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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수자집단의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특히 초기사회화와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 개인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생애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두 명을 사례로 하여 그들의 진로형성의 과정을 그들
이 놓인 생활세계의 맥락 속에서 종단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5-6년에 걸친 종단적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이들의 진로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작동하
는 생활세계적 맥락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형성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로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주여성들에게 학구적 성향은 자녀의 진로개척에 중요한 모범으로 의미
가 있다는 점, 둘째,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지배적 학부모문화와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
으나 자신의 학교교육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자녀진로에 관한 관점과 지원방식이 다르고
그것이 자녀의 진로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지원이 주로 영유아와 초등단계에 그치면서 중등단계에서 중요한 진로관련 정보격차와 보편
적 직업교육의 파행으로 인하여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학력이 낮고
사회적 자본이 적은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경우 더 크게 체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건강한 진로형성을 위한 차원별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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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진로가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지는 꽤 되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으
로 진로활동이 자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포함되었
을 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업’이 2009년 중학교 개정교육과정에 신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아예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등 해외의 진로교육제도가 국내에 소개되는 등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사회에서 어린 세
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진로를 형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구체적이되 심층적인 연구는 이
제 시작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진로의 형성이 한 개인의 성장을 생애의 관점에
서 통시적으로 볼 때에야 드러난다는 점, 다른 무엇보다 그 개인이 놓인 생활세계적 맥락
과 더불어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시적이며 공시적인
맥락을 동시에 살피려는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이러한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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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황매향 선혜연, 2013: 3529).
교육학에서 진로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뒤늦은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
다. 첫째는 진로가 오랫동안 학문적으로는 심리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상담
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진로에 관한 이론을 일괄해 보면, 이제까지 진로이
론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Holland, 1997; Super, Savickas, & Super, 1996).
중학생들이 진로교육시간에 주로 참여하게 되는 홀랜드 검사가 대표적인데, 개인의 특성
(traits)과 인성(personality)을 확인하는 문항 검사를 통해 인성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에
맞는 직업군들을 소개해주는 것이 이 직업적성검사의 특징이다. 둘째로, 진로가 평생에
걸쳐 형성되는 교육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진학과 직업 선택의 차원에서 다루어졌
기 때문에 진학과 취업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기에 상담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인
식되어왔다.
이처럼 소위 ‘교육’ 영역에서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와 실천적 경향은 진로가 개인의
문제이며(개인주의)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자율성), 원한다면 항상 관련 비용을 낼
수 있으며(풍요성),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구조가 열려 있다고 보고(능력주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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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의 한 경로를 통해 꾸준히 성장한다고 본다(선형성, 향상성, 합리성)는 가정을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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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황매향 선혜연, 2013: 3518). 그에 관한 지원 역시 개인적 차원에서 진로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격려하는 방식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제한된다. 그
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최근의 “희망고문”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진로지원
이 사회구조적 맥락을 도외시하는 개인 차원의 상담에 그치게 되고 취약집단이 진로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게 하는 전형적인 “실패자를 비난하는
(blame the victim)” 결과를 낳게 된다.
진로가 특정 시기에만 주목해야 하는 개인적 과업이 아니라는 사실이 진로에 관한 오
랜 연구전통을 지닌 북미권 연구자들에 의하여 점차 밝혀지면서 진로에 대한 생애적 관
점과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 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Bluestein et al., 2002; Oren,
Caduri & Tziner, 2013; Vilhájlmsdóttir & Arnkelsson, 2013). 구체적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포부수준과 진로의식, 준비행동 등 자발적 의지(volition), 전
공이나 직업 선택, 일터에서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인종, 민족성, 소수자성, 젠더와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즉 초기사회화와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로 인하여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Heppner & Jung, 2013).
이런 맥락에서 소수집단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는 특히 개인이 놓인 사회문화
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소수 사례에 대한 질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서덕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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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매향 선혜연, 2013: 3529). 소수집단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배
경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 중 중
도입국청소년은 중도에 입국했기 때문에 청소년 당사자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갈등하
고 재사회화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로를 찾아나가는 어려움은 명약관화하다(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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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서덕희, 2012, 서덕희 외, 2015).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도 어머니의 한국어능
력정도와 학력,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경우 어려움의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서덕희, 2015).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놓인 진로상황의 어려움이 선주민청소년들보다 더 과중한 것은 특
히 생활세계적 맥락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서덕희(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
들은 일반청소년들과는 다른 생활세계 속에 놓인다. 즉,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삶에 작동하
는 법, 전통, 성향 등 문화적 차원이 선주민청소년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별도의 법 체계 아래에서 지원을 받거나 체류자격법
등으로 제재를 받기도 하며, 어머니가 살아왔던 문화적 전통의 차이로 인하여 자녀양육

․

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며, 열악한 부모의 사회 문화적 자본으로 인해 필요한 자원의 부
족으로 독특한 성향(아비투스)이 형성될 수도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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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세계-내-존재’로서 필연적으로 위와 같은 문화적 길들임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에로의 존재’로서 자신과 동시에 생활세계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기
도 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역시 그들이 놓인 독특한 생활세계 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신됨을 찾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형성해나가
고자 하는 교육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생활
세계적 조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로에 대한 공적이며 보편적인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학업성취
도가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소수자의 상황에 놓
인 이들에게 의미 있고 유효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
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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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매향 선혜연, 2013: 3528)가 강조하고 있듯이 그들의 초기 사회화 과정이 그들이
놓인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령, 성향(아비투스) 차원에서 어
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자
집단과 달리 교육에 대한 이주여성의 문화적 전통과 그들이 한국사회에 놓인 법적 혹은
1)

문화적 차원으로서의 법, 전통, 성향의 구분은 특정한 방식의 ‘힘’이 작동하여 이주배경청소년
들이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특정한 틀이 길들여지는 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성
향’차원은 가장 기초적이며 근원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부모 혹은 가
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몸에 체화되어 발휘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가
장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즉, 몸에 체화되었기 때문에 성찰을 한다고 해도 다시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하는 힘을 가진다.(서덕희, 2016: 121) 이 ‘성향’은 부르되의 아비투스
(habitus)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부르되에게 있어서 아비투스는 계급구조가 개인에게 구조화된
‘성향체계’로 그것이 다시 자신의 삶을 계급적으로 구조화해 나간다고 본다. 아비투스는 때에
따라서 “개인의 행위와 가치판단에 개입하는 사회적 정향(orientation)”(홍성민, 2000: 311)으로
규정되거나, “자신의 사회적 출신에 기인하는 성향”(Bourdieu, 1994: 김웅권 역, 2005: 87)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한편, ‘전통’ 차원은 인류학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문화’적 차원으로 오랜
시간 특정 사회에서 면면히 내려오는 의미체계와 행동방식이다. 종교와 같이 아예 체계적이고
의식적인 의미체계와 행동방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상식화되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
는 경우도 있다.(서덕희, 2016: 120) 한국사회에서의 유교전통에 근거한 숭문주의가 왜곡되며
나타난 학력주의 혹은 학벌주의 등이 그것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길들임’으로서 공권력이라는 ‘힘’으로 그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문화적 차원으로 사회 전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체계에 근거하고 있을 때
도 있지만 때로는 중국의 문화혁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급진적인 의미체계에 근거하여 길
들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이주민과 관련하여 문화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은 국적법,
체류자격법, 그리고 사회통합법 등으로 한국문화의 부계혈통주의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한국
인남성과 외국인여성의 결합에 초점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한국사회 ‘법’의 부계혈통
주의를 잘 보여준다.(서덕희, 201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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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조건의 차이가 그들의 진로 형성 과정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두 명을 사례로 하
여 그들의 진로형성의 과정을 그들이 놓인 생활세계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함으
로써 그들의 진로 형성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들의 건강한 진로 형성을 위해 어떤 지원이 요구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주배경청
소년들 중에서도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한국사회에서 ‘법’의 차원에서 볼 때
다른 이주배경청소년들보다 일차적인 사회통합의 대상이다. 또한, 아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활세계적 맥락으로 볼 때 일반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에 관한 사례연구
를 통해 이주배경이 미치는 특수성과 더불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놓이는 맥락의 보편성
모두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소수 사례이지만 5-6년에 걸친 종단적 사례 연구를 통해 한
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작
동하는 생활세계적 맥락을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근거하
여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한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의 보편적 진로 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의 목적이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을 사례로 하여 그들의 진로형성의 과
정을 그들이 놓인 생활세계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들의 건강한
진로 형성을 위해 어떤 지원이 요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는 취약
계층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경향을 중심으
로 검토해 보았다.
진로연구가 앞서 진행되어 온 북미에서도 진로발달을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은 인종,
민족성, 소수자성, 성과 사회경제적 위치 등 그 개인이 놓인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방
향으로 나타나고 있다(Bluestein et al., 2002; Oren, Caduri & Tziner, 2013; Vilhájlmsdóttir
& Arnkelsson, 2013). 구체적으로, 진로발달에 대한 좀 더 체계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7)의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한 연구들(Cook et al., 2005)
과 부르되(Bourdiu, P.)의 사회적 계급, 문화자본, 아비투스 등의 관점에 근거하여 아동들
의 학업성취와 미래 진로 포부 등을 확인하는 연구들(Blustein et al., 2002; Rea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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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Gaddis, 2013; Gillies, 2006; Vilhájlmsdóttir & Arnkelsson, 2013; Bourdieu,
1986; Irwin & Elley, 2013)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쿡과 그의 동료들(Cook et al., 2005)의 연구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관점에
서 유기체가 놓인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들 중 특히 유기체와 가정, 학교,
일터 등 미시체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진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들 미시체계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에 배태된 가치와 관습, 규범 등의 거시체계의 영향 속
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이들은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일 성

性

( ), 유사인종 역할 모델, 그리고 성공에 대한 신념 등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가질 경우
소녀의 진로 포부에 긍정적 영역을 미친다는 점을 여성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강조하였다
(Betz. 1994; Reid. Haritos, Kelly & Holland, 1995).
유기체-미시체계-거시체계 등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부르되의
관점으로 문화자본과 교육적 불평등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경우가 도움이 된다. 특히 부르
되의 관점에서 가족구성원, 특히 부모가 자녀의 미래 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레이(Reay, 2000)는 주로 가족을 통해 문화자본이 매개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은 사고방식, 성향 유형, 의미 체계와 스타일 등을 가족으로부터 내면
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내쉬(Nash, 1990)는 이런 점을 강조하여 부르되의 이론
을 통해 ‘가족이론’을 재구성 할 수 있으며 ‘가족 자원(Family resources)’이 교육의 차이
를 나타내는 데 결정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위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 특히 레이(2005)와 어윈과 엘리(Irwin & Elley,
2013)의 연구는 계급의 차이에 따른 어머니의 학교경험의 차이가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
과 관계를 맺는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레이
(2005)는 영국의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출신의 초등학생 자녀들의 어머니를 인터뷰하여 어
머니의 교육생애가 어떻게 자녀의 교육에 관련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노동계급
의 어머니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돌볼 시간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 학교교육 경험으로 인하여 학업에서의 자신감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중간계급 어
머니가 스스로 교사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교육은 학교교사들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은 교사의 ‘지지자’나 ‘보조자’역할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것
을 밝혔다.
어윈과 엘리(Irwin & Elley, 2013)는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어머니의 자녀교육의 실제
를 좀 더 구체화하여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교육을 마치고 전문직을 가진 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단계라고 보는 데 비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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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급 부모의 경우 대학교육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의 관심에 따라 “지켜보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러한 차이는 길레스(Gilles, 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을 미래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토대”로 보는 중간계급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내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해외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진
로는 북한이탈청소년이나 이주노동자가정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의 진로와 상당
히 유사한 성격을 띠는 반면(양계민·조혜영, 2012; 서덕희, 2016),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진로는 이주배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상당히는 그들의 사회경
제적 계층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였다(서덕희·오성배, 2012, 서
덕희, 2015). 즉,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그 자녀의 성장과정에는 ‘다문화’보다는
‘계층’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중요한 영향을

ㆍ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덕희 오성배, 2012; 양계민·조혜영, 2012). 가령,

ㆍ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한 종단연구(양계민·조혜영, 2012) 결과를 보
면,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
진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감독한다거나, 방임이 적다거나 학교성적이 높으
며 성취동기,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의 지지, 삶의 만족도 등이 모두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을 포함한 문화자본 혹은 아비투스가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과 성장과정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주로 서덕희의 일련의 질

․

․

적 연구(서덕희 오성배, 2012; 서덕희, 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덕희 오성배(2012)
는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관과 실천이 그들
의 출신국 문화보다는 그들의 학교교육에서의 성공경험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는 점을 ‘학구적 아비투스’ 개념을 통해 보여주었다. 서덕희(2015)는 더 나아가 학력적 차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의 교육문화를 내면화하는 방식과 자녀교육을 지원하
는 방식의 차이를 낳고 결국 그들의 ‘문화접변’의 과정에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가령, 고학력 여성들은 자신의 이주배경이 지닌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교육문화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녀가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하여 저학력
여성들은 한국사회의 교육문화에 대한 동화적 태도를 지니지만 실천적으로는 자녀지원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주변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이주배경청소년들 중에서도 한국태생의 경우 어머니
의 출신국보다는 어머니의 학력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더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점, 특히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학교교육 적응에 주로 초점이 있을 뿐 진로형성이라는 좀 더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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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생애적 과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진로형성을 생애의 관
점으로 따라가면서 가족,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
로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이 어머니의 성향이나 어머니의 전통적인 교육관과 실천, 그리
고 그들이 놓인 법적이며 제도적인 맥락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총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과 과정
1. 종단적 사례 연구(longitudinal case study)
이 연구는 두 청소년의 삶을 진로 형성에 초점을 두어 종단적으로 접근한 ‘사례 연구’
이다. 먼저, 사례 연구는 ‘시간의 경과나 경계를 가진 사례들(case)’을 탐색하기 위해 참여
관찰, 심층면담, 문서와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원천을 활용하여 생활세계에 기반한 주제
들을 찾는 현장 내 연구를 수행하며, 사례에 대한 심층 묘사를 위해 가장 광범위한 자료
수집방법을 제안한다(Cresswell, 2013). 특히 사례연구는 상황과 환경의 맥락 속에서 행동
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기 위해(Merriam, 1991) 초점이 사
례 그 자체에 맞춰진다. 요컨대, 질적 연구 중 다른 어떤 방법적 전통보다도 사례 자체의
총체성과 복잡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연구는 ‘진로 형성’ 과정이라는
복합적이면서 총체적인 주제를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이 연구는 사례 연구 중에서도 ‘도구적’ 사례 연구의 특성을 띠고 있다.
Yin(2014)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사례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본질적’ 사례 연구와 주제 혹은 쟁점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
고자 하는 ‘도구적’ 사례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는 이상적
사례나 부정적 사례 등 전체 모집단에서 사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 때문이라기보

ㆍ

다는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진로형성 과정이 부모의 학력과 사회적 문화적
자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학교와 사회의 교육적 지원 등으로 인하여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선택되었으며 그 점에서 ‘도구적 사례 연
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진로형성 과정이라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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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양적 연구에서도 ‘종단적’ 연구는 ‘변화’란 단일 시점에서 확인하
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시차를 둔 여러 번의 자료수집을 통해 그 변
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양적 연구의 경우는 그 ‘변화’가 어떤 원인에 따른 것인지
를 추론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 연구의 주제인 진로형성과 같이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며
총체적이어서 이것의 변화 양상은 주어진 문항에 대한 반응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진로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생활세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목
적으로 하는 이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페티그루가 지적하듯이(Pettigrew, 1990: 270),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사례연구는 종종
종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까닭은 “변화의 다각적 측면들을 다룰 수 있기(multifaceted
treatment of change)” 때문이다. 이 연구는 목적 상 지속성과 단절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는 진로형성이라는 시간에 따른 ‘과정(process)’에 대한 사례연구로 필연적으로 ‘종단적’
연구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 ‘사례’는 두 청소년의 진로형성 과정이 되는데,
그 점에서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과 그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세계적 맥
락이라고 볼 수 있는 가족, 특히 어머니를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복적으로 만나 두 청소
년의 진로상황은 물론이고 그들이 놓인 생활세계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과정
사례 연구에서 사례 선택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선정된 두 사례는 한
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출신의 여자 청소년,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위치, 가정의 경제적 상
황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당히 다른 진로를 보여 주었다. 가족구성이나 경제적 배경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서 구별되는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머니
의 학력에 따른 자녀교육 지원 방식이나 가치관 등의 차이 등이 이주배경청소년이 처하
는 공통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다른 진로 형성의 과정을 보여주는지, 그 과정의 복잡성
과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청소년이 선정되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순지’와 ‘아라’이다. 순지와 아라의 어머니
는 각각 일본과 중국에서 결혼이주 하였으며, 순지는 자료구성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2016
년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취업준비생이고 아라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
교 2학년으로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둘은 모두 K광역시의 LH 주공아파트에 살
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해 있었다. 순지는 세 자매의 첫째이고 아라는 두 자
매의 첫째로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위치가 유사한 점이 많았다.
차이가 있다면 순지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결혼 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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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장실 청소용역을 맡아 오전에만 일을 하고 있지만 아라의 어머니는 조선족으로 중
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갖고 있었고 한국에서 자활단체에
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졸업하여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학교교육 경험에 따라 그들의 학력과
직업의 종류, 한국에서 정착한 과정과 결과가 다르며 이 차이는 자녀들의 진로에도 중요
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과의 만남은 2009년부터 K지역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에
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점과 실천 등
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두 청소년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순지의 경우 2011년부
터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하면서 순지의 진로 형성
과정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순지와 직접 매년 한두 차례 만
나 자료를 수집해 나갔다. 특히 순지의 경우 2012년 연구자가 재직한 학교의 학과에서 자
매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연구참여자와의 래포 형성
과 함께 인터뷰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아라의 경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어
머니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아라의 성장과정과 진로에 대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직접 만나 진학과 미래계획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양적 연구에서 동일한 설문 문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시기에 따라 인터뷰를 하는 기
계적 방식의 자료수집을 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 일반이 지향하는 최대한 ‘자
연적 상황(natural setting)’ 속에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
데 진로형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연구윤리와 동시에 연구의 타당성과도 맞닿
는 것으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최대한 상호 신뢰를 쌓고 그
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의 대화 속에서 자료수집을 하였다.
이 연구는 ‘종단적 사례연구’로 순지와 아라의 ‘진로형성 과정’을 ‘사례’로 하여 그 과
정을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원, 즉 어머니들과 자매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가
정에서의 직접적 참여관찰과 멘토링 과정에서의 문헌 등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두 청소년들의 진로형성에 관한 ‘그들의’ 주관적 관점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연구가 아니다.2) 생활세계를 최대한 총체적으로

2)

이 연구는 그런 점에서 진로형성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나 생애사적 연구와 다르다. 내러
티브 탐구는 두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진로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라는 점에서 그들의 ‘주관적’ 관점이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한편, 생애사적 연구는 연구참여자
의 생애에 대한 구술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진로형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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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Geertz, 1973, 문옥표 역, 1998)속에서 그 생활세
계적 조건이 진로 형성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두고자 한다.

3. 분석과 해석
‘시간에 따른 변화’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종단적 분석은 일차적으로 연대기적
(chronological) 성격을 띤다. 그렇다고 사례에 관한 자료들을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나열하
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간적 괄호치기(temporal bracketing)’ (Langley 1999, McLeod,
MacDonell, & Doolin, 2011: 441-443에서 재인용)로 연속성과 동시에 단절성을 보여주는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적 특성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한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
는 생애사(life history)적 연구와는 다른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 까닭은 회상에만 의
존하는 경우 어떤 시점의 사건이 그 이후의 사건들이나 ‘사후 합리화(post-rationalization)’
의 과정으로 인해 당시 체험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Leonard-Barton 1990,
McLeod, MacDonell, & Doolin, 2011: 451에서 재인용).
연구참여자가 현재 자신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에 연구참여자의 선택과 결정에 미친 생활세계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종단적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현상학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현재-여기” 주어져
있는 자신의 생활세계를 조건으로 하여 자신의 실존적 선택과 결단, 그리고 실천을 함으
로써 미래를 열어 밝히는 존재이다. 이 연구는 바로 연구참여자에게 주어진 바로 그 당시
생활세계적 조건이 무엇이며 그 조건 속에서 자신과 생활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를
결단해 나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시점에서의 진로 선택과 그 맥락적 조
건을 이해하는 종단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Glaser & Strauss(1967)의 분석방법을 따라 코딩을 진행하였다.3) 일차적으

3)

목적이지만, 구술을 하는 그 시점에서 과거의 진로형성 과정을 해석한 것을 다시 연구자가 해
석하여 구성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뒤에 분석 및 해석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종단적
사례연구’로서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진로형성과정에 작동하는 생활세계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 목적이며, 그 점에서 연구참여자와 그 어머니, 그리고 여타 자료들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되며 따라서 ‘종단적’ 성격 상 한 시점에서의 참여자의 해석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그
수집 당시 작동하고 있는 생활세계를 더 잘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laser와 Strauss(1967)의 코딩 방법을 활용하였다고 해서 이 연구가 최근 활용되는 근거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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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로형성이라는 포괄적 주제에 맞추어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을 진행하였다. 즉,
여러 차례 인터뷰 자료를 읽으면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부호화하며 분류하였다. 청소
년 스스로의 자신의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생
활세계적 맥락으로서의 부모의 자녀의 성장관과 진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에 따른 가
정에서의 학업 및 진로에 관한 지원 방식,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지역사
회의 의미체계와 실천, 그리고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법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분류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축을 찾아나가는 ‘축 코딩’(axial coding)
을 진행하였다. 이 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가 종단적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진로형성의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되는 네 단계를 분석하였
다. 구체적으로 첫째, 영유아시기를 포함하여 초등학교까지의 초기사회화 과정과 미래 설
정, 둘째 고등학교 진학 결정과 미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시절 부모의 교육지원
의 방식과 태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사회문화적 배경, 셋째 현재의 진로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중고등학교 때 학교 안팎에서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지원과 활동지,
넷째, 현재 자신의 미래계획과 그 맥락에 대한 청소년 본인의 인식과 태도 등이었다. 위
와 같은 축 코딩 후에 마지막으로 각 축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확인하는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
을 거쳤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3장에서는 두 연구 참여자의 진로 형성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네 가지 축에 기초하여 최대한 삶의 맥락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이 시간
에 따른 이야기 구성은 진로 형성 초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에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것
으로 과거 회상적 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없었다. 두 청소년의 초등학교 시기는 전적으로
어머니 인터뷰 자료에 의존하였지만, 중학교 시기 이후 이야기는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인터뷰의 주체가 청소년인지 어머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장에서는 먼저,
두 청소년의 진로형성 과정에서의 연속성과 단절성, 그리고 그 맥락을 좀 더 드러내어 확
인한 후, 두 청소년들의 미래계획과 실천이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활세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보고자 했다.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
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더 나아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지원 방안을 좀 더 구체
적으로 제언해 보고자 하였다.

패러다임 분석 틀(가령,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적 조건, 행위와 상호작용 전략, 결
과 등)을 활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패러다임 분석 틀은 이후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해 구
성된 것으로 초기 Glaser와 Strauss의 근거이론연구의 분석 방법과는 무관하다. 여기서 이들의
코딩방법을 따른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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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삶과 진로형성
1. 순지 이야기4)
순지의 어머니는 1996년 일본에서 통일교를 통해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하였다. 1990년
대 중후반만 해도 당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통일교를 통해서 이주한 일본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순지의 어머니 역시 일본 한 농촌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잠시 하다가 한국으로 이주를 오게 되었다.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여 낳은 첫째
딸이 바로 순지였고 순지는 이제 K광역시의 한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의 청소년
이 되었다.

가.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말수가 적은 첫째
세 자매의 첫째로 자란 순지는 다른 두 동생에 비하여 지금도 한국어가 느리고 어눌한
편이다. 순지 어머니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기관이나 프로그
램이 형성되기 이전 한국으로 이주를 하였고 통일교 교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전
부였다. 순지 어머니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한국어가 능숙하
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하게 된 일이 오
전에 시간을 내서 큰 건물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라 한국어 실력이 느는 데에는 별 도
움이 되지 않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타가 생기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어린
세 딸을 두고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
가고 난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국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그래
서 이주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한국어가 서툴다.
게다가 순지는 어머니가 한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던 때 태어났고, 순지의 어머니는
일본어를 아이들에게 거의 하지 않았다.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말수가 적고 일 때문에 늦
게 귀가하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순지는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순지 어머니
는 주변에 지역아동센타가 있다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보낼 생
각은 하지 않았고 일본에서 온 다른 이주여성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자녀의 언어치료를 위
해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만 순지 어머니는 차도 없이 꽤 먼 거리의 언어치료프로그
램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4)

여기서 순지 이야기가 순지가 구술한 내러티브라는 의미는 아니다. 순지의 삶과 진로형성 과
정에 대한 이야기를 줄여서 순지 이야기라고 표현한 것임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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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순지의 어머니는 한국어는 아이들에게 사회생활의 기본적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학습지를 꾸준히 하도록 하였다. 순지는 늘 학교 수업시간에
태도가 바르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면서 교사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할 정도
로 성실하였지만 성적이 높지는 않았다. 국어나 수학도 쉽지 않았지만 영어는 처음부터
쫓아가기 힘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학교 밖에서 학원이나 학습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어실력을 쌓고 있었지만 순지 어머니는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라고 알려준
싸이트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공부를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지 알지 못
하였다. 순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그리 잘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말이 없고 착했던 순지의 초등학교 생활은 다른 두 자매에 비하여 그리 순탄하지 않았
다. 조용하고 착하지만 말이 느리고 말수가 적은 순지를 반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은 “만
만하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같은 반 작은 남자아이가 순지를 “다다다 하면서 때
린” 적도 있었다.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도 그런 일
들이 종종 벌어졌다. “큰 애니깐 작은 애들을 조금 돌봐 주어야” 하고 학습지교사와의 약
속이나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해서 친구들과 잘 놀지 못
해 그게 빌미가 되어 “괴롭힘”을 당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5학년 때는 학교에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엄마가 일본 사람”
이라는 이유로 순지를 “만만하게” 보고 아이들이 괴롭힌 적도 있었다. 약 한 달 정도 순
지는 이 아이들의 괴롭힘을 받았지만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것도 어머니
나라 때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순지가 자신에게 걸려온 친구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물어보았고 순지는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빨리 가야해서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만 했
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사이 순지는 “학교에 죽어도 안 가고 싶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속상”하고 힘들었다.

나. 유아교사, 사회복지사도 되고 싶었지만
순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영어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애기 때도 배우고, 다 학원 보내니까” 잘 하는 것 같았다. 순지어머니는 나중에 학원을
보냈다고 해도 순지가 “또래 친구들이랑 못할 것”같았다. “이미 늦어, 너무 차이가 있는
것”같다는 것이다. 중학교 때에도 순지는 영어와 수학은 학습지도 안 하였고 국어만 하였
다. “국어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애기 때부터”해서 초등학교 때는 점수가 “괜
찮았”다. 그러나 중학교 올라가니 국어도 어려웠다. 잘 받으면 70점을 받는 정도였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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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그보다 더 낮게 나왔다. 순지어머니는 “인터넷으로 다 있는데” “혼자서도 꾸준히 날
마다 본인이 하면” 되는데 “애기가 그렇게 마음을 안 먹어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2년 중 3 때 대학생들의 멘토링을 경험하면서 순지와 순지어머니의 생각은
달라졌다. 우연히 두 차례의 대학생 멘토링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대학의 멘토링 프
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한번은 학교에서 소개해 준 멘토링을 통해서였다. 멘토링을 하면서
순지는 처음으로 “영어가 재밌네”라고 했고, 성적도 올랐다. 대학생 개인 멘토링을 받고
나서 순지어머니는 “일대일”로 지도를 하면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수학의 경우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것을 중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워야 할 것을 초등학교 5, 6학년에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었던 것”같다는 것 역시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지어머니는 “뭔가 한 가지만 자신 있게 그런 거라도 있다면 자신
감 가지고 어디 가도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면 애기들도 힘들게 살 수 밖에 없는 것”같
다고 한숨을 쉬었다. 세 자녀가 모두 디자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도 “그냥 그
리는 거”를 좋아했듯이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순지어머니는 “예술 쪽에
는 그런 거 없으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애기 셋 잘 키우려면 진짜 부
모 힘이 필요한 거 같다”는 말을 반복했다. “일을 많이 하고 돈 더 벌면 좋았는데”는 말
도 했다. 그러나 “저 체력으로 그렇게 하루 8시간 나가서 회사에서 일하면 좀 힘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될 것 같았다. “지금도 복잡한데 그거를 그렇게나 어떻게 하냐”는
생각에 오전시간에만 일을 했다. “차나 가지고 다니면 몰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애
기 학원 못 보내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순지는 “딱히 학원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순지어머니는 “엄마가 돈 많이 벌면 학원가고 싶다고 생각했
을 수도 있다”고 했다.
순지어머니는 “애들이 원하면 대학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부모도 어
떤 무리도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순지에게는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학교까지 안 가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지의 말은 달랐다. 중 3 때
순지는 대학생과의 멘토링에서 “유치원 교사도 해보고 싶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더
하고 싶다”고 했다. “조금 힘들게 사는 나라들에 가서 거기서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했
다. TV 다큐멘타리를 보고 학교에서 배우면서 “얘네들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지의 그런 바람은 일단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반영되지 않
았다. 순지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택하였다.

다. 알아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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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는 중 3 때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 인문계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 “밤늦게까
지 계속 공부하는 것이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K광역시에 있는 한 여자 전
문계 고등학교의 글로벌 디자인 전공을 택하여 진학하였다. 원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좀 점수가 부족”하고 성적에 관한 “정보가 잘못되어서” 그 학교
와 그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원래는 제과제빵 전공이 있는 고등학교에 가
고 싶었고 그 전공이 있는 인근의 세 개의 학교 중에 한 학교에는 “갈 수 있었는데”도 불
구하고 “정보가 안 좋아가지고”, 본인 성적으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은 지도도 잘 해주시고 걱정해주셨지만 다른 선생님에게서 “그 외
로 얻는 정보가 잘못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제일로 가고 싶은 자리”는 못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멀지 않은 현재의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순지 어머니는 “진짜 싫어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라며 위로했고 제과제빵은 나중에 “그냥 학원을 가라”
고 했다.
2013년 만났을 때 순지는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인문계 고
등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생활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정규
수업은 7교시까지지만 방과후학교까지 포함하여 하루에 10교시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방
과후에서는 주로 자격증반을 운영했고 순지는 컴퓨터 워드 자격증반을 다녔다. 그래서 집
에 빨리 오면 7시고 희망자만 하는 “야자”라도 할라치면 10시에 끝난다. 전문계 고등학교
에 진학해서도 학교 공부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순지어머니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
상 학교수업을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수업도 잘 듣고 태도도 좋지만 교육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해도 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보았다.
순지는 중학교 때에 비하여 친구들이 좋게 말하면 “활기차”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시
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 고등학교에는 나쁘면 내신 “60-70%”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오
지만 “좋은 애들”도 많이 온다고 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학교
에서 “잡고” 지도를 해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소수였다. “그 아래 있는 아이들은 그냥
버리듯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순지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전체 학생 중
40%는 대학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진학하는 아이들도, 순지처럼 “중간”에 해당하는 학생
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출석률이나 성적이 모두 안 좋은 경우 “악바리 근성”이 있어 보
이는 아이들은 대기업 생산직에서 뽑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힘든 일 시켜도 버티겠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자기는 “운 좋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도 많이 하고” 괜찮았지
만 학교 차원에서는 “잘 하는 반만 신경 썼다”.
2015년 순지를 만났을 때 3학년 2학기에는 이미 취업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두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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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해야 하는데 실습할 업체를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개별적으로 섭외를 하고 실습
요청을 해야 하다고 힘들어했다. 순지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샛별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서 실습기관을 알아봐주는 데 반해 자신의 학교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는 것 같다
고 했다. 순지의 경우 어머니도 아는 사람이 없고 결국 아버지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사
업하시는 분”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다. 순지는 “아직 꿈이 없는 애들도 많고 진학
할 애들은 엄청 막막해서 그냥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애들도 있다”고 했다. 결국 순지
는 자신의 전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실습을 받게 되었고 그 실습
마저도 형식적이었다.
순지도 3학년 2학기에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중소기업의 취업자리도
전보다 더 “늦게 들어오고” “양도 많이 없다”고 했다. 선배들은 취업이 잘 되는 편이었는
데 순지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순지도 개인적으로 “보석감정”에 관심이 있어서
보석 세공하는 쪽의 취업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회사 상태도 좋지 않고”, “몸 상태도 별
로 좋은 편도 아닌데 거기 계속 있으면 더 안 좋아질 것”같아 그만두었다. 노동환경이 열
악했던 것이다. 학교 다니면서 컴퓨터 그래픽 실무사 자격증을 따서 디자인 회사 추천이
들어와 면접을 보러 갔지만 잘 되지 않았다. 결국 학교에서 추천 받아 면접을 본 두 군데
어느 곳에도 취업할 수 없었다.
순지는 졸업하기 전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디자인”쪽을 계속 알아보고 싶어 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보석디자인을 하려면 서울에 가야 배울 수 있고 관련 기본 자격증을
따야 했다. 학원에서 1-2년은 배워야 하고 한 달에 30만원씩 내야 하는데 부모가 “그거
내는 거 힘드니까” “그래도 하고 싶으면 나중에 자기가 돈 벌어서”하겠다고 했다. 순지어
머니는 “경제적으로 밀어주지 못하니까 미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밖에 안되니까” 어
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진짜 가고 싶으면 일단 자기가 돈 벌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안하고 답답하지만 하겠다는 길을 막지는 않고 믿어주는 것
밖에 못한다면서 자식이면 “뭘 해도 예쁘다 하고” “진짜 정성껏 하는” “한국 엄마들”하고
비교하면 자신은 “냉정 같은 엄마 같기도”하다고 했다.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
줬어”이런 말을 할까봐 때론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순지어머니는 국가에서 실업계
가는 학생들 수업료는 면제해주지만 다른 부분은 여전히 내야한다는 점, 순지처럼 관련된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면 매달 30만원씩 2년씩이나 내야 하는 그런 교육을 국가에서 지원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라.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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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순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고 싶은 건 많으니까”라며 위로했지만 고등학
교 2-3학년 때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였다고 했다. 졸업하면서는 “복잡한 마
음”이었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이 추천해준 회사
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다른 데 또 알아봤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게 정
말 하고 싶은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종종 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순지 반의 경우
도 전공에 맞추어 취직을 한 경우는 36명 중에 2-3명 정도이고 취업을 한 경우도 거의
“사무직”이었다. 전공과 관련된 자리가 있다고 해도 “생각보다 애들이 적극적으로 가려
고” 하지 않았고, 주로 병원 원무과나 회계사, 법무사, 보험회사에서 서류 만드는 일을 하
는 사무직에 취업했다. 그리고 순지가 전공한 학과 70명 중에서 약 20명이 “만만한 대학”
이거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학과에 진학하였는데 항공과, 미용과, 사회복지과나 유아교육
과 등이었다.
순지는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여 지금 바리스타 학원에 다
니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네 시간씩 배운다. 원래 하고 싶던 제과제빵
학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아 배울 수 있는 바리스타를 택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도 보석세공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싶기도 하고, 최근에는 보석보다는 칼이나
가위 같은 것을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순지는 지금
배우는 바리스타가 좋다. 취업이 되면 “나라에서 돈을 줘서 그냥 받으면 되고, 취업 못하
면 취업할 때까지 계속 알아봐야”하지만, 순지는 취업이 되어도 제과제빵 배우는 일을 계
속 하고 싶다. 순지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일을 배우고 취업도 보장되어 있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바리스타 학원에서 순지는 아주머니들을 많이 만난다고 했다. 그 아주머니들은 대체로
부유하게 살면서 “취미로”배우는 분들이었고 모두 대학교를 나오셨다. 순지에게 “고등학
교 나오자마자 취업할 생각을 하는 게 참 대견스럽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대
학교 가서 위대한 사람이 되야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순지는 왜 대학을 가야 위
대한 사람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친구 어머니들을 보면 순지는 아직
도 어른들 중에는 “무조건 대학교 가야 돼”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꿈이
없는 애들은 거의 다 부모님께서 대학교 가라. 아무거나라도 괜찮으니까 가라”고 한다고
했다. 이렇게 “사회 주변 시선”을 보면 “가치관이 센 사람은 대학교 안 나오면 좀 낮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걱정될 때도 있다.
순지의 첫째 여동생은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미 순지와 같은 학교를 선택하여 1
학년이다. 자격증을 열심히 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학 중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고 졸업 후 돈을 벌어 대학에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막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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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언니와는 다르게 한 달에 20만원 가량 하는 인터넷 강의를 중 1 때부터 전 과목을 듣
고 있다. 막내는 여전히 성적은 중간정도이지만 예전에 비하여 시험을 보는 데 도움을 얻
고 있다고 생각했다. 순지어머니는 경제력이 되면 영어학원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순지어머니는 한국에서는 정보가 없고 경제력이 부족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의 탓인 것만 같다. 지금 자신은 일본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
만 한국이 직업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여전히 “깨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TV에서
의사들이 자신처럼 청소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순지어머
니는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소중하게 차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 아라 이야기
아라의 어머니는 1997년 조선족으로 다른 친척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생활은 어려웠기 때문에 아라의 어머니는 자
활센타에서 일을 하면서 장학금 지원을 받아 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녔다. 보육교
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5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다. 1999년에 태어난 아라는
첫째 딸로 4살 아래의 여동생을 두고 있으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다.

가. 교사가 되고 싶었던 엄마, 의사가 되고 싶었던 아이
아라의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했다. 대학교 가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당시는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선생님을 할 수 있었다. 아라 어머니가 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칠 즈음에 중국에 “한국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라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면 빚을 갚
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딸인 아라어머니에게 “갔으면 하는 눈치”를 주었다. 그래서 아라
어머니는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선택하였고, 실지로 아라 어머니가 한국에 있으면서 초청
비자로 아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나올 수 있었고 세 달이 지나면 불법이긴 했지만 체
류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 후 동포들에 대한 체류자격이 완화되면서 이주노동을 하는 일
은 수월해졌고 이제는 막내 남동생도 한국에 나와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아라 어머니는 조선족이라 한국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에서의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일하고 여자들은 애기 키우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
았다. 게다가 중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아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살다 갈 것인가 돈이나 해서 가지 않나”하는 눈치였다. 아라 어머니는 “오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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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 “더 잘 살아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는 이런 거 없죠? 못
드셔 봤죠?”하는 말에 참 힘들어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러면
서도 중국에서 온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 “어울려 놀면”술도 마시고, “흉”을 보고 서로
“넌 잘 살아 넌 못 살아” 이런 “비교”를 하게 될까봐 중국여성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라 어머니는 “한국 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옆집 분들과 지내면서”한국에 정착했
다. 중국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알음알음”으로 중국어강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해
가끔 아쉬울 때도 있지만 “인복이 많다”고 생각했다.
아라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다. 뱃속에서 7개월이 되었을 때 심장이 안 좋다
는 것을 알고서도 낳았다. 출생 후에도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수술비가 없었다. 시댁을 포함하여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때 입원했
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중국에서 이주 온 여성의 아이가 심장병이라 수술이 필요하
다는 것을 병원에 알려 병원의 지원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아라 어머니는 한
국 사람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라는 아기 때 심장수술을 하였지만 건강하게 자랐다. 4년 후 둘째가 태어나면서 아
라 어머니는 책을 많이 사서 읽어주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 중 과학소년이라는 잡지를
구독하였는데 아라는 잡지를 읽다가 인터넷으로 응모를 하여 당첨이 되면 K대학교 캠프
에 참가하여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 아라는 “어릴 때 수술
을 해서 앞으로 나 같은 애들에게 잘해 주겠다”는 내용을 써서 50명 뽑는데 선정이 되어
K대학교에 갔다 오게 되었다. 그 이후로 아라는 K대학교에 입학하여 “흉부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나. 학원 안 다녀도
아라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썩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90점 이상은 맞았다. 아
라 어머니는 90점 이상을 유지하면서 “배경지식을 많이 쌓아 놓아야 나중에 잘 한다더라”
는 TV 강사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했다. 실지로 아라와 아라의 여동생은 학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집에서 책을 많이 읽었다. 아라가 고학년이 된 후로 아라 어머니가 자활센타에
서 7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아이들은 숙제하고 TV 보고 컴퓨터로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했다. 어머니가 늦게 오기 때문에 방과후로 주로 미술이나 체육, 음악 등
을 하도록 했다. 아라는 전과목 학습지를 하였는데 아라 어머니는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
과 영어는 따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수학학원에 보낸 적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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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개념과 원리에 대한 설명보다 문제풀이만 하고 중학교 수학을 선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듯해서 그만두게 하였다. 학교에서 멘토링 신청하라고 통신문이 왔는데 어떤 학생들
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신뢰가 가지 않아 신청하지 않
았다.
아라가 초등학교 다니던 2011년 어머니의 관점은 확고했다. 아라가 “공부를 잘 하고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 평범하지만 정이 많은 애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변에서는
때로는 “너무 감싸준다”고 할 정도이지만 예체능 학원만 보내면서 정신과 몸이 건강하고
밝게 크기를 바랐다. 아라 아버지도 초등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밝고 건강하게
전체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아라 어머니는
아라가 “지금까지는 잘 따라주는 것 같다”고 했다. 실지로 아라는 6학년 때까지 반 친구
들이 학원 숙제를 풀어주라고 부탁할 정도로 꾸준히 “중상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스
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주위에서 “뭐 믿고 안 보내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아라 어머니는 “주위에서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보내는 걸 보니까 별로 잘
하는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가 얼
마든지 보내준다” 다만 일년 내내는 아니고 “잠깐 필요할 때 보내줄 수 있다”고 아라에게
늘 얘기를 했다. 대신 집에서 아이들 공부할 때는 TV를 켜지 못하게 했다.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아버지에게는 “나중에 중학교 가면 당신 혼자 있을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 때 실컷 보고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때로는 아라 어
머니가 너무 “큰 소리”를 내서 “아빠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지만
“애들만 잘 커줬으면” 좋겠다며 다행히 아라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잘 따라준다고 했
다.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했다.
아라 어머니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학교의 학부모 총회
나 면담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였고 처음 학년이 배정되면 항상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다.
중국에서 와서 살고 있으니 “엄마가 중국에서 왔다고 피해를 안 보게 해주라”고 또 “아라
는 어릴 때 수술을 해서 흉터가 있으니 혹여 그 때문에 아이들이 놀리는 일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잘 돌봐주십사” 하는 내용이었다. 선생님을 만나면 잘 하지 못할 말도 편지로
는 잘 쓸 수 있었다고 했다. 따로 찾아간 적은 없지만 운동회 때 보면 “아라 걱정 안 하
셔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을 건네거나 답장을 주시기도 했다. 아라 어머니
는 “인복”이 많고 “교실이며 선생님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
아라는 학교 다니면서 자신이 “다문화가정”출신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두 명은 “다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옆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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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의 연계를 통해, 중학교 때는 교육복지사업이 운영되는 학교를 다녔다. 이 학교들에
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아라는 되도록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물론 아라 어머니가 보기에 모든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
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라는 다문화가정 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아라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에게서 중국어를 조금씩 배워서 초등학교 2학년 때

唐詩)도 배웠다. 아이가 중국어를 하는 것을 보면

까지 중국어의 병음을 다 배우고 당시(

주위 사람들이 신기해 하였다. 아라는 전 가족과 함께 중국 하얼빈으로 외가댁에 세 번
여행을 갔다 왔다.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가실 때 함께 배
타고 중경까지 갔다 왔고, 칠순잔치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 아라 어머니가 큰 딸
이라 부모님 칠순잔치에 참여해야 했고 병환에 대한 수술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네
가족의 항공권만 약 200만원이 넘었고 겨울에 가서 추웠지만 “큰 무리인 줄” 알면서도
지금 안 가면 “평생 못 갈 것”같아 “힘들더라도 저지르고” 갔다 왔다. 덕분에 아이들은
열흘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얼빈의 얼음조각을 보는 등 “신기한 구경”을 할 수 있었
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하여 안부를 묻는데 자주 전화하니 “옆집에 사는 것
처럼 느껴진다”고 할 정도라고 했다. 아라 어머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애들도 그렇
게 할 것 같다”며 애들 앞에서 자주 전화한다고 했다. 아라 아버지는 중국 여행이나 전화
연락 등 그 모든 것에 동의하고 그런 점에서 “잘 맞는다”고 아라 어머니는 강조했다.

다. 알아서 잘 해요
2012년 아라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학습지를
안 하고 자습서를 샀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5시나 되어야 집에 오고 아라 어머니가 7시
면 집에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오히려 수학
보다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아라 어머니는 “솔직히 학원을 안 다니니 영어 성적
이 낮더라”고 했다. 하지만 국어는 반에서 최고점을 맞기도 했다. 방과후의 경우도 기초
생활수급자로 연간 48만원까지 지원을 받아 다닐 수 있는 것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초등학교와 달리 아라가 중학생이 되면서 “다문화”라고 해서 받는 경제적
혜택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도 엄격해져서 어머니가 자활센타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방과후학교와 급식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라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서 중국어를 배웠다. 그러나 한국인들
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때는 밖에서 중국어 하지 말고 엄마가 중
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다행히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에서 제 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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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로 중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중국이 대세”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면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았다. 아라 스스로 중국을 안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가졌다. 아
라 어머니는 중국도 살기 힘들지만 건축 일을 하기 때문에 아라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이 있지만 일이 없으면 돈이 없는”상황이 힘들다고 했다. 이제 곧 육십이 되는데
중국에 비하여 한국은 “빈부의 차이”가 큰 것 같아 걱정이 될 때가 있었다.
2013년 아라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진학 그리고 진로
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엄마, 대학을 진짜 명문대를 가지 않
는 이상 그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특성화고에 가서 열심히 배워” “교사로 전환”
하여 국어나 수학교사는 아니어도 가정교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12년 당시 J
시의 명문 특성화고에서 등록금 전액 무료에 기숙사까지 제공하고 “포트폴리오”를 쌓아
서 전문계 전형으로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이었다. 아라 어머
니는 “천천히 알아보라”고 했지만 아라는 개학하여 바로 진로상담교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고 의사와 교사 중 의사는 아무래도 등록금 지원도 만만치가 않고 본인 생각에도 몸이
아주 건강한 편이 아니고 “마음이 너무 여려서”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다. 또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면서 “심리상담사나 교사가 잘 맞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아라는 자신의 진로에 관해 “혼자 열심히 탐색”하고 있었다.
아라 어머니도 노후 준비가 전혀 없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자활센타에
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한 달에 75만원 받는 것으로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았다. 아
라 어머니도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어로 “애들 가르치는 것”을 하고 싶다고 했다. 고민이 많았지만 자신이 “남보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으니 그것이 장점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특히 칠순잔치로 중국에
다녀왔을 때 자신보다 공부를 못 하던 친구들도 자신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충
격을 받았다”고 했다. 친구들은 “왜 재능을 썩히냐”고 했다. “내가 발전을 해야만 나이 들
어서 살아갈 수 있고, 남편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대로 된 걸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공부를 해서 도로아미타불”이 되면 어쩌나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아라 어머니는 전문대
학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으며, 아라가 중학교 졸업할
때 함께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라. 해외에서 살고 싶어요.
2014년 만났을 때 아라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학원을 안 다니고 스스로 공부했
다. 그래도 늘 반에서 상위권이었는데 3학년 2학기가 되어서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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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워져서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고 예습하고 복습했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
니 “실마리를 풀지 못한다”고 했다. “옆에서 누군가가 탁 집어만 주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라 어머니는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애들도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학원은 너무 비싸서 보내도 몇 개월밖에 못 보내
는 사정을 아라는 너무 잘 알았다. 집에서 해도 괜찮다고 아라는 말했지만 아라 어머니는
아라가 “철이 좀 빨리 들었다”고 미안해 했다.
아라는 중학교 들어오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청소년 대상 호주캠프가 있다는 공문
이 학교를 통해 들어왔다. 팀별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학생을 선발
하여 호주로 견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아라는 발표나 학교행사 참여나 모두 “궁
시렁 대면서도” 항상 열심히 했고, “어딜 가도 항상 열심히 하고, 착실하고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열심히 했다고 했다. 결국 광주에서 참여한 35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3명만 선발이 되었는데 아라는 그 3명에 선발되어 전국에서 모인 30명이 함께
호주를 일주일 동안 다녀오게 되었다. 그 곳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알게 된 호주 친구와
아직도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다.
2014년 늦가을 그렇게 호주를 갔다 오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도 아라는 매
주 토요일마다 그 재단으로 봉사활동을 갔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혼자 갔다. 거기서 대학생 언니오빠들도 만나고 가끔 “맛있는 것도 얻어먹으면서” “인맥”
을 쌓았다. “멘토”처럼 지내고 있는 그 교류재단의 인턴선생님의 생일이라고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냈더니 선생님은 이만 원짜리 쿠폰을 다시 보내왔다면서 재단에서 유일하게 봉
사활동을 가는 고등학생이라고 귀여움을 받는다고 했다. 아라는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는
그런 멘토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아라의 “대화의 폭”도 넓어지고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꾸준히 2015년 봉사활동한 것이 근거가 되
어 2016년에는 전국봉사대회에 신청을 하여 K광역시 대표로 선발이 되었고 곧 전국대회
에도 나가게 되었다.
2015년에는 지금 다니는 학교가 중국학교와 문화교류를 해서 중국학생들이 홈스테이
를 한 적이 있었다. 중국으로 가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100만원의 참가비가 부담이 되어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중국학생을 홈스테이하는 것에는 참여했는데 아라에게는 좋은 경
험이 되었다. 어릴 때만 병음을 가르쳤고 그 이후로 하지 않아서 중국어를 잘 하지는 못
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과에서는 무조건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 중국어를 지속
적으로 배울 기회도 없었다. 그래도 외삼촌과의 교류도 꾸준히 있어서 중국어를 듣고 말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 않게 있었다. 아라는 지금도 “한국에서 안 살고 해외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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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갈 수 있으면 가라”고 했다. 50살이 다 된 아라 어
머니도 지금이라도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
2016년이 되면서 아라는 비로소 4월부터 주말에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평일에
는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 영어가 어려웠지만 이과
를 선택하면서 “언제나 수학”이 어려웠다. “수학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힌다”고 했다. 학
원을 다니니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예전에는 책을 많이 보았지만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고부터는 책을 안 보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집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와 다
투기도 한다. “그냥 건강하고 열심히 학교 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하면서도 “핸드
폰 하지 말라, 게임 많이 하지 말라, 공부 좀 해라”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
러면서도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끔 모의고사 시험 성적에 대해 듣게 되
면 “가슴이 철렁, 철렁”하지만, 아라는 “엄마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라
어머니는 “네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나을텐데” 말하지만 아라는 “그건 모든 엄마
들의 착각”이란다.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아라 아버지 수입이 조금 높아졌고 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서 떨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장학금을 2년 동안 받게 되었다.
가정형편은 언제나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라 어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네가 필요하면 사
야지” 그렇게 말해왔고 그렇게 해주었다. 부모가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을 하다 보
니 “힘든 티”를 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아라는 아라 어머니가 보기에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독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라 어머니는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어능력 시험
인 HSK를 보았다. 많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합격을 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라는 대학 진학 시에 우선 1지망은 간호학과, 2지망은 공
대 쪽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과이기도 하고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 공학 쪽
에도 관심이 있고 대학 다니는 언니오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설계 쪽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라 어머니는 등록금 문제도 있고 해서 K광역시에 있
는 국립대학교 간호학과에 들어갔으면 했다. 취직도 잘 되고 나중에 보건교사를 알 수 있
는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아라 어머니는 간호사 경력 3년이면 다양한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라 어머니가 보기에 아라는 “자기 앞 처리”를 잘 하는 것 같다. 공부만 조금 더 열심
히 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자신의 보육교사 경험으로 보아도 “진짜 내가 좋아서 해
야지 아니면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
다. 아라와는 지금부터 벌써 “엄마 여름휴가 때 어디를 가고 싶다”, “언제쯤 어디를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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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용돈은 얼마를 줘야한다”이런 대화를 한다. 이제 “다 키웠다”는 생각이 든다.
아라 어머니는 아라 여동생이 사회성이 부족하고 아라만큼 “자기 앞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아라와 달리 요즘 스마트폰에 빠진 중학교 1학년인 아라 동생
은 하루에 한 시간씩 하는 영어학원을 보낸다. 집안에서 아라만을 너무 칭찬하고 어머니
도 아라도 동생에게 직설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여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동생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아라 동생의 정신건강검사 결과를 보고나서야 깨달았다. 아라 어머니는 자신
과 닮은 아라와는 대화가 잘 통하고 신뢰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생과는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라 동생은 누구보다 “언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컸고, 아
라는 자신이 바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아라는 동생의
문제 해결이 자신의 과제라고 생각했다.

Ⅳ. 두 청소년의 진로 형성 과정에 관한 맥락적 이해
어느 누구나 그렇지만 순지와 아라의 진로는 아직도 형성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순지와 아라의 진로형성 과정을 이해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둔 청소년의 진
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적 차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먼저 순
지와 아라 그들의 진로 형성 과정에서 그 연속성과 단절성을 확인하고 단절 혹은 굴절에
영향을 미친 생활세계적 맥락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맥락이 두
청소년에게 어떻게 서로 다르게 작동하였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1. 두 청소년의 진로 형성 과정
선행연구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기 가정에서 어떤 초기사회화 과정을 거쳤는지,
그 초기사회화 과정에 근거한 자신의 주체적 선택이 가정의 사회문화적 자원의 부족 혹
은 특징으로 인하여 어떤 방향으로 변화 혹은 굴절되었는지에 따라 순지와 아라의 진로
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초등학교 시기
까지 주로 결정되는 초기사회화 과정이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주체적인 자신의 이해와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현실적 조건에 따라 제약되
고 현재에 이르게 되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순지는 초기사회화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무리하지 않고” 건강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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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리고 “타고난 재능”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신념에 따라 국어학습지를 제외한 사교육
은 따로 받지 않았고 학교교육 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를 도와 두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장녀의 역할을 떠맡는다. 화목한 가정 분위기와 성실한 부모 아래에서 순지는 스스
로를 초등학교 때에 이미 “공부는 그리 잘 하지 못하지만” 교사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아이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순지는 아래와 같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유아교사나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놓
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미래 전망을 표현하
는데 이는 위와 같이 초기사회화 과정에서 돌봄이 강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연구자: 요리사? 제과제빵사 요리사? 그런 쪽에 원래 관심이 있어?
순 지: 아직 유치원 교사도 해보고 싶었어요.

…중략… 애들이 잘할 꺼 같다고

연구자: 어~어 그래 맞아 맞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
나중에라도 대학을 갈수도 있잖아.
순 지: 근데 지금은 사회 복지사가 더 하고 싶어요.
연구자: 어 그래? 왜? 사회 복지사는 어떤 점에서?
순 지: 응 힘든 사람들 보면은 막 도와 주고 싶어요

…중략… 뭐지? 조금 힘들게 사

는 나라들에 가서 거기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연구자: 아~아~아~ 우리나라보다 더 좀 어렵게 사는 나라. 어어어. 그런 생각 어 언
제 하게 됐어? 언제부터?
순 지: TV 다큐멘터리 그 뭐지? 학교에서 으음 배웠어요. 그래 가지고 얘네들 불쌍
하다 도와주고 싶었어요(2012년 12월 12일인터뷰에서)

그러나 이 전망은 사교육을 별도로 받을 여력이 없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수용
하면서 일단 포기된다. 즉 순지는 포부수준을 낮추는데(cool down), 낮출 수밖에 없는 까
닭을 어머니나 가정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딱히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 더 나아가 “늦
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적응이 안 될 것 같다”는 자신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대학교까
지 안 가고 싶다”고 합리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전문계 고등학교로의 입학 역시 학교와 교사들의 진로정보의 문제로 또 한 번 순지의
미래 계획은 굴절된다. 가정에서의 돌봄에 익숙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껴왔던
순지에게 전문계학교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제과제빵이었는데 학교 교사가 잘못
알려준 입시정보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가까운 전문계 고등학교 글로벌디자인전공을 결
과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순지는 디자인을 싫어하지 않으며 배우는 게 “재미”는 있다고
위로를 했지만 학교수업에 의욕이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과 실습교육이 허술한 직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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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조건 속에서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학교에 들어온 취업소개로 두 군데 면접을 치루었지만 모
두 실패하였고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혹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길”을 찾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순 지: 아마 회사 다니고 있다 해도 다른 데 또 알아봤을 가능성도 있을 거 같아요.
연구자: 그건 왜?
순 지: 음... 그게 디자인 쪽만 하는데,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연구자: 음...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바리스타 하는 것도, 이것도 해보면서, 실제로 취
업해서 일해 보면서 이게 나한테 또 적성에 잘 맞는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더 해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니면...
순 지: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연구자: 계속 하고 싶어? 이거는? 어디 취업이 되면?
순 지: 그것도 하고, 욕심 생기면 제과제빵 쪽도...(2016년 5월 16일자 인터뷰에서)

고3 말에 나중에 “다른 길”을 찾았을 것이라는 순지의 말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졸업 후 실지로 실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 시 가고자 했던 제과제빵을 배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결심은 실천으로 이어져 학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학원에서 ‘취업성
공페키지사업’의 지원을 받아 바리스타 자격반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
지는 일단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취업 후 제과제빵까지 배우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순
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구우면서 동시에 따뜻한 라떼를 만들어 내는 자신의 미래 모
습을 비로소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의 부실한 진로정보와 파행화된 직업고등학교
의 문제를 뒤늦게 졸업 후 보상받는 셈이 된 것이다. 또한 취업 후 돈을 벌어 자신이 진
짜 하고 싶어 했던 사회복지사가 되어 해외의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아라는 경제적 출발점은 순지와 유사하지만 매우 다른 초기사회화 과정을 경험
한다. 아라는 많은 책들 속에서 예체능을 배우고 즐기며 어렸을 때 아팠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머니 아래에서 교육적 지원과 돌봄을
받았다. 게다가 병원의 지원으로 무료수술을 받으면서 어머니는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한국인들과 적극적 상호작용을 하였고, 게다가 유창한 한국어와 더불어 중국
과 중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어머니는 대학교육을 받으며 결국 원하는 교사의 일을
할 정도로 한국사회에 주체적으로 정착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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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었던 아라에게 어머니는 초기 사회화의 적극적 동일시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
다.
위와 같은 초기사회화과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시절 의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이들
을 돕고 싶다”는 미래 전망을 최초로 가지게 되었지만 이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제약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아라는 중학교 진학
하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진로를 탐색하게 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전문계 특별전형으로 기술가정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기술가정
교사가 되는 진로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진로는 자신의 원래 꿈과도 거리가 멀
었고 아라 어머니 역시 언제라도 필요하면 학원에 갈 수 있다”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과
지지에 힘입어 아라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가정의 부족한 사회문화적 자원에 기대지 않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부터 아라는 한국
사회에 적극적 통합을 실천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중점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 초기

場

사회화의 경험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유사한 장( )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며
확장된다. 제도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중학생이 되면서 지역사회 기
관에서의 본격적인 봉사활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봉사활동이 고등학교에 접어들면서
이주배경을 지닌 어머니의 정보적 측면에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
으로 그려나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우선, 어머니의 정보로는 부족한 대학생활 정보나 진로 정보를 봉사활동기관에서 만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그리고 다른 학교 또래들로부터 얻게 되고 이들을 통해 좀 더 구
체적인 진로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어린 시기 꿈인 의사라는 직업에서 현실화된 간호사를
1지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후에 관심을 갖게 된 컴퓨터나 도시설계 등 자신의 적성과
관련된 진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 것 역시 그런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적극적 봉사활동의 축적에 힘입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어머니의 이주
경험에 더불어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게 하는 데 일조한다.
아

라: 거기서 국제교류재단 인턴을 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인턴을 그만 두시고,
이제 대학원을 가서, 그 선생님도 만나고.

연구자: 좋지. 그러니까 연배도 사실은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또 다양한
고민들도 하고, 먼저, 그러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아 라: 지금 학생하고 선생님이 좀 더 크면 이제 다 성인이 되면 이제 대학에 대해
서도 알게 되고, 대화의 폭도 넓어지고.(2016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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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리해 볼 때 순지와 아라는 서로 유사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가정에 놓였지
만 상당한 차이를 두고 다른 진로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는 가정에서의 초
기사회화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초기사회화 과정에서 가정에서의 돌
봄이 중요했던 순지는 여러 가지 자원부족의 한계로 굴절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자신의 진로를 펼쳐나가려는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으며, 학교와 제도, 사회와
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였던 아라 역시 그 봉사활동에 힘
입어 해외여행을 하게 되고 여전히 열린 선택지 속에서 해외에서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
다.
둘은 모두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긍정적 관계
를 맺으며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모범적이며 성실한 학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둘은 매우 다른 진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듯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초기사회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의 미래전망이 실현되는
데 요구되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의 제도적 측
면에서도 순지와 아라는 다른 입장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초기사회
화 과정이 달라진 것인가? 그리고 왜 그들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
었는가?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형성하게 된 중요한 맥락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인하
며 순지와 아라의 진로 형성 과정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2. 두 청소년의 진로형성 과정에 대한 맥락적 이해
1) 어머니의 학구적 성향
순지와 아라의 가정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두 가정 모두 첫째
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학원 보내기가 어려웠고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순지와 아라는
모두 학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
하고 둘은 어머니의 배움에 대한 태도와 실천의 차이로 인하여 그들의 진로 형성에서 상
당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순지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만을 졸업하였고 통일교 교회에서 한국어를 배운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타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태도
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시기 지역아동센타를 활용하
거나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고 “차가 없어서” 보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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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고 판단할 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못하였다. 순지 역시 유치원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부모에
게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비싼 학원비 때문에 “나중
에 스스로 돈 벌어서 배우라”는 엄마의 생각에 보석세공을 배울 기회를 포기하였다.
반면 아라의 어머니는 중국에서는 고등학교만을 졸업했지만 경제적 형편 때문에 대학
을 가지 못했을 뿐 “공부를 잘 했다.” 한국에 와서도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듣고 자격증
을 따서 자활센타에 소속되어 일하였고 자활센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입학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현재 보육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러한 배움에 대한 적극성은 어머니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아라에게도 하나의 교육
적 환경으로 제시되었다. 아라는 학교 안팎의 각종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K대학교 탐방, 호주 여행, 중국학생 홈스테이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제교류
재단에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봉사상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력은 분명 아라의 대학진
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그가 바라마지 않는 해외취업에도 영
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ㆍ

적극적으로 배움을 찾고 도전을 해 나가는 성향은 ‘학구적 성향’(서덕희 오성배,
2012)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이러한 ‘학구적 성향’은 분명 학교라는 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만 순지와 아라의 어머니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히 학교교육에서의 성
공 여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도 영향을 미친다. ‘학구적 성향’이 있는 아라 어머니는 낯선 환경에서 주체로 살아나가
는 데 요구되는 도구적 능력을 능동적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반면 순지 어머니는 도
전하여 더 많은 기회를 찾기 보다는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둘의 차이는 특히 ‘학구적 성향’이 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의 주체
적 적응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순지와 아라 어머니의 위와 같은 ‘학구적 성향’은 분명 출신국에서의 학력이 유사함에
도 불구하고 중국의 조선족과 같이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지역에서 학교교육에 성공했던
아라 어머니에게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명확하다. 학구적 성향은 부르되의 관점
에서 볼 때 학교의 ‘장’에서 체화되는 하나의 ‘문화자본’으로서 그 자녀와의 관계 여하에
따라 가정에서 ‘초기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대물림된다. 즉, 부모의 학구적 성향이 하나의
교육적 환경으로서 자녀에게 모델이 되는 것이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자녀의 경우
이는 동일시를 통해 내면화된다.
물론 두 사례에서만 하더라도 부모의 학구적 성향이 자녀를 통해 그대로 전수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동일시의 대상으로 그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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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잡게 될 때, 즉 서로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자녀가 부모의 삶을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러한 성향이 형성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라의 여동
생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데 아라의 여동생은 아라와의 비교를 통해 어머니가 늘 지적을
하였고 아라 역시 어머니 못지않게 동생을 평가하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동생은 ‘부정적’
이고 결핍된 이미지로 자아를 의미화하게 되고 어머니의 학구적 성향을 체화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었다.

2) 어머니의 교육관과 교육지원방식
어머니의 ‘학구적 성향’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으로 초기사
회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종의 양육문화, 교육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어머
니의 교육관과 교육지원방식이다. 어머니의 ‘학구적 성향’이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통해
발현하여 보여주는 모델로서의 환경이라면 교육관과 교육지원방식은 의식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과 교육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실천을 해나가는지의 ‘전통’과 관련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구적 성향이 없는 어머니도 자녀에게 학교교육에서의 성공을
강조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지배적인 학부모문화는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 명문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순지 어머니와 아라 어머니는 모두 한국의 지배적인 학부모문화와는
다른 방식의 교육관과 지원방식을 보여준다. 순지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 아
이들 학원을 보내기 위해 오전에만 하는 일을 오후까지 연장해서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혹시 자신을 “냉정 엄마”라고 말한다고 해도 본인의 체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아라 어머니는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혹은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더 중요하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과도한 사교육지원 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순지 어머니와 아라 어머
니는 자녀의 성장, 특히 진로 형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지닌다. 순지 어머
니는 “재능”, 즉 “하나라도 자신감이 있는 것”이 없으면 살아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다고 생각함으로써 상당히는 진로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본 반면, 아라 어머니는 타고
난 “재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부모로서 자신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후천적 교육을 중시하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아라가 “잘 따라
주었다”는 식의 표현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길러진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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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 어머니와 아라 어머니의 서로 다른 교육관은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에서도 나타난
다. 순지어머니는 할 마음이 있으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교육 과
정에 본인이 특정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대학진학의 경우에도 나
타났는데 본인이 진짜 대학에 갈 마음이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
지 않으면 애써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반면, 아라 어머
니는 아라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책을 많이 읽어주고 교사에게 편지를 쓰는 등 학교
교육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라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적
이 더 오를텐데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수학학원 등 자신이 좀 더 일찍 지원을 했다
면 어떠했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
교육관과 교육지원방식에서의 위와 같은 차이는 한편으로는 두 어머니의 학구적 성향
과 그에 따른 학력 차이, 한국사회 적응 정도와 관계가 있다.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확인
한 바와 같이 고학력 전문직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그렇지 못한 어머니와 달리 자신이 직
접 후천적 노력을 통해 학력을 획득했고 그 학력이 가진 사회에서의 도구적 의미를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책읽기를 지도하는 반
면, 저학력의 단순노무직을 수행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타고난 재능과 우연적인 학교교육
에서의 성공에 기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Reay, 2005; Gillies, 2006; Irwin & Elley,
2013).
즉, 이 두 어머니의 차이는 부르외의 표현을 빌면, 앞서 논의한 바 있는 문화적 자본으
로서 학교교육에서의 성공을 통해 길러진 ‘학구적 성향’이 학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그것
이 한국사회에서의 정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순지와 아라의 진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진학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결국 이를 통해
학교교사는 아니지만 자신의 꿈이었던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아라 어머니는 한국사회
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였고 아라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한국 중산층 어머니 못지않게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구적 성향의 여부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다. 두 어머니의 출신국에서의 전통 차이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통
유교사회였던 중국은 한국 못지않게 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사회 중 하나이며 특히 조선
족은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의 숭문주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박금해, 2000) 게
다가 순지의 어머니는 통일교를 경로로 한국남성과 결혼하였고, 가정중심적인 통일교의
전통(남춘모, 2017)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적 전통은 경제적 부유함이나
학업에서의 성공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와 화목한 가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교육
적 지원에 있어서 건강과 관계에 무리를 주는 선택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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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순지 어머니나 아라 어머니 모두 한국의 지배적인 학부모문화와는 거리를 두
고 있으나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자녀의 능력 개발과 진로 형성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순지와
아라의 학업성적의 차이, 대학진학 의지와 실천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순지어머니의 교육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실하게 학교교육에 참여한 순
지와 아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사회의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학습하는 것
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등학교에 올라가면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은 사실이다. 뒤늦게 순지어머니도 “재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한 달에 2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여 막내딸의 전 과목 “인강”을 지원하기 시작
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공부를 해도 한국학
교의 교육과정의 수준과 양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우며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학력주의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으면서 자신의 교육관을 수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교육정책의 한계
어머니의 성향과 교육적 지원 방식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순지와 아라의 진로 방향의
차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초기사회화과정에서 있을 법한 어려
움을 해결하고자 제정된 것이 바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고 시행되는 것이 “다문화교육”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과 정책은 순지와 아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편적
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순지는 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반면, 아라는 다문화중점학교와 교육복지학교를 거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아라가 유창한 국어실력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 자아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복지학교의 교사들이 의식적으로 학생들을 대했기 때문
일 수 있다. 순지가 “일본인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한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분명 대비된다.

ㆍ

이처럼 초기사회화 과정에 집중된 이러한 법적 정책적 방안은 상당히 특정 학교에만
집중되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에서 부여하는 지원과 기회를 적극

ㆍ

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우연에 떠맡겨지게 된 셈이다. 한편, 이러한 법적 정책적 방안은
발달단계 측면에서도 대체로 초기사회화인 초등단계에까지만 작동함으로써 진로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택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중등단계에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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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때문에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결혼가정을 포함한 이
주배경가정의 학생들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한국사회 정착 정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라의 어머니는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진학과 이후 보육교사로
서의 활동 등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다행히 일정 정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순지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순지 어머니와 아라 어머니는 모두 자녀가 중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진학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탐색이 가장 절실한 중등교육과정 속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
하였으며 이는 학력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중등과정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서덕희, 2015).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아라 어머니와 달리 순지 어머니는 한국어능력과 한국 주류사회에서의 사
회적 관계가 부족하여 “알음알이”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학교
에서의 잘못되거나 부족한 진학정보를 고쳐주고 확인해줄 정보원이 없어 순지는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4) 숭문주의적 취업을 중시하는 직업교육시스템의 파행적 운영
초기사회화의 과정에 의하여 일정정도 진로의 방향은 결정되었지만 순지는 아라에 비
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고등학교교육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연되고 굴절되
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치 입시위주로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의 실질적 내용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숭문주의적 취
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 고교서열화의
문제를 인식하며 일반고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식적인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성
화학교 내에서의 서열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교다양화정책과 학교선택제라는 제도적 맥락은 이들이 경험하는 고등학교에서의 진
로형성을 다르게 조건지었다. 학교선택제의 영향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자기 학교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라처럼 적극적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K광역시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없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시
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그러한 경쟁이 적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으로 수
요가 높고 등록금지원과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달리 순지가 다닌 특
성화 고등학교는 전공과는 무관하게 ‘숭문주의’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취업에 학교교
사들은 관심이 있었고 순지와 같이 전공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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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다.
순지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업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습교육은 형식
화되어 학생 개인에게 떠맡겨지고 있었고, 학교는 취업률을 올리고 학교 홍보를 위해 소
수의 성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과 공기업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나머지
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개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서열
화되어 있듯이 전문계 고등학교 역시 서열화되어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특화된 직업교육
기관이 아닌 특성화고등학교는 원래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내신성적을 쉽게 따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되어버렸다
(김수빈 외, 2013). 이 전공으로 취업을 하고자 했던 순지는 중심이 되어야 할 곳에서조차
주변으로 밀려나 있었다.
요컨대, 순지가 자신의 진로를 형성해 나간 맥락으로서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서열화된
직업교육시스템은 한국사회의 왜곡된 숭문주의 전통과 서열화된 교육제도 속에서 파행적
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서열화된 교육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K광역시
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다양한 학교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라는 봉
사상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반면, 순지는 실질적으로 그 전공
과 관련한 실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졸업하였고, 졸업 후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
아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순지에게 고등학교 3년간의 직업교육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
하지 못하게 되고 이후 별도의 지원을 통해 다른 전공의 직업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Ⅴ. 제언
진로라는 것이 진공이 아니라 자신이 놓인 생활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형성
해 나가는 과정이자 그 결과로서의 길이라고 보면 위와 같은 생활세계적 맥락 속에서 순
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형성한 자신의 진로의 방향조차 굴절되고 지연되는 상황에 놓
여있는 반면, 아라는 좀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즉 간호원이나 컴퓨터
관련 직종에서 해외취업의 길을 찾을 가능성을 열어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진행형의 과업
이기 때문에 섣불리 둘의 진로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순지가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시야 속에서 더 돌아가는 길을 걸어왔으며 아라는 좀 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많고 안정된 선택지가 있는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특히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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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위하여 어떤 지원이 요구되는지를 맥락적 차원에 따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주여성들에게 ‘학구적 성향’은 본인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힘을
지닌 학구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 이처럼, 2세대의 건강한 진로형
성을 위해서는 1세대인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이주여성들 모두가 그들의 학구적 성향을
촉발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학구적 성향
이 장기간의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형성될 수는 없
겠지만, 최대한 단순취미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낯선 사
회에서 도전과 개척이 가능한 학습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구적 성향이 개발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사회 지배적 학부모문화의 과잉된 결과중심, 학벌중심, 가족중심의 교육지원
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크다고 볼 때 이주여성들이 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교육관과 지원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다행인지 모른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교육관과
지원방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녀들의 진로 형성에 있어서 장벽을 만나지 않으려면 중등
교육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순지의 경우 언어적 문제에 부딪히기
는 하였으나 언제나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였고, 아라의 경우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예습과 복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주배
경청소년이 처한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체의 양을 줄이고 수준을 낮추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셋째, 학교급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로 관련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중학교에 진로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진로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로상담교사는 일반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들의
진학과 직업교육 등 진로는 선주민 학생들과는 제도적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하기에는 학교는 어렵고 교사의 수가 너무 적다. 고교다양화와 학교선택제 이후 고등
학교 진학 시부터 입시와 관련한 정보와 그에 따른 준비 상황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
서 소위 정보 격차에 따른 그 자녀의 진로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시스템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순지의 경우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교다양화와 학교선택제 이후 주변화된 많은 고등학교들은 전
공교육을 포함한 자신들의 교육의 본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형식화되고 인성교육이 도외시되는 문제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94

교육사회학연구 제27권 제3호

는 안정된 사무직으로의 취업을 중시하는 학교상황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형식화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수 있
는 지역에서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가 위기가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스터고등
학교가 아닌 특성화 고등학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입시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소위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못지않게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저소득층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진로 개척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두 청소년의 진로형성과정을 특히 가장 의미있는 타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
용에 초점을 두어 초기사회화과정과 진로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부족 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활세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또한 가족,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아버지 혹은 또래관계나 대중매체 등의 거시적 이데올로기 등과의 관계 등은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들은 이 청소년들이 좀 더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좀 더 폭넓은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을 시점에서 새로운 연구를 통해 극복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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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career formation process of Korea-born adolescents
in international marriage

ㆍ

Seo, Deok-Hee (Chosun University) Pyon, Teresa (Seoul Women’s University)

The career formation process of minority adolescents must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life history which pays proper attention to the individuals’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and availability of social and educational resources. This longitudinal case
study examined two Korea-born adolescents in international marriage to find out how their
career development is formed in the context of their cultures. By observing their lives for
5-6 years and analyzing the influence of culture on their career development based on their
dispositions, traditions and law, this study presents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areer formation process of adolesc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The study results show: first, the academic dispositions of immigrant women (mother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ir children’s career aspirations. Second, immigrant women
had different view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from most Korean parents, but even
between the two immigrant mothers, there we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ir beliefs on
their children’s career choice and the way they supported their children depending on their
own level of educational success. These different beliefs and parenting practices influenced
their children’s career formation differently. Third, as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has been mostly focusing on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school level, there
has been the shortage of the educational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 in secondary
schools.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n possible career choices and dysfunctional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suffered from
difficulties in making a career choice and future preparation, and this was more evident in
immigrant women with low level of education and limited social capital.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to help adolesc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to make
a healthier career development.
*Key words: Adolescent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Career formation, Longitudinal
case study, Multi-dimensionality of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