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의「모두를 위한 교육」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다문화가정1)․탈북가정 자녀의
교육기회의 현황과 과제

김형기2)(교육부)

<연 구 개 요>
2015년 5월 대한민국 인천에서는 1990년 유네스코가 설정한 「모두를 위한 교육
(EFA)」목표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교육목표를 설정하
는 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은 고등교육까지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EFA
목표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결혼이주자, 외국인노동
자, 탈북자 및 자녀들의 증가는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률로 내국인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 가운데, 이들 이주
민들의 증가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에 유입되는 이
주민들이 적절한 교육기회를 갖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기회가 적
절히 보장되는지 검토하고 이들의 입장에서도 EFA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정책과
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탈북가졍, 탈북자, 새터민, 모두를 위한 교육, EFA, 교육기회

1) 필자는 ‘다문화가정’이 외국인노동자 또는 결혼이주자 가정을 한정할 경우에 다문화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류방란․김경애(2014)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동 연구
자들과 같은 이유에서 다문화가정이란 용어를 이 글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2) carpediem.kim.20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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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공교육이 도입된 이후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이하 EFA)의 성과를 점검하
고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국제회의
가 며칠 뒤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다.
1948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
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초등 기초단계의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채택한 이후 67년, UNESCO가 EFA 목표를 설정하고 25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개개인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개개인의 꿈을
교육을 통해서 키워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국
가․사회의 발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1957년 이미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달성되었고, 누구나 원하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 UNESCO의 EFA 관점에서 한국 국민과 거주민의 교육기회를
논의하는 것은 일견 불필요해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EFA의 6가지 목표(취학
전 아동의 복지 및 교육의 개선,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무상 초등 의무교육
달성, 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생활기술훈련 및 교육의 증진, 성인 문맹률 50% 개
선,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에 대한 남녀 격차 해소 및 2015년까지 교육 성평등
달성, 모든 면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 달성도 측면에서, 한국은 아주 우수한 성과
를 거둔 국가에 속하기 때문이다. 반세기만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공교육이 제도화된 국가는 유래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의 사회․경제적
역할 및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할 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등 인구생태학적으로 큰 변화
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서로 다른 인구생태학적 배경을 지닌 집단에게도 동
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multiple cultures)․이주민의 교육기회․교육의 기능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후 EFA의 의미와 금년에 EFA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
토하고, 한국의 인구생태학적 지형 변화 속에서 한국은 EFA의 목표를 달성했다
고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자녀
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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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의 검토
1. 다문화 관련 연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민이 급증하면
서 다문화에 관한 인식이 시작되었지만(김진희, 2014),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대상
으로 부각된 것은 2000년대 이후였다(이제봉, 2012). 사회적으로는 2007년 12월에
경기침체와 실업문제를 외국인 탓으로 돌리며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을 주장한
국내 첫 제노포비아(xenophobia) 집회가 개최(문화일보, 2007. 12. 11; 재외동포신
문, 2007. 12. 19.)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다문화국가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인종․민족․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 태생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인 경우를 지칭한다(Castles & Miller, 2003,
김진희, 2011: 44에서 재인용). 국내 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말 현재 전체 인구의 3.5% 수준(법무부, 2015.)이므로 다문화국가로 이행기
라고 할 수 있겠다. 혈연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가 다양한 인종․민
족․문화와 결부된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다(김진희, 2014).
짧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의 성격, 다문화주의(예: 이제봉, 2012), 다문화교육(예:
차윤경, 2008) 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이행에 따른 사회
제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의 영향(예: 신종호․최석현, 2013) 등에 대한 연구
도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사회 이행과 개인적․사회적 편익(최홍·이동원·박준,
2010; OECD, 2014)에 관해서는 국내 교육계의 관심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
다문화사회의 지향과 관련하여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하고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면 사회의 잠재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다문화주의 입장과 다양
한 문화는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주류사회의 문화를 중심으로 단일 문화
를 강조하는 동화주의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류방란, 2013; 모경환․황혜원,
2007, 황혜원, 2012: 32에서 재인용). 다문화주의는 공적 영역에서까지 문화적 다
양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입장이 나뉘고, 비주류문화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황혜원, 2012).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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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자리와 복지비용 문제 등 국가가 처한 상황이 변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입
장을 취하기도 하는데, 영국의 다문화정책 위기론, 독일의 다문화정책 실패론, 프
랑스의 다문화정책 폐기론이 대두되었다(김진희, 2014 : 107-112).
2. 이주민의 교육기회
주류사회가 사용하는 언어 능통성, 인종, 이민자의 신분은 이민자가 받는 교육
수준(educational attainment)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tamps & Bohon, 2006). 특
히, 부모의 이민자 지위는 자녀의 이민자 지위보다 학업성취와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Kao & Tienda, 1995). 이민자의 주류문화로의 동화과정은 직선적 과정
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성과가 악화되기도 한다(Rumbaut, 1997). 박순용․오덕
렬(2012)은 국내 거주하는 필리핀과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대상의 질적 연구에서
동화의 정도가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결혼이민자들이 고국에서 이미 형성한 생활철학과 교육관이 학업성취 등 자녀교
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밝혔다.
이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못하는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은
교육기회를 향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12만 명으로 극심한 빈곤 속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였고(Dorling, 2013), 미
국 불법체류자는 고교교육은 받는 것은 문제 없으나 법적․경제적 문제로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며, 법적․경제적 장벽을 인지할 경우에는 교육적 성
취동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brego, 2006). 한편, 이민자 자녀의 학교 중
도탈락률은 가정의 인적자본, 학교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낮으면 중도탈락
의 위험이 증가하고, 문화적 자본과 이민에 대한 낙관론은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Perreira, Harris, and Lee, 2006).
3. 이주민에 대한 교육과 사회경제적 효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평균 교육연한과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교
육연한이 1년 증가하면 경제성장은 0.58% 증가하였고(Hanushek & Woßmann,
2007; 채재은․우명숙, 2012: 33-34에서 재인용), 개인의 교육수준은 개인의 소득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Becker & Chiswick, 1966). 교육투자 증가로 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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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교육수준(educational

attainment)이

증가하면

인적자본량이

증가되며

(Schultz, 1961), 경제의 지속적인 내생적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된다(Barro, 1991).
탄자니아와 잠비아와 같은 후진국에서도 충분한 수준의 교육투자가 행해지면 경
제성장이 뒤따른다는 것이 밝혀졌다(Jung & Thorbecke, 2003). 한편, 단순히 교
육기간(educational attainment)의 연장보다는 전체 국민의 인지적 기술(cognitive
skills) 수준이 개인소득 증가와 경제성장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Hanushek &
Woßmann, 2007).
한편, 모든 아동․청소년이 오랜 기간 학교교육을 받고, 성인의 사회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의해 결정되며, 제도로써의 교육이 갖는 아이디어와 가치, 규범들이
모든 제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를 학력사회(the schooled society)라고 하는데
(Baker, 2009: 2), 교육기간 연장을 통한 공교육 팽창은 사람들이 졸업장
(educational credentials)이 미래의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교육 취학을 당연시할 때 나타나게 된다(Baker, 2009; Berger &
Luckmann, 1967). 공교육을 많이 받은 학부모들은 학력사회에서 공교육의 중요
성을 깨닫고

더 많은 교육투자를 하게 된다(Baker, 2009, 2011; Lee, 2003;

Tyack & Cuban, 1995).
지난 50년간 OECD 국가에서 이민이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적으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노령이민자보
다는 일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민이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4). 한편, 저숙련 이민자의 경우에는 일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lzer, 2011).
국내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직업교육
훈련을 받은 탈북자는 그렇지 못한 탈북자에 비해 사회적자본 및 비경제적 성과
와 사회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오영훈
외, 2010), 한국사회에 결혼이민자 증가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왔는데, 이는 노동
시장과 문화 영역의 편익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9, 조현
성, 2011: 46에서 재인용).

Ⅲ. 「모두를 위한 교육」 개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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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를 위한 교육」 개관
모든 인류가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채택된 UNESCO의 EFA는 같은 해 개최된 유네스코의 세네갈 다카
르 회의에서는 ① 취학 전 아동의 복지 및 교육의 개선, ②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무상 초등 의무 교육 달성 ③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생활 기술 훈련 및
교육의 증진 ④성인 문맹률 50% 개선, ⑤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 대한 남녀
격차 해소 및 2015년까지 교육 성평등 달성, ⑥모든 면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의
6가지로 EFA 목표를 구체화되었다. EFA는 2000년 UN이 설정한 8가지의‘새천년
개발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 중 '초등교육의 보편화

(Universal Primary Education)' 및 '성차별 해소(Achievement of Gender
Parity)의 달성'이란 목표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관계된
다(채재은․우명숙, 2012). 1990년 UNESCO가 EFA를 설정한 것은 1960년에서
1985년 사이에 대륙별로, 국가별로 초등․중등․고등교육 인구 성장에 큰 격차가
나타났고, 이는 인적자원의 질적 차이로 인한 경제성장의 차이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FA 목표 달성여부 검토
전 세계적으로 15세에서 24세까지 연령층의 비문맹 비율은 1990년 83%에서
2015년 92%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15세 이상 성인 전체 인구의 경우에도 1990년
76%에서 2015년까지 10%p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UNESCO, 2012, 1990-2015년
주요 지역별 비문맹률 변화 예측). 이 정도의 수치라면 EFA 목표달성에 근접하
였다고 평가될 만 하다.
그러나 대륙별로 차이가 있다. 사하라사막 남부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25% 이
상의 청년이 읽고 쓰기를 못한다. 201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천 8백만명의 초
등학교 연령층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10명 중 1명의 어린
이들이 학교 밖에 있다. 이중 53%는 여자 아이들이다. 특히, 서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의 27%인 1천 9백만명,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는
15%인 1천 1백만명, 남부 아시아 지역 어린이의 6%인 1천만명이 공교육의 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다(data.unicef.org/educaion/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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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억 5천만명의 초등학교 연령층의 아이들 중 1억 2천만명의 아이들이
4학년 이전에 중도탈락하고, 1억 3천망명은 4학년까지 재학하지만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UNESCO, 2012). 10명 중 4명은 학교를 다녀본 적
이 없거나 기초적인 학습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니제르,
차드 등 사하라사막 남부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말리아는 1980년이나
2011년이나 여전히 2.4년에 불과하고, 수단은 1980년 3.6년에서 2011년 4.4년에
불과하다. 니제르 또한 1980년 1.6년에서 2011년 4.0년에 불과하다(hrd.undp.org).
2015년까지의 유네스코의 EFA 목표가 이들 국가에서 2030년까지 2015년 EFA
목표의 달성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Ⅳ. 한국 다문화가정․탈북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1. 이주민3) 현황 및 추세
1980년대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김선희, 2014: 102), 최
근 10년 사이에 등록외국인과 단기체류자의 수를 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5배 증가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5년 73만명에서 2008년 100만명을 돌
파하였고, 2014년에는 1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한다(법무부, 2015).
2014년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국적이 전체 국내 체류 외국
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비중이 크다.
반면, 미국 7.6%, 일본 2.7% 등 주요 선진국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중은
높지 않다(법무부, 2015).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유입은 연평균 9.7%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현재
의 추세를 유지하면 2030년 국내 거주 외국인은 531만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예상치인 5,216만명의 10.2%를 차지할 전망이다(신종호․최석현, 2013: 3).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세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2015)에 의하면, 2012년 125,087명이던 결혼이민자는 2014년에 150,994명(국
내 체류외국인의 8.4%)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불과
129명(0.1%) 증가에 그쳤다.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대부분일 거라는 편견과 달리,
3) 이 곳에서 이주민은 결혼이주자, 외국인노동자와 탈북자 및 그 자녀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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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15.1%는 남성이었다. 결혼이민자 자녀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관심인 여성 결혼 이민자는 2014년말 현재 128,193명이었는데, 이들의 다
수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건너 온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본과 필리핀 출신
이 많았다(법무부, 2015).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전문인력의 유입은 정체되는 양상이나
단순기능인력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고, 결혼이민 등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 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은

전체

이혼

수의

10%(2010-2012년)에 육박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해체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종호․최석현, 2013: 7-8).
2014년말 현재 179만 8천명의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격을 가진 체류자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34.3%인 61만 7천명이고, 취업자격 체류자의 81.5%인 50만 3천명
은 단순노무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5). 한편, 전문인력의 경우 2006
년 2만 9천명에서 2014년 8월에는 5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규용
외, 2014: 28).
2000년까지 입국한 전체 탈북자 수는 531명 이었고, 이 중 6-20세의 탈북 아
동․청소년은 94명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하였다. 2002년부터는 매년 전체 입
국자 수 규모가 1천명을 넘어섰고, 2006년부터는 2천명 이상이 매년 입국하였고
(2012년 제외), 2012년말 현재 전체 탈북 입국자 수는 23,728명이고, 입국 당시
6-20세인 경우는 3,823명(전체의 16.1%)에 이르렀다. 탈북자 중 직계존속 없이
남한에 단독세대를 거주하는 청소년은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147명, 누계 603
명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년별 적정 학령에 대비한 재학생 수가 정확히 확인되지
는 않으나 상당수 아동․청소년이 공교육의 우산에서 벗어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한편, 2001년 이전에는 남성 입국자가 여성 입국자보다 많았으나, 2002년부터
는 여성 입국자가 남성 입국자를 압도하여 전체 입국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 명)
’14.12
(잠정)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4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6

연도 ~’98 ~’01

’02

’03

’04

’05

’06

’07

※ 자료 : 통일부

2. 다문화가정 및 탈북가정 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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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10

’11

’12

’13

합계
8,251
19,267
27,518

가. 취학률
2014년 현재 공교육 체제 내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
생은 67,806명으로 전체 학생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15a.). 다문화가
정의 학생은 2005년 7,765명으로 전체 초중고생의 0.1%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급
속히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증가 인원으로도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2
천명이 채 증가하지 않았으나,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1만명 이상이 증가하였
다. 최근에 다문화학생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남한 출신의 일반학생은 2009년 이
후 매년 20만명씩 감소하지만 다문화학생은 9천명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 :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다문화 학생 수 7,765
9,389 14,654 20,180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0.12
0.19
0.26
0.35
0.44
0.55
0.70
0.86
1.07
다문화 학생 비율 0.10
※ 교육부(2008-2014)의 다문화학생 통계에 기초하여 수정․보완하였음

2006년 12월말 현재 등록 외국인(합법체류자) 중 5세 이상 19세 이하는 전체
등록 외국인의 4%인 25,488명이나, 2006년 4월과 2007년 4월에 일반 초․중․고
에 재학중인 학생은 약 1,300명 수준이었다. 2006년 12월 현재 외국인학교 재학
생이 8,34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5-19세 아동․청소년이 학교 밖
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012년과 2013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은 20.9%, 12.7%이다.
(단위 : 명,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탈북청소년 수(6-20세)(A)
724
841
1,050
1,319
학교재학생 수(6-20세)(B)
421
474
602
966
(B/A)*100
58.15
56.36
57.33
73.24
※ 2009년 11월 현재(통일부 자료), 교육부(2011)에서 재인용

‘09년
1,478
1,143
77.33

‘10년
1,711*
1,417
82.82

2005년에는 약 절반 가량의 탈북 청소년이 학교 밖에 있었으나, 2010년에는
17.1%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1,417명은 초중고에 재학
중이었고, 학교 밖에 있는 탈북 청소년 중 9.1%인 156명4)은 대안교육시설에서
  ꠄ 뚐 듻ꀓ 몇뚐驟 싘깜뒻ꗛ 뚐ꩴ 驃긯ꆗ덇듃 饿ꀤ꺰듳 딇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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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8.1%인 138명은 교육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
된다(교육부, 2011). 2014년에는 2,183명의 탈북학생이 초․중․고에 재학하였고,
283명은 대안교육시설에 적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b).
나. 중도탈락률
2012년 4월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은 46,954명인데, 2012학
년도에 461명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2013학년도에는 55,780명 중 572명이 중도탈
락 하였고, 2012학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약 1% 수준이었다. 2013학년도의 일반학
생의 중도탈락률이 초등학교 0.6%, 중학교 0.8%, 고등학교 1.6%인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초중고 각각 0.2, 0.4, 0.5%p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교육부, 2015a).
탈북가정 자녀의 중도탈락률은 지난 10년 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학년도 탈북가정 자녀의 중도탈락률은 초등학교 2.8%, 중학교 10.1%, 고등학
교 12.8%로 2005학년도 남한 출신의 일반학생 중학교의 중도탈락률 0.8%, 고등
학교의 1.4%에 비해 약 10배 가까이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탈북가정 자녀의
중도탈락률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2014학년도에는 평균
2.5%,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0.6%, 중학교 3.1%, 고등학교 7.5%로 감소되었다
(교육부, 2015b). 비록 여전히 일반학생의 중도탈락률 평균 0.9%보다 높은 수치
이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졸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 다문화가정 및 탈북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검토
한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직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었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57달러에 불과했던 1957년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룩하였고 2000
년대 들어서는 원하는 사람 모두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
계까지 이르렀다(이종재 외, 2009; ecos.bok.or.kr). 소위 학력사회(the schooled
society)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초등의무교육은 완성된지
오래이며, 평생직업교육이 보편화되고 있고, 성인 문맹률은 2.1%에 그치며, 교육
기회에 있어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등 EFA의 모든 면에서 한국은 목표를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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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자녀들은 6가지 목표를 차치하
고 보편적인 초․중등교육은 받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2000년대
이후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인구생태학적 변화 속에서 이들이 보편적
교육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가. 취학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93.0%, 중학교 75.6%, 고등학교 75.7%, 평균 87.3%로 2012년 평균 79.1%에서 개
선되었다(교육부, 2014). 그러나, 여전히 최소한 10% 이상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은 정상적인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결혼이주자보다 불법체류의 신분을 가
질 가능성이 높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공교육의 기회에
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경기도 지역 외국인노동자 사례
를 살펴보자.
“우리 센터(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으로 ‘외
국인 근로자 가족’을 규정,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168가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가족 가운데 54.8%는 미등록상태였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응
답한 132가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등록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그들 자녀 가운데 58.3%는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정
보의 부족이나 신분 노출 위협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쳐 미등록이나 무국적 상태
에 빠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학령기 아동 가운데 36.0%가 공교육을 받고 있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7%는 자녀 입학 시 교육청이나 주민센터로
부터 입학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해주었다. 학교 측으로부터 자녀 입학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자도 21.7%에 달했다(오경석․이경숙, 2014: 90-91).”

탈북가정 자녀는 외국인노동자 자녀 다음으로 교육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대로 2005년에서 2010년의 5년 사이에
탈북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58.2%에서 82.8%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
국인과의 이혼의 급속한 증가(신종호․최석현, 2013: 7-8)로 부모의 돌봄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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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고는 있지만, 탈북 아동․청소년 중 상당수(2013년 4월 1일 기준 603명)는
부모없이 입국하고, 거주지를 떠나거나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소재파악도 쉽지
않아 공교육의 우산 아래에서 교육을 받게 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나. 중도탈락률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포괄하는 2014년 다문화가정
초․중․고생 전체의 중도탈락률은 약 1%로 일반 학생의 중도탈락률 0.93%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 일단 공교육체제에 진입을 하
면 일반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중도탈락을 보이고는 있으나, 비교적 학교 내
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자녀보다 탈북학생의 중도탈락은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8%에서 2014년 2.5%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남한 출
신 학생들에 비해서 약 3배 가량 높은 중도탈락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존부 문
제와 더불어 체제와 문화의 차이가 결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다. 종합검토
2000년을 전후하여 외국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국적이 상이한 소위 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이 증가
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그들의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다문화가정의 출생아는 13천명, 2009년 19천명, 2010년 20천명, 2011년 22천명,
2012년 23천명으로 국내 전체 출생아 수의 각각 2.9%, 4.3%, 4.3%, 4.7%, 4.7%를
차지하고 있다(이규용 외, 2014: 26). 불법체류로 통계에서 배제되었거나 중도입
국자 자녀를 제외하더라도 2011년생이 평균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
이면 100명 중 5명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된다. 외국인노동자 자녀 2명 중 1명은
탈학교 상태일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경석․이경숙, 2014). 아울러, 한
국 사회에만 특유한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탈북하거나 탈북자의 자녀들이 증가
할 개연성도 있다.
학교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배출하는 제도이든, 부와 교육수준
을 대물림하는 기구이든간에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배분하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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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제이다(Bowles & Gintis, 1976; Collins, 1971). 더구나, 학교를 중심으
로 한 교육제도는 여타 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Baker, 2009; Meyer, 1977). 공적 영역에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다
는 것은 이주한 국가에서 영원히 타자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의 소외
계층으로서 국가에 기여보다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민사회로 이행할 때 이주민과 그 자녀를 우리사회의 주류문화에 완전히 동
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 같다. Branigan(1998, Akresh,
2007: 932에서 재인용)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주민이 이민하는
사회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사회로 이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또는 그들이 한국에서 만드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사회의 미래
를 책임질 인적자원으로 성장해야 한다. 합계출산률 감소로 인구감소의 경로를
밟고 있는 한국에서는 더욱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에게 실질
적인 교육기회 그리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피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
시민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하고, 혈통에 근거한 민
족개념은 보편적 인권을 가진 시민의 개념으로 변모되어야 한다(이제봉, 2012:
212).”는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주민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
는 법․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김경은․윤노아, 2013).
유입되는 인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교육과 고용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OECD, 2014). 이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사회적 기
여를 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이들 이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OECD, 2014)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자녀의 교육과 고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이동의 통로였고, 약해진 동아줄이긴 하지만
아직 사회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측면을 넘어,
교육은 여타 사회제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인 점을 인정한다면, 인종
적․언어적․문화적 분절을 경험한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보상적 교육과 함께 우리사회의 건실한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한국의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자녀들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
하였거나 4학년 이전에 중도탈락한 전 세계의 38.5%에 속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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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최근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과 세계적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외국인혐오증이 증가하고 있고(JTBC, 2015. 3.
31),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압력은 결국 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오경석․이경숙, 2014: 90-91). 이들이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면 합계출산률 1.2 내외(www.index.go.kr)의 우리사회가 갖는 인적자원
전체의 질은 하락할 개연성이 크고, 잠재적 성장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에 이들
까지 떠앉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주민 유
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커지게 될 개연성이 크다.
향후 외국인노동자 뿐 아니라 결혼이주자 가정과 탈북가정 자녀들이 경제성장
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사회에 유입되는 인구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
며, 고급인력이면 일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커진다(Holzer, 2011;
OECD, 2014). 만약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자녀들의 교육연한이 짧아 저숙련공
직종만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들의 유입에 따른 비용이 편익보다 클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 출신의 일반적인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우리사회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
인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 그들도 이 땅에서 더불
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려면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통계가 유관 부처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부처
별로 사용하는 통계를 호환하기가 쉽지 않다.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이 필요하
다는 지적(동아일보, 2015. 3. 24.)을 귀담아 이들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원
을 하기 위한 적절한 통계와 이에 기초한 사회․경제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
러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개인
정보 보호를 전제로 모든 사회․경제정책에서 그들을 명시적 정책대상으로 하여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등 정책 제 과정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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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을 이루는 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태도와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사회적 자본이 자녀들의 교육에 중요하다. 이미 학력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자녀들이 괜찮은(decent) 일자리를 구해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비용보다는 편익을 더 많이 가져다 주려면 상당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
다. 새로이 한국사회에 진입하는 이들 부모들이 공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절
한 교육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자녀가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문화 수용성 교육의 확대(류방란․김
경애, 2014)와 다문화 경험이 있는 교사의 양성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자의 경우, 일정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한다. 대부분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이다. 해외로부터의 송금된 재원은 해당 국
가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인적자원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엘살바도르의 예는 Cox & Ureta, 2003). 개발도상국 등에서 EFA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한국을 이해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도 있다. 덧붙여, 한국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교육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지한파 양성은 물론 향
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설정된 EFA 목표는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교육포럼 2015를
통해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Post-2015 교육의제를 채택하게 된다. 보편교육을 달성한 국가와 인류
에게는 평생직업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겠지만,
사하라사막 남부지역의 국가나 일국 내에서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집단에게는 초
중등 기초교육을 보장하고,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된다(www.wef2015.go.kr). 지금껏 겪지 못했던 인
구생태학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Post-2015에 따른 광범위한 평생직업교육
을 확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앞서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 자녀 등이 교육에
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주민 유
입으로 인한 인구생태학적 변화 속에서 EFA 목표 달성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새로운 노력들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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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Conditions and Tasks of
Educational Opportunity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North Korean Defectors'
Families From the Viewpoint of UNESCO's
Education for All

Hyung-Kee Kim (Ministry of Educatio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children from multicultrual and
North Korean Refugee's families in South Korea have a chance to have
public education regardless of thei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EFA(Education
for All). They encounter crisis of losing chances of enjoying formal schooling
during their school ages, even though it seems that Korea accomplishes the
goals of EFA. It is not desirable for immigrant children to lose their rights to
study in formal schools in terms of individual earnings and national growth
because public education acts as a facilitator of distributing social status and
wealth.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immigrants has increased, it seems to
be urgent for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a series of active policy
measures for the immigrant children in order to achieve EFA goals as a
whole.
Key words : EFA; Multicultural family; North Korean Defector's family;
educational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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