 간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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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소년에 한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할 기회가 마련된다면, 한 세 와 성

별, 출신국가 등 배경에 계없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나  수 있는 지역 

문화 축제가 있다면 어떨까?

정기 인 지역 문화행사는 사회 구성원 간 다문화  이해를 강화하는 한편,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사회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호의 기회가 될 것

이다. 이주청소년은 이러한 행사에 극 참여함으로써 모국의 문화 달자 역

할을 수행하며 자 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인 차원에서 다문화는 상이한 국 , 체류자격, 인종, 문화  배경, 성, 

연령, 계층  귀속감 등에 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  권리를 

향유하고 각자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 받으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 인 

사회, 문화, 제도, 정서  인 라를 만들기 한 집합  노력을 의미할 수도 있

다.54)

◦지역다문화 축제 장려 

－각국의 문화가 존 되고 장려되며, 이주청소년 스스로 모국의 문화를 알

릴 수 있는 계기 마련 

－이주청소년 자아 존 감 함양  공동체 의식 강화 

－지역 주민 간 문화  교류  소통 증진 

－사회통합 기여 

(4)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지원

① 공간 및 물적 자원

지역사회 생활 역권 내에는 청소년수련 55), 청소년수련원56), 청소년문화

54) 숙자 외, 2009,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  그린, p. 16

55) 청소년수련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56) 청소년수련원：숙박기능을 갖춘 생활 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 술 심의 수련시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9

의집57), 청소년문화존58), 청소년특화시설59)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한, 청소년지원센

터와 같이 청소년을 상으로 한 상담실이 설치  운 되고 있다.60) 

한, 서울 로벌센터를 비롯하여, 외국계주민 집거주지역을 심으로 설

치된 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계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 주민 간 문화  교류

가 활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운 하는 주

민자치센터 역시 활용할 만한 지역 자원이다. 지자체의 성격과 주민들의 수요, 

그리고 지역별 환경조건에 맞추어 교양  취미 로그램 등 특색이 있는 로

그램을 활발하게 운  이다. 

이들 기 은 공통 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번화한 지역 공간에 치한다는 

에서 최  장 을 내포한다. 이미 구축된 물  인 라들을 활용하여 방과 후 

아카데미61) 등 이주청소년들이 직  활용할 수 있는 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지

역 착형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동이 불편하거나 거주 지역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지역공간을 활용

하기 어려운 이주청소년에 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한, 이주청소년 집거주지역이나 주요 활동 지역에 ‘찾아가는 

57) 청소년문화의집：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 술 심

의 수련시설

58) 청소년문화존：청소년들의 일상  삶의 일부분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  감성 함양과 문화 

창조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과 조직, 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일정한 범주의 지역  공간 

59)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 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 의 청소년활동을 

문 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60) 시립 청소년수련  에서 상담실을 운 하고 있는 14개 수련 을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

로 지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3개 자치구는 구 소유 건물을 확보하여 운 하고 있다(강동구, 

악구, 구로구, 동 문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구는 재 미설치). 

61)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 력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생활 리를 종합 으로 지원하는 로그램으로,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

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사회통합을 실 하기 한 사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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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 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  문제를 호

소하는 이들을 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혹은 진로 상담 서비스 등을 활용하

는 방안도 가능하다.

②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이주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응하고 생활해가면서 문가의 개입이 요구되

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 인 로, 응 기에 문화 응 스트 스를 극심하

게 겪는 사례에 해 문 인 심리상담  치료  근이 필요하다. 한, 의

료  보건 문제가 발생하 을 때나 법 인 문제가 래하 을 때 이를 극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반드시 주변 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집거주지역 내에서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환경을 월하여 이

주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약사, 상담가, 변호사 등

으로 문가 의회를 구축함으로써 련 정보를 교환하며 사례 리를 할 수 

있도록 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5) 진로 지도 프로그램 특성화 

청소년기에 심을 많이 갖게 되는 진로분야에 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함으로써 이주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진로에 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효과 이고 체계 인 진로 교육이 존하지 않는 시 에서, 지

역사회의 다양한 직업 장의 멘토와 연계는 진로 성을 악하지 못하여 고민

하는 이주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진로지도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다언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어 소통능력이 낮은 이주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진로 성 검사 로그램과 다양한 언어 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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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개발  직업역량 강화 로그램 

－특기 성 개발  진로 지도 멘토링 로그램 

－직장체험 로그램 확  실시 

3) 제3영역 - 학교 

학교 장에는 지역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이 요구된다. 먼

 이주청소년들을 지도할 문  자질을 갖춘 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한 고에 재학하는 이주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실 속에서, 이주청소년

을 소수자로 보호하기보다 그 권리를 존 하고 보장하는 한편, 일반청소년들과

의 상호 교류와 통합 교육을 통해 소통을 증진하며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다양한 전담인력 도입

반 인 학생 개인의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교과목 교사 등 학습 담

당 교원 외에, 이주청소년을 지원하기 해서는 다문화 이해교육 등 다문화  

훈련을 받은 담인력의 보강이 필수 이다. 

첫째, 언어지원교사이다. 이주청소년들이 학교 응 기 단계에서 한국어 소

통능력이 미숙함에 따라, 교과 과정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을 반 하

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되, 모국어를 지원해  수 있는 안도 요구된다.

둘째, 학교 사회복지사 혹은 평생교육지도사이다. 이들은 학교 내 체 학생

과 교사를 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기획하

고 운 하도록 한다.

셋째, 상담  코칭 교사이다. 이들은 이주청소년에게 개별 인 근방식을 

통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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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이주청소년 당사자를 한 교육 로그램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로

그램은 활성화되는 한편, 체를 고려한 다문화 이해교육은 상 으로 비

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으로 이주청소년들을 포용하고 통합하

는 데 있어 바탕이 되어야 할 사회의 다문화에 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한 실

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는 사회 구성원을 상으로 한 다문화 이

해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다름’에 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며 ‘다름’이 ‘차

별’이 되지 않도록 인권 심의 보편 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 구된다. 

따라서, 교사의 다문화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마련 역시 요하다. 

실제로 일선 교사들의 부분은 다문화 교육에 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도 

자료가 없거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부분이며, 일반학생 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 거부감이나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실이다.62)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구체 인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연결

－다양한 에서 유연하게 사고하도록 지원 

(3) 정규학교 내 적응 지원학급 편성 

심층면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주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는 의사소통과 학업성 , 래 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압축된다.

먼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으로 축된 이주청소년들일수록 

인 계를 형성할 때 소극 으로 응하게 된다. 한, 수업시간에 교사가 진

행하는 교과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응 지원학  설치 등 학교 환경 내에서 이들을 보조할 수단을 마련

62) 강진구, 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학교 응 로그램, 교육연구정보,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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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즉, 이주청소년이 정규 학교에 편입되어 기 

응할 때에 응 지원학 에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기  

교과학습을 선행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체육과 미술, 음악 등 체능 수업처

럼 언어 인 상호작용이 상 으로 게 요구되는 교과 시간에는 해당 학 에 

합류하여 수업을 이수하도록 권장한다. 이어 순차 으로 수학, 과학, 국어 등의 

수업시간에 참여하게 한다면 교과학습에 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학교 생활에 

응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4) 학교 연계 온라인 교육 활용

심층면  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청소년들은 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서 보낸다는 경우가 많았다. 한, 거주 지역 인근에 근 가능한 지원기 이 

없다면 이동거리에 한 부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이주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한 방안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이는 학교 진

학 비를 한 새로운 형태의 사 ( 비)교육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E-learning－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기본 교과 학습 지도

－표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진로 개발 로그램 

4) 제4영역 - 가족 지원

(1) 부모 대상 자녀교육 관련 정보제공 프로그램 마련

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친 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부모 상 교육을 실시하되, 자녀교육과 련된 학교 등 교육정보

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과과정에 한 반 인 이해나, 학년에 따른 교육과업 등에 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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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교육 행정상에 필요한 차나 비하여야 할 항목에 해서도 상세히 

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 상 교육은 단순히 자녀교육에 한 정보를 제

공하는 일 이외에 부모-자녀 계형성에도 정 인 효과63)를 나타낼 것으로 

망된다. 

◦지역단  자녀교육 상담  정보 습득 안내

－지역 교육지원청 연계

－종합사회복지 , 주민자치센터 활용 

(2)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이주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등의 주변 환

경의 보조가 필요하지만, 가족의 지지 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온가족 구

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가족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문화체험활동 

로그램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 이주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권의 차이로 인해 겪는 응의 어려

움은 가족 단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와 자녀 세 , 형제ㆍ자매 간에도 문

화 응 스트 스로 인한 갈등이 래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며, 가족 환경 내에서도 

문화의 다양성이 존 되어야 한다. 한 가족 단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가족 

공동체 참여 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캠  등 가족단  참여 공동체 로그램 마련 

63) 자녀가 학업 부 응 등의 문제를 겪게 되면, 부모 역시 죄책감에 빠지며 심리 으로 축된다. 

부모의 향력은 자녀에게도 미치므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자녀를 한 지원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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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ㆍ자녀 세  이해교육 

◦가족 구성원 간 소통 증진 로그램 

(3) 무연고, 위기 이주청소년을 위한 생활공동체 지원 확대

심층면  결과, 무연고 이주청소년은 가족을 동반한 경우와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한국 사회에 응하는 정도나 삶의 질에 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난다. 반면, 그룹홈 등 생활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주청소년의 경우 가족을 

신할 존재의 요성을 강조하 다. 비록, 연으로 맺어진 계는 아니지만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이주청소년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심 으로 의

지를 하면서 제2의 가족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라도 동반ㆍ 도입국 청소년 에는 새로운 

가족 계에 응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가출 등 극단 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무연고 이주청소년들과 가족 환경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 이주청

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때까지 일정기간 가족과 같이 울타리가 되어  생활

공동체에 한 지원의 확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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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실

다문화
자료

교과
학습 
지도

멘토링
상담

방문
교육

특기
적성
교육

문화 
체험
활동

캠
프

생활
적응
교육

문화
이해
교육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하늘꿈학교 ◌ ◌ ◌

양천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꿈사리 공동체 ◌ ◌ ◌

한누리학교 지역아동센터 ◌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울남부하나센터)
◌ ◌ ◌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 ◌ ◌

한민족학교 ◌ ◌

새터교회 ◌ ◌ ◌

신월청소년문화센터 ◌

신월종합사회복지관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 ◌

영등포

영등포 평생학습관 ◌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 ◌ ◌

살레시오 다문화교육센터 ◌ ◌ ◌ ◌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셋넷학교 ◌ ◌ ◌ ◌ ◌

용산

용산도서관 ◌ ◌

용산나눔의집, 나눔공부방 ◌ ◌

은평

은평구 외국인근로자센터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

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종로

무지개청소년센터 ◌ ◌ ◌ ◌ ◌

북한인권시민연합 ◌ ◌

다문화사회진흥원 ◌ ◌

중구 서울글로벌센터 ◌

중구

정동다문화어울림학교 ◌ ◌ ◌ ◌ ◌ ◌

여명학교 ◌ ◌

자유터학교 ◌ ◌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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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관명

구분

한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실

다문화
자료

교과
학습 
지도

멘토링
상담

방문
교육

특기
적성
교육

문화 
체험
활동

캠
프

생활
적응
교육

문화
이해
교육

서울특별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

중구구립 신당도서관 ◌

중랑 

중랑구립 정보도서관 ◌ ◌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중랑청소년수련관 내

통일청소년위원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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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명 프로그램 내용

강남 도곡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강동 고덕초등학교 ∙ 몽골어 방과후교실 

강서
신정초등학교 ∙ 러시아어 방과후교실

답산초등학교 ∙ 러시아어 방과후교실

관악

난곡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난향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미성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광진

광진초등학교 ∙ 다문화 거점학교

동대부여자중학교 ∙ 다문화 거점학교

광장초등학교 ∙ 몽골어 방과후교실 

동의초등학교 ∙ 몽골어 방과후교실 

자양초등학교 ∙ 러시아어 방과후교실

구로

영일초등학교 ∙ 다문화 거점학교

개웅초등학교 ∙ 미얀마어, 일본어, 중국어 교육

고척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구로남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금천
시흥초등학교 ∙ 다문화 거점학교

독산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도봉
방학초등학교 ∙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방과후교실

창경초등학교 ∙ 몽골어 방과후교실 

광진 군자초등학교 ∙ 다문화 거점학교 

동작
문창초등학교 ∙ 중국어(단계별) 방과후교실

보라매초등학교 ∙ 한국어교실 

마포

상암초등학교 ∙ 몽골어 방과후교실

서교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성산초등학교 ∙ 필리핀어 방과후교실 

성동 무학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성북

동신초등학교 ∙ 몽골어 방과후교실

숭인초등학교 ∙ 몽골어 방과후교실

월곡초등학교 ∙ 몽골어, 한국어 방과후교실 

서울시 다문화 거점학교 및 이중언어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 현황(2010년 기준)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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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학교명 프로그램 내용

길원초등학교 ∙ 러시아어 방과후교실 

장월초등학교 ∙ 러시아어 방과후교실 

용산 보광초등학교 ∙ 다문화 거점학교 

은평
수색초등학교 ∙ 우즈베키스탄어 방과후교실 

연광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중구

신당초등학교 ∙ 몽골어 방과후교실

장충초등학교 ∙ 몽골어 방과후교실

충무초등학교 ∙ 러시아어 수업지원

중랑

상봉초등학교 ∙ 러시아어 방과후교실

중곡초등학교 ∙ 일본어, 중국어 방과후교실 

중목초등학교 ∙ 중국어 방과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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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전국배치현황(2010년 기준)부록3

지역 파견 기관명(명) 담당지역

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1) 전국총괄 및 지원

통일부 통일부 정착지원과(1) 전국총괄 및 지원

동부
서울동부하나센터(2)

(관악봉사관)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서부
서울서부하나센터(1)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남부
서울남부하나센터(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 강서
한적 양천강서봉사관(1)

(정착도우미사업기관)
양천구

북부
서울북부하나센터(2)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강북 한적 강북봉사단(1) 강북구, 도봉구 

－지역사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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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 인터뷰 내용(2010년 기준)부록4

◦주변의 지나친 개입보다 자연스러운 접촉과 경험이 중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른들이 우려하는 게 그냥 우려에 그칠 때가 있어요. 아

이들이 학교 가면 집단따돌림을 당한다고 걱정들 하잖아요. 물론 없는 건 아니

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요.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걸 보면 그 안에서 좋

고 싫은 게 분명히 나 어지기는 하지만, 아이들끼리도 서로 부딪히면서 이해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싸우면서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쩌면 

아이들은 그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건데 주변에서 어른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개입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도 가끔 합니다.”

◦교육기관의 경험을 통한 사회화 필수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육기 의 경험이 참 요한 것 같아요. 그 형태가 다

양한데, 안학교도 물론 의미가 있죠. 체험 주의 학습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니까요. 그런데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요하

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성, 계능력,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는 능력 등을 

키울 수 있고, 갈등의 요소, 고통의 요소가 상 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이

요. 비록 언어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문화생활 양식이 다르지만 문제는 

그것 자체가 아니고요. 실제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있죠. 가끔 학교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북에서 온 사실을 밝히지 

않을 때에 말투나 낯선 행동을 보고서 의심을 받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러

면, 아이는 당혹스러워 하고 부정 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통

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다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잘 밟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해주면 응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도 과 경험이 

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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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도 필요 

“외국인들이 어학당에서 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학 부설 기 이 

부분이고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도 그것이 하나원이 든, 아니면 하나

센터가 되었든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제 로 가르쳐  수 있는 기 이 필요해

요. 한자어가 많고, 외래어가 많은 언어 환경이다 보니 북한에서 순 우리말을 

쓰던 것과 차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같은 한국어라 해도 의미는 천지 차이

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솔직하게 몰라도 모른다고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

도 많아요. 한번은 제게 ‘인내가 뭐 요? 한반도가 뭐 요?’ 하고 물어보는데 

당황스러웠죠.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우듯이 이 아이들에게도  한국어를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 

◦모국어와 모국문화에 대한 존중 중요 

“ 희 학교는 기숙사를 운 하다 보니 경기권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

거든요. 언어 인 부분에서 일단 해결이 되고, 모국출신의 친구들과 모국 문화

에 해서 수할 수 있다는 이 강 이라서 일부러 찾아오는 것도 물론 있지

만, 일반학교에 진학하기 어렵거나 들어가도 제 로 응하기 어려워서 옮기

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사회 정주가 아닌, 재이주를 계획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요 

“자국 문화를 잊지 않게 연결해주는 것도 요해요. 한국에서 정착하고 살

아갈 청소년들도 분명 있지만, 모국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청소년들도 있거든

요. 그 경우엔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만큼 

모국의 문화나 언어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 다문화  역량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숙이 또래에 비해 더딘 현실을 고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년에 따라서 아이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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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되도록 나이를 고려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 요. 

학교는 이 아이들이 소수이지만 기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에 해 사례 근

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학교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다수를 먼  배려하다 보

니, 한 명의 특별한 상황을 돌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

니, 실제 연령과 학년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본인보다 어린 나이로 취 하여 

선생님이 어리게 할 경우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해요. 다만, 언어

의 응에 시간  공백이 있을 뿐, 신체 으로나 다른 기능의 발달은 일반 이

므로 제 나이에 맞는 학년에 진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인 차원에서 입

장은 여럿이겠지만,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겠지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지역 자원 활용 방안 모색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직  희 기 으로 아

이들 방과후 로그램 문의를 하시기도 하고, 맡기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런 것도 요하지만, 기 과 학교가 착되어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연계가 되

었으면 좋겠어요. 의회 같은 걸 구성하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희 기  같은 경우에는 구 지역아동센터 의회랑 연계가 되

면서 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좋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활성화된다면 지역사회

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니다.” 

◦언어나 학습지원과 자아 훈련프로그램(정체성 함양, 심리 상담 등) 필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업성  올리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정작 이 아이

들에게 요한 건 학교 성 이 아니에요. 자기가 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

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한 진 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스스로 자기 존

재에 혼란을 겪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결국엔 있

는 그 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요한 거거든요. 언어지

원이나 학습 지원 주의 천편일률 인 로그램보다 자아정체성 함양이라든

지 강 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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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교육 등 특기적성 개발 프로그램 강화 

“우리 아이들 문제인데요. 방과후 특기개발 로그램 이런 게 무 없어요. 

교과 학습 말고요. 능 교육이라든지 특기 성 교육에 한 수요가 높거든요. 

아무래도 사교육을 하려면 수강료가 비싸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변 

복지 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실례를 하나들면 피아노 교육인데요. 복지

에서 하는 거는 비용지원이 되니깐 한 번 신청하려면 기자가 부산까지 늘

어서야 될 정도에요. 다른 복지 도 마찬가지구요.”

 

◦이주청소년의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강구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 스를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기회가 무 다는 게 

문제고. 비용도 문제고요.. 그리고 심리상담이 필요한 애들도 있는데 부분 심

리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정말 심각한 경우거든요.

◦전담 인력의 필요

“인력에 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되는 부분이에요. 비슷한 입장에 있는 기

의 실무자들과 만남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 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요. 그런데, 자원 사자의 경우에도 개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꾸 히 나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 채우기에 하거나 도 하차하는 경우도 많

아서 참 그런 건… 아이들 입장에서도 교사가 자주 바 다 보면 불안해지거든

요. 구를 탓할 수 없는 문제인 게 안타까워요. 자원 사 인력에 한 처우가 

개선되어야겠단 생각도 해봤는데…” 

◦실무자의 자리변동으로 인한 업무의 혼란 

“실무자들이 자주 바 면 아무래도 상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있어요. 집

 거주지역이다 보니까 복지 이나 구청이나 여러모로 지원되는 것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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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역에 련 단체들도 많고 하잖아요.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아무래도 사례 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커요.  일부러 드러내기 싫어

서 특별 로그램 같은 거는 참여 안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기 으

로 나오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실무자들이 ‘찾아가는 서

비스’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 안 되어  담당자가 바 고 바 고 하면요. 

신뢰가 없어지는 거 요. 서로 신뢰해야 계도 안정되고 그 안에서 상담도 이

지고 하는 건데요. 그게 아무래도 큰 부담이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 인 

부분에서 채워지는 게 없고 일이 힘들다고 생각되니까 보상이 안 되니까 쉽게 

그만두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고 계약직으로 사람들을 쓰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안 으로 안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에 따른 인력 활용 

“학교든 기 이든 특별지원 상이잖아요. 이주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어도 기 정착할 때까지는 그런 면이 강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장단 이 있

긴 있겠지만,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이 자리를 오래 지켜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실무자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힘을 모아보려고 해도 어

디에 구 바 었더라 하면  간에 연결고리가 끊기니까요.” 

◦지원 기관 다언어 소통 가능하도록 인력 활용 

“다문화 련 교육기 은 특히 언어지원 인력 보충이 무엇보다 시 한 것 

같아요. 아니, 일반 기 이라 하더라도 이주민들의 근을 가능하게 하기 해

서는 마찬가지죠. 지역에 아무리 좋은 도서 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읽고 

하는 당사자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울 때는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닿지 않고 있죠. 다양한 언어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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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연계를 통한 전문적 복지 서비스 지원 

“심리 상담이 필요한 애들도 있는데 부분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정

말 심각한 경우거든요. 생활 상담과  차원이 다른 부분이니까요. 상담 문가 

 기 과 연계가 되거나 체계가 좀 잡힌다면 좋겠어요. 정서지원이 어쩌면 이

주청소년들에게 가장 시 하고 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절실 

“이주청소년들의 경우, 기 응기간이나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집에서 지

내는 시간이 많아요. 어머니와 오랜 시간 둘이서만 집에서 함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교육에 한 어머님의 의식이나 목표가 상당히 요한 것 같

아요. 부족하다면, 자칫 방임이 될 수도 있고 정시기에 언어  발달이나 정

서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기 연령에 지원이 요하죠. 아니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녁 늦게야 집에 오시니까 그때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죠. 무엇보다 이들에 한 사회  심이 필요하다고 요. 거

주지 인근 지역에 련 기 이 있다면 직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야죠.”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재혼한 가정의 경우, 한국사회에 한 응도 물론 요하지만 가정 내에

서의 자녀의 응도 매우 요하죠. 아버지와 자녀의 계는 한국에서도 어려

운 계잖아요. 그런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 상호작용하는 것도 

아무래도 어렵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스트 스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 알게 모

르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

면 아이는 집이 지옥이 되는  거 요. 들어가기 싫고, 그러다 보면 밖에서 보내

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악순환이죠.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데

도 없으니까. 기청소년 지원처럼 쉼터 같은 것이 좀 있으면 어떨까. 장기간

은 아니어도 당장 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실해지는 것 같아

요. 앞으로는 더 그럴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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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대상 프로그램 마련 

“ 는 부모교육이 상당히 요하다고 요. 어떤 면에서는 방차원의 근

이 되는거죠. 아무리 기 에서 좋은 로그램을 운 하고, 교육 효과가 좋다고 

해도요. 부모님의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기  이용이 꾸 하지 못한 경우도 많

고요. 학교나 기 에서의 교육이 요한 만큼 가정 내 교육도 요한데, 그 

요성에 해서 미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기부여가 을 경우

에는 교육지원 등의 서비스에 근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렵죠.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로그램도 물론 요

하지만, 부모님을 상으로 하거나 가족단  로그램이 미치는 향력도 크

거든요.” 

◦일방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선정 중요 

“문화체험 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면 해요. 일각에서는 체험 주의 로

그램을 여야 한다, 산 낭비이다 하는데요. 사실 희 쪽에서 바라보는 입

장은 다르거든요. 동일 로그램에 동일 상자가 1회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철 하게 기 을 정해서 선정하는 거 요. 그리고 매번 하나원에서 새로 지역

으로 배정받아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이게 처음인 거 요. 해마다 놀

이공원, 박물  견학, 공연 람, 캠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다른 상자들에

게 지원하게 되면 그건  처음이 되는 거거든요. 기  입장이랑 상자 개별 

입장이랑 다르다는 거죠. 매번 같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 문제지만요. 한국 

문화에 해 이해할 수 있는 체험 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요. 특히, 청소

년기는요. 희가 일부러 여름에는 어려워도 꼭 바다로 가족여행을 가거든요. 

휴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즐기는지 경험삼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기 

경험이 무엇보다 요한데, 일방 으로 로그램을 축소하는 건 합리 이지 

못하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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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 혜택의 중복성 문제 

“ 복수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복지 정책이다 보니까 소득층

을 상으로 하는 게 있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

런데 다문화가정이면서 소득층이면요. 양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거죠. 뭔가 일반화되는 건 좋지만, 정책의 방향이 특성화

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다문화가정 안에도 들여다보면요. 천차만별이

거든요. 무조건 다문화가정이라고 경제 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 이 모

호한 것 같아요. 그게 장에서도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명확한 기

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대학생을 위한 적응교육프로그램의 마련 

“ 학에 특별 형이 있어서 다문화청소년들이 학에 가는 문턱이 좀 낮은 

게 사실이에요. 사실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때랑  다른 건데, 그때는 학

년을 낮춰서도 들어가기 어렵고 제약이 좀 있었다면 학은 일단 정원 외 입학

제도가 있고요. 특정 학에서 혜택이 더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회라는 측면에

서는 분명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가 기회에서 그치면 안 된다

는 이 요. 입학하고 나서 공이 성에 맞지 않아서 휴학을 하거나 학생

활 자체에 응하지 못하고 진로를 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희집 아이들도 무 힘들어해요. 울면서 화가 오고요. 그럴 때마다 무 안

타까운 거죠.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한국  맥락에서의 학생활이라는 건  

다른 장벽이 된다는 거죠. 문화 으로요. 그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라든가 비 학 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지원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되면 성인으로서의 삶도 꾸려나가야 하는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북돋우고, 독립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지지가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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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Immigrant 

Youth in Seoul and Supporting Policies for Them

Tae Won Bang · Hwajin Kim · Jung Eun Lee

The globalization makes it easy not only for capital or commodity but also 

people to cross over the border. It is no exception for Korea who has been 

proud of her single-race nation. Increasing numbers of foreign nationals come 

into Korea with diverse purposes which include youth. The foreign national 

youth can be classified into three：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hildren 

of immigrant workers and North Korean youth refugees. 

The immigrant youth with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are forced to 

adapt themselves into Korean society without being respected for their intrinsic 

uniqueness leading them to maladaptive behaviors physically,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They may suffer extreme confusion of identity and social 

adaptation to be a new class of alien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for them to be 

a happy Seoul citizen by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and emphasizing 

multi-cultural capacity beyond the current perspective to force them to be ‘like 

Koreans’.

In chapter 2, the population distribution for nationwide, Seoul and sub 

district was investigated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immigrant youth. 

Chapter 3 examined and analyzed support policies by the supporting bodies. 

As a result, diverse bodies - local government including government 

ministr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 carry out 

supporting policies. In chapter 4, their condition of adaptation and needs for 

the policy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the youth have been conduc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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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 opinion of school and local related society staffs were also 

collected to set up the support policy for the immigrant youth. This is the 

reason why consumer centered customized policy ius needed to fit various 

experiences and method of life. In chapter 5, future suggestion of the 

supporting policy for the immigrant youth is made. 

The policy for the immigrant youth sh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ir needs, individual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develop the policy not only reflecting their experience of 

immigration, but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y are current underwent general 

life cycle as adolescence. From a positive view, a more active support is 

required for them to exert their potential and to be one of the main figures in 

this multi-cultural society.

At this point, the perspective to the immigrant youth is far more important. 

if excessive concern and protect is given to them, they feel burdensome 

mentally, and it prevents them to stand independently. As they are sensitive by 

nature they suffer lack of adaptation and identity crisis. And, if they are 

regarded as an object of one-sided support rather than being a subject, they 

may be repulsed.

This study aims to set up social support for them to grow right and healthy 

as a future member of the society in the process of growing through the 

transition period Accordingly, Seoul city shall seek policy schemes to enable 

them to participate society as citizens with equal rights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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