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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에 기반을 둔 

다문화 돌봄 체계 구축해야

2015년 대비 2020년 구로구 외국인주민 자녀 39.4% 증가

2020년 1/4분기 기준 구로구의 아동･청소년은 63,81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

년 1/4분기 대비 76,335명에서 12,522명, 16.4% 감소한 것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 

역시 16.4%에서 14.6%로 줄어들었다. 구로구 전체 인구 역시 같은 기간 15,944명이 

줄어들었으나, 감소폭이 같은 기간 3.5%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동･청소년의 감소

폭은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감소 추세와 달리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

(이하 외국인주민 자녀)은 2,071명에서 2,886명으로 815명, 39.4% 증가하였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연령 코호트는1),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업 및 이사 등을 이유로 감소하기

도 하지만, 중도입국자녀들이 주로 포함되는 15세~19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 방치로 인한 방과후 돌봄 수요 증가

외국인주민 부모들은 내국인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 대한 돌봄의 제공과 학습 도움에서 

어려움을 겪기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는 곧 방과후 돌봄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구로구의 경우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자녀에

게 전문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 기관이 존재하나, 이와 별개로 일반 방과후 

돌봄 기관 역시 외국인주민 자녀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 수요 증가는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야간 돌봄 및 토요 돌봄, 학

1) 코호트는 특정한 경험(특히 연령)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체를 말하는 것으로 출생 코호트는 5년 혹은 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할 때 사용. 예를 들어 2015년 5세~9세였던 아동들은 2020년 10세~14세에 해당

요약



ii

요
약

습 지도 등 방과후 돌봄 기관 역할 전반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이후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은 방

과후 돌봄 기관이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역 정착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언어적･문화적 차이

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나타났다.

돌봄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 및 방과후 돌봄기관 역량 강화

실무자 및 학부모 대상 질적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의 역할 강화를 바탕으로 한 돌봄 

체계 구축 및 다문화 돌봄 허브의 필요성이었다. 공적 돌봄 체계 구축으로 이야기 되는 

돌봄정책의 변화는 민･관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바탕에 두어야 한다. 민･관 협력체계의 

활성화는 방과후 돌봄 수요의 연계 및 지역자원의 적확한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 및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주민 가정의 방과후 돌봄 수요에도 긍정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은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

이기도 하며, 외국인주민 가정만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이 아닌, 비슷한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 주민과의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와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돌봄 허브에 대한 실무자들의 요구는 외국인주민 가정의 방과후 돌봄에 있어 고

려해볼 지점이다. 다문화 돌봄 허브의 역할과 방향은 지속적인 검토의 대상이나 일차적

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의 통일된 다문화 교육 및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중점적 돌봄 제공

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문화 돌봄 허브는 곧 기존 돌봄체계 및 지역자원의 활용과도 연계

되기에, 마을돌봄조정관 등의 역할 강화를 필수로 하며, 필요할 경우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을 할 기관의 설립이나 인력의 확충을 요한다.

상호문화적･일상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온마을 돌봄 실현

방과후 돌봄 기관의 외국인주민 자녀 증가는 곧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 및 내국인 

자녀와의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

하는 내국인 자녀들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국인 및 외

국인주민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내국인 자녀들의 다문화 경험에 대한 점수는 낮은 편으로 나타나, 실제 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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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로구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관계와 달리 일부 내국인 부모의 경우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에 대해 불편함

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것은 내국인 부모들과 외국인주민 부모 사이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것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내국인 부모들은 외국인주민 부모들이 자녀를 ‘방치’한다고 생

각하여 외국인주민 자녀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내국인 부모의 거부는 중국동포 등 다문화로 이야

기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합된 형태이며, 외국인주민 자녀들은 부모의 

방치와 다문화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낙인과 차별 문제의 해결은 부모들의 관계 및 인식 개선을 바탕

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베를린 노이쾰른 구의 ‘도시지역 어머니 모임’ 형태의 일상적

인 부모 교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로구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일상적’ 형태의 접근

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문화교육에 기반을 둔 내국인 부모 교육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로구의 경우 청소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내･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존재하

기에 청소년 돌봄을 포함한 융합형키움센터의 운영을 시범사업화 하여 서울시에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온마을 돌봄 실현에 있어 구로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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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현재 정부는 초등돌봄에 대한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이에 발맞추어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아동･
청소년 돌봄 체계에 대한 공적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 구로구는 공적 돌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동포 등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2) 아동･청
소년(이하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 역시 포함됨

◦ 구로구의 5세 이상 외국인주민 자녀는 2020년 현재 2,8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

세에 있으며, 중도입국자녀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는 외국인주민의 직업적 특성과 맞물려 돌봄의 방치로 연결

되는 경우가 많기에 방과후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초등 돌봄

을 위주로 구축되고 있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공적 돌봄 체계구축과 맞물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2) 연구의 필요성

◦ 구로구의 외국인주민 돌봄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은 단순히 돌봄만을 제공하는 공간

이 아닌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2)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해 등록절차를 밟은 ‘장기체류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한 개념으로 본고에서는 기존 다문화 주민 대신 ‘외국인주민’으로 서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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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기초탐색 과정에서 확인 결과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방과후 돌봄 기관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방과후 돌봄 기관들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외

국인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 등 사회적인 공

간으로써 자리 잡고 있음 

◦ 방과후 돌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공적 돌봄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돌봄 제공은 단순히 외

국인주민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내국인 주민과의 통합적 돌

봄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및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탈선･비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돌봄에서 방치 된 외국인주민 자녀들

의 경우 이와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서 더욱 취약할 수 있기에 돌봄 현장 및 돌봄 정책

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초등돌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돌봄 정책은 외국인주민 청소년 

및 내국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에 대한 돌봄 기능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은 서울시 및 정부의 정책 변화와도 연결되기에 기초자

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현안 파악 등을 바

탕으로 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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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 내용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구로구에서 방과후 돌봄을 수행하는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과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이 가진 방과후 돌봄에 대한 현안을 바탕으로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밑바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방과후 돌봄의 당사자인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 기관 

만족도 조사 및 다문화 인식･경험 조사를 통해,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안 및 과제는 구로구의 방과후 돌봄 및 연령대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반영

◦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및 서울시의 방과후 돌봄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정책 개선 및 

개발을 요구할 수 있음

2) 연구방법 및 연구 범위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현장답사,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 인식조사, 방과

후 돌봄 기관 실무자 및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주민 부모의 간담회

와 인터뷰로 구성

- 문헌연구는 서울시 및 구로구 온종일 돌봄에 대한 추진 현황과 돌봄 사업 현황 및 

방과후 돌봄 및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자녀 돌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확인

- 현장답사는 구로구 외국인주민 집 지역에 위치한 방과후 돌봄 기관의 주변 환경 

조사를 통해 센터 이용에 대한 보완점을 확인하고자 함

-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아동･청소년 인식조사는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에 대한 품

질 만족도와 다문화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함

- 실무자 간담회 및 인터뷰의 경우 구로구에서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방과후 돌봄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및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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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의 현안을 파악하고자 함

- 내･외국인주민 부모 인터뷰는 개별적･심층적 면접을 통해 방과후 돌봄 이용의 긍

정적 모습과 과제를 확인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 인식조사 및 실무자 간담회와 내･외국인주민 부모 인터뷰

를 통해 확인된 다문화 방과후 돌봄의 현안을 파악하고 통합적 돌봄이 밑바탕이 

된 “구로형” 다문화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언





1_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현황

2_외국인주민 자녀 돌봄 문제

02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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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행연구 검토

1_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현황

1)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은 2017년 현 정부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것에서 비롯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의 공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범정부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

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음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과 함께하여 서울시 역시 온종일 돌봄

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기존 ‘온종일 돌봄’에서 지역 중심의 

‘온마을 아이돌봄’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

◦ ‘온마을 아이돌봄’은 ‘아동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영유아 및 아동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하여(서울연구원, 2019)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돌봄 컨트롤 역할을 강화하

고 통합적이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이전의 사업 추

진에서 진일보하였음

◦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추진의 비전은 ‘아이 키우기 걱정없는 도시 서울 구현’

을 기초로 하여 [표 1-1]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적 초

등돌봄 30% 달성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아이돌봄의 공적책임을 초등범위로 확충하는 것으로 2022년까

지 돌봄 인프라 400개소를 확충하여(서울연구원, 2019) 촘촘한 초등돌봄 인프라 구

축을 통해 돌봄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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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아동을 대상으

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키움센터 운영모델(일반형･융합형･거점형)을 구축･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마지막으로 초등돌봄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전달체계 개선으로 지자체-교육청 협력

을 바탕으로 한 지역중심의 통합지원체계 및 자치구 중심의 돌봄협의회 운영을 추진

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자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로구의 경우 돌봄사각지대와 돌봄

공백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지역사회의 돌봄 책임을 명시하는 서울시의 돌봄 정책 

추진방향은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추진방향

아이돌봄 공적책임
초등범위로 확대

⦁초등생 공적돌봄 인프라 확충(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율성 존중한 PBL프로젝트 기반 돌봄 콘텐츠 개발 및 적용

⦁아동･부모･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돌봄 공동체 구축

수요별 맞춤･지원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수요자 맞춤 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충

⦁초등돌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일반형･융합형･거점형) 구축 및 지원

초등돌봄 연계･협력 
통합전달체계 개선

⦁지자체-교육청간 돌봄협의회 상시 운영 지역중심통합지원체계

⦁초등돌봄 기관･단체 간 협업체계 기반 자치구 중심의 돌봄협의회 운영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s://icare.seoul.go.kr) ‘온마을 아이돌봄사업 비전’

[표 1-1]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추진방향

2)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운영 현황

◦ 서울시의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은 현재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운영이 

되었으나 2020년 현재 공적 돌봄 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

터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서울연구원, 2019)

- 또한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지원사업을 포괄하여,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통합

하는데 초석을 마련

- 이를 위해 기초적인 초등돌봄교실 현황과 함께 요보호 대상자의 방과후돌봄을 담

당해 왔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 및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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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1) 초등돌봄교실

◦ 2017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2022년까지 학교돌봄을 10만 명(전국 기준) 추가 확대

하겠다고 발표하였음(서울연구원, 2019)

- 이것은 곧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서울시 역시 이에 호응하

여,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제로화’를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돌봄교실 500실을 단계적으로 증설하여 1,930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 돌봄 이용 대기자를 우리동네키움센터 또는 지

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이용 공백의 최소화를 계획 중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설 교실 수 50 250 80 70 50

운영 교실 수 1,430 1,730 1,810 1,880 1,930

출처: 서울연구원(2019)

[표 1-2] 초등돌봄교실 확대 5개년 계획(2018~2022)
(단위: 실)

(2)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마을돌봄을 담당하는 주요 방과후 돌봄 공급 기관으로, 방과후 돌봄

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지역사회 연계를 바탕으

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보건복지부, 2020a)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거 존재하던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 간 지역아동센터 수는 2014년 408개소에서 2019년 433

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용 아동도 11,487명에서 11,51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전

반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3월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원은 11,514명으로 정원(12,594명)과 대

비하여 현원은 부족한 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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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센터 수 416 422 426 430 433

이용 아동 11,487 11,380 11,384 11,774 11,514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18), 서울연구원(2019),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이용)’ (2020년 7. 2. 검색)

[표 1-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2015~2019)
(단위: 개소, 명)

◦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주요한 기준은 ‘소득수준’으로 일반아동이 이용 가능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현재도 일반아동의 이용 

비율은 20%로 제한되어 있음

- 일반아동의 기준은 역시 소득기준은 초과할 수 있으나, 기타 가구특성기준이나 연

령 기준이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하기 때문에(범정부공동추진단, 2018), 지역

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이나 돌봄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

게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낙인은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

- 참고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경우 ‘특별관리아동’으로 분류되는데 국회의 조사에

서는 최근 5년간 특별관리아동의 증가세가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보고서에서는 최근 5년간 대략적으로 1.5배가 증가하였다

고 밝히고 있음(박선권, 2019)

(3) 우리동네키움센터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울형 버전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는 목적으로 2017년 새롭게 도입 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20b), 기존 지역아동센터

와 달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의 키워드 중 하나로,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만들

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온마을 돌봄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 

틀로의 전환을 꾀함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8년 6월, 4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개소되었으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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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말 기준 22개 자치구에 82개가 운영 중(그림 1-1 참조)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에는 400개소를 확충 예정 (표 1-4 참조)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welfare/) 온마을 아이돌봄

[그림 1-1]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00 104 98 138 60

일반형･융합형 375 102 90 123 60

거점형 25 2 8 15 -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표 1-4]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 목표
(단위: 개소)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크게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융합형 키움

센터는 초등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에서 선정된 마을돌봄조정관이 돌봄 기관의 연계 및 자원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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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키움센터 유형 및 목적

유형 형태 목적

일반형 키움센터 66㎡ 이상 (소규모, 구립)

⦁집･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틈새돌봄 수요와 접근성 중시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

융합형 키움센터 210㎡ 이상 (중규모, 구립)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상생모델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

⦁긴급･주말돌봄 강화, 급식 제공

거점형 키움센터 1,000㎡ 이상 (대규모, 구립)

⦁지역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체육, 부모교육 강화

⦁일반형･융합형 단점 보완 및 지원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표 1-5]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

◦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내용상 차이점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지

역아동센터와 달리 일시 긴급돌봄이 주요 기능 중 하나이며(참여연대, 2019) 돌봄 제

공의 유연성이 큼 

- 유연성이 크다는 것은 장･단점을 모두 내포하는데, 그로 인해 보다 많은 아동을 

포괄할 수 있지만 아동 맞춤형의 심도 있는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아동의 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우리동

네키움센터가 돌봄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참여연대, 2019)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범정부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상 마을돌봄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동과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여성가족부, 2018)

- 지역아동센터와 역할은 유사하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초

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중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등에서 민간 위탁을 받아 운영

(서울연구원, 2019)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는 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등 민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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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

한 아동･청소년이 대상임

출처: e-나라지표 (http://index.go.rk),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그림 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 서울시의 경우 2016년 15개소에서 2017년 23개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8년 24

개로 증가하한 후 정체되다 2020년 현재는 23개로 다시 줄어들었으며, 초등 위주의 

기관과 혼합형 기관의 경우 증감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16년~2020년 서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연도 소계 초등 중등 혼합

2016 15 5 5 5

2017 23 13 4 6

2018 24 15 5 4

2019 24 11 5 8

2020 23 12 5 6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표 1-6] 서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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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로구 돌봄 현황 

◦ 구로구는 2019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모든 아동

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함

◦ 구로구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함께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하

여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확대를 꾀하고 있음

(1) 구로구 아동･청소년 현황

◦ 2020년 현재 서울시의 아동 청소년은 1,489,528명이며 이중 구로구의 아동 청소년

은 63,81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6%로 서울시 자치구 중 10번째에 해당

자치구 전체인구
아동 및 청소년

합계 비율 0~4세 5~9세 10~14세 15~19세
서울시 10,013,781 1,489,528 14.9% 300,471 368,576 374,560 445,921
구로구 438,308 63,813 14.6% 15,109 16,815 15,075 16,814
종로구 161,984 20,510 12.7% 3,563 4,784 5,234 6,929
중구 136,469 15,489 11.3% 3,829 3,911 3,294 4,455

용산구 246,165 32,735 13.3% 7,290 8,141 7,861 9,443
성동구 307,193 43,170 14.1% 10,912 10,742 9,501 12,015
광진구 365,990 49,551 13.5% 9,816 11,973 12,391 15,371

동대문구 362,793 47,736 13.2% 10,501 11,652 11,208 14,375
중랑구 400,678 52,548 13.1% 11,462 12,935 12,539 15,612
성북구 454,532 70,288 15.5% 13,547 17,286 17,479 21,976
강북구 316,750 40,470 12.8% 7,480 9,705 10,245 13,040
도봉구 333,495 47,228 14.2% 8,791 11,402 11,806 15,229
노원구 535,495 91,546 17.1% 14,977 20,556 24,579 31,434
은평구 482,509 71,243 14.8% 13,855 17,255 18,105 22,028

서대문구 325,875 46,263 14.2% 9,657 11,303 11,100 14,203
마포구 386,086 56,467 14.6% 12,684 13,871 13,909 16,003
양천구 460,532 85,107 18.5% 12,918 20,214 24,587 27,388
강서구 595,703 89,965 15.1% 20,010 23,212 21,506 25,237
금천구 251,370 30,644 12.2% 7,075 7,674 7,117 8,778

영등포구 404,766 53,326 13.2% 13,927 13,759 11,815 13,825
동작구 407,802 55,941 13.7% 12,293 14,153 13,185 16,310
관악구 516,662 55,913 10.8% 11,673 13,447 13,335 17,458
서초구 434,801 81,881 18.8% 14,443 21,526 22,611 23,301
강남구 549,898 98,878 18.0% 14,971 23,751 28,543 31,613
송파구 680,883 114,145 16.8% 24,020 29,230 28,731 32,164
강동구 457,042 74,671 16.3% 15,668 19,279 18,804 20,920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표 1-7] 서울시 대비 구로구 아동･청소년 비중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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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아동･청소년은 2015년 76,335명에서 2020년 63,813명으로 감소했으며, 전

체 인구 대비 비중은 16.8%에서 14.6%로 감소

- 그러나 구로구 전체 인구가 같은 기간 15,944명, 3.5%가 감소한 반면, 아동･청소

년은 12,522명 16.4%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0~4세 및 15~19세 연령대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 0~4세의 경우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해석되며 15~19세의 

경우 학업으로 인한 타 지자체로의 이사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됨 

구분 전체 인구
아동 및 청소년 추이 전체 인구

대비합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15년 454,252 76,335 20,719 18,417 16,098 21,101 16.8%

2016년 447,874 73,071 19,196 18,345 15,461 20,069 16.3%

2017년 440,396 68,963 17,188 17,558 15,492 18,725 15.7%

2018년 438,889 65,988 15,778 17,084 15,214 17,912 15.0%

2019년 438,308 63,813 15,109 16,815 15,075 16,814 14.6%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표 1-8] 구로구 아동･청소년 추이
(단위: 명,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그림 1-3] 구로구 아동･청소년 현황 추이선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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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비교하여 그림 [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의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령 코호트는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연령 코호트가 15세에서 19세의 연령대로 진입하면 중도

입국자녀들의 포함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그림 1-4] 구로구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 증감

(2) 구로구 아동･청소년 돌봄 기관 현황

◦ 구로구의 아동･청소년 돌봄 기관은 크게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함께 

학교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 및 온종일 돌봄센터 

등으로 구성됨

- 이중 온종일 돌봄센터의 경우 방과후 및 주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로구 내 초등

학교 재학 아동에게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아이돌봄에 대

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함

- 온종일 돌봄센터는 33㎡이상의 공간을 가진 작은도서관,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

합,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관이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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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아동･청소년 돌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 방과후 돌봄

기관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돌봄 기관의 경우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과 ‘구로청소년센터’가 존재하며 ‘구

로청소년 문화의 집’은 온종일 돌봄센터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운영 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구로구에 소재한 돌봄 기관 중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

심으로 구로구 돌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① 지역아동센터 현황

◦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20년 기준 총 24개소이며,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는 대상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아동은 약 13%를 차지하고 

있음(구로구청, 2019)

◦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를 살펴보면 구로4동에 3개소 등 13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신도림동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지 않음(구로

구청, 2019)

[그림 1-5]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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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 지역아동센터들은 공부방에서 시작하여 오랜 시간 지역에서 터를 잡고 운

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기에, 지역아동센터를 기반으로 한 구로구의 돌봄 네트워

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 돌봄에 있어 해당 지역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구로구의 경우 외국인 주민 집지역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외국인주민 자

녀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외국인 주민 집지역의 경우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최소 30%에서 최대 70% 이

상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자연스럽게 다문화 

중심의 지역아동센터로 변화하는 경우도 존재함

- 지역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실무자들에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를 요구 

◦ 실제 구로구의 경우 지구촌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주민 자녀의 

적응과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기에 다문화 이해 교육 등에서 다문화 중

점 돌봄 기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집지역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상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주변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②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 구로구의 경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0년 현재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5

동, 개봉3동, 천왕동, 고척1동 등 7곳이 개소되었으며, 10개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에 

있음

◦ 2020년 4월에서 개소한 구로3동 키움센터의 경우 융합형 키움센터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 융합형 키움센터는 일반적인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달리 방과후 돌봄서비스 뿐 아니

라, 마을 권역별 돌봄 거점, 지역아동센터와 협업, 긴급･주말 돌봄 강화 및 급식 

제공 등 역할을 담당

-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융합형 키움센터에는 마을돌봄조정관이 파견되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업 및 돌봄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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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구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 구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양적 증가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집중 지원구로 선정된 만

큼 마을 돌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음

◦ 외국인 주민 집지역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처럼 외국인

주민 아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에 실무자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교육 등이 필수적

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위주로 돌봄을 제공하기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 내 소외계층의 청소년에 대한 돌봄 제공이 향후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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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외국인주민 자녀 돌봄 문제

1) 외국인주민 자녀 돌봄 연구

◦ 외국인주민 자녀의 방과후 돌봄 문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정의 특성과 맞물려 있으며, 가족의 구성 및 형태의 차이에 따라 돌봄에 대한 어려

움이나 돌봄 문제의 결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중국동포와 같이 구로구에서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한 연구

는 후술할 중도입국자녀 문제나 부모와의 관계 등에 한정되어, 일반적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과 관련한 연구도 주로 문화･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1) 외국인주민 자녀 연구 경향

◦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생활적응(김동희, 2016; 

심미영 외, 2013; 이상균 외, 2012) 및 문화적응으로 발생하는 문제나(김영식･이종

욱, 2013; 장덕희･신효선, 2010; 전재일･신효선, 2008) 인종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이상호 외, 2015)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김순규, 2011; 김인숙･이경

희, 2011; 박주희･남지숙, 2010) 2010년대 초반 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음

◦ 외국인주민 자녀의 방과후 지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방과후 언어 교육이나(김세민･유
강수, 2015; 노정은, 2015),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연구(서혜전･이미애, 

2015), 체육활동을 통한 적응(강민욱･권순용, 2017)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큰 틀에서 보면,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남부

현･김경준, 2018; 송민경, 김진원, 2017; 윤은영, 2017) 역시 방과후 돌봄 및 방치와 

연관성이 있는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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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주민 자녀 방과후 돌봄 경험

◦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아동의 학습활동 보충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됨(김순규 외, 2016)

◦ 이처럼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은 아동의 학교 외의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기에,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자녀 역시 학교 외의 일상생활의 접근

과 개입이 중요

◦ 김순규 외(2016)는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 중 생활영역인 또래관계와 시설･환경이 적응수준을 높이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과 지역사회 도서관, 놀이터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도출하였음(김순규 외, 2016)

◦ 한편 연령대는 차이가 있으나 보육교사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아동의 적응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선애 외, 2013) 역시 도출되었음

-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교사의 아동일수록 어린이집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교사와의 관계성 차원에서 더욱 적응이 높다는 것이 도출

- 위의 결과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방과후 돌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이

기에 돌봄 기관 및 보육 시설의 교사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및 이해 교육이 중요함

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장미정(2012)은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

동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음

- 해당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다문화 경험이 많

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인데, 다문화 교육이 

의미 있는 변인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다문화 교육

이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장미정, 2012)

- 장미정의 연구는 다문화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

표로, 다문화 교육이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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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입국자녀 적응과 방치

◦ 중도입국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고 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하

거나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의 초청으로 입국하게 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
소년을 의미(남부현 외, 2016, 230-231)

◦ 중도입국자녀의 입국 전 국적은 대부분 중국(약 90%)으로, 이중 중국동포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양계민･조혜영, 2011)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경우 

중국동포의 비중이 매우 높기에 중도입국자녀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1) 중도입국자녀 어려움 유형

◦ 중도입국자녀들은 친부모와 같이 살 목적으로 입국하지만, 한국생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한국에서 태어난 일반적인 의미

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달리 언어소통이나 사회･문화적 차이, 일상생활 및 학업 문

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남부현･김경준, 2018)

◦ 중도입국자녀들이 적응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초기 적응과정으로 한국

사회에 재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좌절과 분노 등을 겪게 됨

-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곧 자신들이 한국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신이 본국에서 형성한 문화적 정체성 및 가치관과 다른 한국사회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체성 갈등도 나타남(이수진, 김현주, 2016) 

◦ 학업에서의 부진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 요소로 작용하여, 심리적･정서

적 문제를 겪거나(남부현･김지나, 2017; 박봉수, 2013) 소외나 왕따 등으로 학업지

속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 

- 이 때문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비중은 각각 60.5%와 

36.7% 정도로 확인되었음(남부현･김경준, 2018)

◦ 학업 문제는 후기 청소년의 경우 더욱 심화되어, 대학진학 등 학업지속에서 20세 이

상 중도입국청소년의 18.3%만이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 이상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용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진로문제의 

고민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배상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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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들이 어려움을 크

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표 1-9 참조)

중도입국자녀 어려움 원인 및 내용

유형 내용

▪ 관련 정책의 서울시 
   지역적 특성 반영 부족

∙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인구 규모 추정
∙ 외국인 집지역 중도입국청소년 및 분포 파악
∙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 배치지역 및 지원내용 검토

▪ 동기 부여의 필요성
∙ 후기 중도입국청소년과 정책적 사각지대 현황
∙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결과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정보 제공 경로 미비
∙ 중도입국청소년 및 학부모의 정보 제공 경로 파악
∙ 공식적 정보 제공 경로 마련 및 외국어 서비스 필요성 검토

▪ 심리적 불안정
∙ 사전 준비 없는 입국, 체류기간의 불안정, 고민 털어놓을 지지기반 부족 
∙ 경제적 어려움 등에 의한 심리적 불안정 경험
∙ 각각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심리 상담 등의 지원 필요

▪ 진로 설계의 어려움
∙ 교육전문가 부재
∙ 한국어 심화 학습 필요성 검토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의 어려움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 재구성

[표 1-9] 중도입국자녀 어려움 주요 원인

◦ 구로구는 서남권의 한 축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이하 온드림

교육센터)’의 영역권에 해당하며, 서울시여성재단에서는 구로구의 중도입국자녀들이 

온드림교육센터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언급(서울여성가족재단, 2017)

◦ 그러나 온드림교육센터의 지리적 위치문제와 함께 실제 이용 가능한 숫자 및 교육실

적으로 파악해 볼 때, 구로구의 중도입국자녀들이 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구로구의 경우 구로청소년센터에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취미활동 지원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2) 중도입국자녀 방치로 인한 문제

◦ 구로구의 경우 중국 출신(중국동포 및 한족 포함)의 중도입국자녀의 비중이 큰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중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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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국자녀가 겪게 되는 학업이나 문화 적응의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그 

어려움이 가중될 위험이 있음

-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부･모와 최초 결별하는 시기가 대부분 애착관계가 형성되

는 유아기 및 아동기이기에 부모와 낮은 애착관계를 형성함(윤명숙 외, 2012)

- 또한 부모의 이별 및 재혼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

서 방치될 위험이 존재(송민경･김진원, 2017)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치는 학업이나 문화 적응 문제와 함께 작용하여, 높은 

학교 이탈률과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확률 역시 높아지게 됨(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그림 1-8 참조)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재구성

[그림 1-7] 중도입국자녀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여부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언어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복잡한 가족 구성, 체류문제에 이르

기까지 매우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기에, 학교폭력이나 아

동학대 등 범죄피해를 받게 될 경우 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 지원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26

02

선
행
연
구
 검

토

◦ 또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범죄가능성 역시 높고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사

회에서의 적응방법과 법률 등을 가르쳐줄 기관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17), 재사회화 과정이 생략되거나 부족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이 큼

◦ 이와 함께 중도입국자녀들은 문화적 차이 및 재사회화 문제, 학교 밖 생활 등으로 인

해 스마트폰 중독 및 SNS와 관련한 사기나 도박 및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가 많아 이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범죄예방이 필요

- 실제로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와 함께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고양신문, 2020)



1_다문화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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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실태 및 
인식조사

1_연구개요

1) 연구목적

◦ 본 장은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에 대한 실

태 및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돌봄 정책의 

당사자의 실태에 대한 파악 및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

하는데 참고하기 위함

◦ 또한 내･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돌봄 기관 이용 및 다문화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

고 보완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경험 및 시설･환경 및 교육･활동 경험에 대한 품질 

만족도 조사, 일상생활 및 학업성적, 다문화 경험 및 인식을 알아보았음 

2) 자료수집

◦ 설문조사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중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

를 사용하여 방과후 돌봄 기관을 통해 배포

-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응답한 내용에 관한 개인의 비 이 보장됨을 

명시하였음  

- 설문 문항은 2016년 방과후 센터 이용 아동 패널데이터의 설문 문항과 장미정

(2012)의 석사 논문의 다문화 인식･경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모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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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기초현황

◦ 설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기초현황 파악을 실시

- 기초 현황은 성별과 가족 경제수준, 이주 여부 등을 포함

1) 기초 분석

◦ 설문조사 시 무성의한 대답이나 승인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응답인원은 151명으로 남성 77명, 여성 74명이었음

응답인원(명) 비율(%)

합계 151 100.0

남성 77 51.0

여성 74 49.0

[표 2-1] 설문조사 참여 인원

◦ 설문에 참여한 아동･청소년 중 내국인 자녀는 59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92명으로 각

기 39.1%와 60.9%를 차지함

응답인원(명) 비율(%)

합계 151 100.0

내국인 가정 59 39.1

외국인 가정 92 60.9

[표 2-2] 내국인･외국인주민 비율

◦ 평균 연령대는 내국인 자녀 11,9세, 외국인주민 자녀는 12.5세로 평균 12.3세로 나

타났음

◦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14세 이상, 중등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비중이 29.3%

로 내국인 자녀 중 청소년 비중인 20.3% 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 돌봄

에 대한 외국인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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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인원(명) 평균 연령

합계 151 12.3

내국인 자녀 59 11,9

외국인 자녀 92 12.5

[표 2-3] 평균 연령

[그림 2-1] 돌봄 연령대 비중

◦ 설문에 참여한 아이들 가족의 경제적 수준 중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13.2%, 차상위계

층은 18.5%, 사각지대 20.5%로 나타남 (표 2-4 참조)

-  기존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과후 돌봄 기관의 이용대상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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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인원(명) 비율(%) 유효비율(%)

합계 151 100.0  

기초생활수급 20 13.2 13.3

차상위계층 28 18.5 18.7

사각지대 31 20.5 20.7

보통수준 53 35.1 35.3

약간잘산다 11 7.3 7.3

잘산다 2 1.3 1.3

매우잘산다 5 3.3 3.3

무응답 1 0.7 100.0

[표 2-4] 가족 경제 수준_1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을 분류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차상

위 계층 내국인이 8.5%인 것에 비해 외국인주민 차상위 계층의 비율은 25%로 나타

나 상대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차상위계층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은 외국인주민 가정의 특

성 때문으로 풀이됨

내국인(명) 비율(%) 외국인주민(명) 비율(%)

합계 59 100.0 92 100.0

기초생활수급 8 13.6 12 13.0

차상위계층 5 8.5 23 25.0

사각지대 12 20.3 19 20.7

보통수준 23 39.0 30 32.6

약간잘산다 4 6.8 7 7.6

잘산다 2 3.4 0 0.0

매우잘산다 5 8.5 0 0.0

무응답 0 0.0 1 1.1

[표 2-5] 가족 경제 수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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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살아계신다가 내국인 자녀의 경우 86.4%, 외국

인주민 자녀의 경우 81.5%로 비슷한 수준이며, 어머니만 살아계신다가 내국인 자녀 

10.2%, 외국인주민 자녀 13.0%로 아버지만 살아계신다의 비율 보다 높아 모자녀 가

정 위주의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임

내국인(명) 비율(%) 외국인주민(명) 비율(%)

합계 59 100.0 92 100.0

모두 살아계신다 51 86.4 75 81.5

아버지만 살아계신다 2 3.4 4 4.3

어머니만 살아계신다 6 10.2 12 13.0

무응답 0 0 1 1.1

[표 2-6] 부모님 생존 여부

◦ 부모님의 직업 중 아버지 직업의 경우 내국인 자녀의 경우 사무직과 전문직의 비율이 

33.9%와 10.2% 44.1%를 차지하였으나,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사무직이 7.6%에 

불과하며 전문직은 0명으로 조사되었음

- 상대적으로 외국인주민 가정의 경우 기타의 비율이 39.1%로 높은 편인데 이는 일

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내국인(명) 비율(%) 외국인주민(명) 비율(%)

합계 59 100.0 92 100.0

무직 및 주부 3 5.1 4 4.3

생산직 7 11.9 16 17.4

판매직 9 15.3 10 10.9

사무직 20 33.9 7 7.6

전문직 6 10.2 0 0

기타 6 10.2 36 39.1

무응답 8 13.6 19 20.7

[표 2-7] 아버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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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직업 중 어머니의 직업의 경우 특기할 점은 어머니가 가사 노동을 하는 경

우가 내국인 자녀가 외국인주민 자녀보다 10% 정도 높아 상대적으로 외국인주민 부

모의 맞벌이 비중이 큰 편임

- 또한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과 같이 기타의 항목이 비중이 큰 편

으로 이는 부모의 직업 안정성 등에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

내국인(명) 비율(%) 외국인주민(명) 비율(%)

합계 59 100.0 92 100.0

무직 및 주부 14 23.7 12 13.0

생산직 1 1.7 6 6.5

판매직 10 16.9 26 28.3

사무직 17 28.8 6 6.5

전문직 2 3.4 0 0

기타 8 13.6 28 30.4

무응답 7 11.9 14 15.2

[표 2-8] 어머니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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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자료분석

◦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한 기간 및 이용 시간과 품질과 만족

도 및 친구관계 등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1) 돌봄 기관 이용

◦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평균 이용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평균 4.3 시간, 토요일에는 

평균 3시간으로 나타남

- 토요 돌봄의 경우 외국인주민의 돌봄 욕구가 높은 편으로 야간 돌봄 이용은 외국

인주민 자녀와 내국인 자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다만 토요 돌봄 이용 시간은 내국인 자녀보다 외국인주민 자녀가 2시간 가까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내국인 학부모들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주말에도 늦은 시간까지 돌봄에서 배제되는 형태에 대한 경험이 묘사되었음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일 이용시간 145 0 15 4.33 1.768

토요일 이용시간 146 0 48 3.07 4.789

[표 2-9]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시간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국인 58 0 10 1.74 2.757

외국인주민 88 0 48 3.94 5.594

[표 2-10] 토요일 평균 이용시간

◦ 돌봄 기관 이용 기간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상의 81.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년 

이상의 경우도 7.5%를 차지함

◦ 산술적으로 6년 이상의 경우 중등돌봄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아동들이 초등

학교 2~3학년 때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초 분석에서도 나타났

듯이 중등돌봄의 비중은 실제보다 높은 편임



35



구
로
형 

다
문
화
 아

동･
청
소
년
 돌

봄
 시

스
템
 구

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평균 이용 기간 응답인원(명) 비율(%) 유효비율(%)

합계 151 100.0  

1년 미만 16 10.6 10.9

1년 이상 6년 미만 120 79.5 81.6

6년 이상 11 7.3 7.5

무응답 4 2.6 100.0

[표 2-11]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1

◦ 내국인 가정의 경우 1~3년차의 비중이 전체 69.5%를 차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저

학년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시작을 하는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내국인 자녀 이용 기간 응답인원(명) 비율(%) 유효비율(%)

합계 59 100.0 100.0

1년 미만 6 10.2 10.3

1년 이상 18 30.5 31.0

2년 이상 15 25.4 25.9

3년 이상 8 13.6 13.8

4년 이상 5 8.5 8.6

5년 이상 3 5.1 5.2

6년 이상 1 1.7 1.7

7년 이상 2 3.4 3.4

무응답 1 1.7 100.0

[표 2-12]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2

◦ [표 2-13]을 보면 외국인주민 가정의 경우도 저학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4년차 이

상의 비중도 23% 수준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방과후 돌봄 기관이 외국인주민 가정의 청소년 돌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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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자녀 이용 기간 응답인원(명) 비율(%) 유효비율(%)

합계 92 100.0  

1년 미만 10 10.9 11.2

1년 이상 29 31.5 32.6

2년 이상 14 15.2 15.7

3년 이상 14 15.2 15.7

4년 이상 11 12.0 12.4

5년 이상 3 3.3 3.4

6년 이상 2 2.2 2.2

7년 이상 2 2.2 2.2

8년 이상 3 3.3 3.4

10년 이상 1 1.1 1.1

무응답 3 3.3 100.0

[표 2-13]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3

◦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3~4년차 정도의 비중이 일반 돌봄 기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으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이 새로 개설된 것과 함께 외국인주민들

이 중도입국한 자녀가 해당 기관에서 적응하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현상을 반영 

- 학부모 인터뷰에서도 위의 경험이 언급되었기에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적응 과

정에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징검다리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함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 중점기관(명) 비율(%) 일반기관(명) 비율(%)

합계 51 100.0 100 100.0

1년 미만 1 2.0 15 15.0

1년 이상 23 45.1 24 24.0

2년 이상 8 15.7 21 21.0

3년 이상 5 9.8 17 17.0

4년 이상 5 9.8 11 11.0

5년 이상 1 2.0 5 5.0

6년 이상 0 0,0 3 3.0

7년 이상 2 3.9 2 2.0

8년 이상 2 3.9 1 1.0

10년 이상 1 2.0 0 0,0

무응답 3 5.9 1 1.0

[표 2-14]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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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관별 이용 차이

◦ 내국인 가정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비교하였을 때, 외국인주민 가정이 2.5년, 내국인 

가정이 2.2년으로 외국인주민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 기간이 길었음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국인 가정 58 0.00 7.00 2.1897 1.68019

외국인주민 가정 89 0.00 10.00 2.4494 2.10525

[표 2-15] 방과후 돌봄 기관 평균 이용 기간_5

2) 돌봄 품질 만족도

◦ 돌봄 품질 만족도의 경우 선생님의 돌봄에 대한 만족과 함께 돌봄시설의 수준이나 

환경적 품질 및 돌봄시설에서 실행하는 교육 및 활동에 대한 품질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였음

- 돌봄 품질 만족도의 경우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19.39로 나타났으며, 교

육에 대한 만족도가 18.89으로 그 다음이었고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18.73으로 

교육과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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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선생님 149 7.00 25.00 18.7383 4.12048

시설 및 환경 149 8.00 25.00 19.3960 4.39413

교육 및 활동 150 10.00 25.00 18.8067 3.85073

[표 2-16] 돌봄 품질 만족도_1

◦ [표 2-1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품질 만족에 대한 

차이를 보았을 때 시설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내국인 자녀가 18.30인 것에 비해 외국인주민 자녀는 19.02로 나타나 외국

인주민 자녀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것은 상대적으로 내국인 자녀에 비해 외국인주민의 자녀가 방과후 돌봄에서 선

생님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되며, 선행연구에 나왔던 것처럼 

방과후 돌봄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외국인주민 자녀의 적응에 있어 중요하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처럼 선생님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은 외국인주민 부모의 맞벌이 비중이 큼 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언어적 문제로 부모가 학업 

등에서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한 배경으로 보임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국인

선생님 59 11.00 25.00 18.3051 3.73822

시설 및 환경 59 9.00 21.00 19.4068 3.99188

교육 및 활동 58 10.00 25.00 18.5172 3.52057

외국인
주민

선생님 90 7.00 25.00 19.0222 4.34981

시설 및 환경 90 8.00 25.00 19.3889 4.66084

교육 및 활동 92 10.00 25.00 18.9891 4.05320

[표 2-17] 돌봄 품질 만족도_2

◦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과 일반 돌봄 기관을 비교하였을 때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일반 돌봄 기관의 선생님 만족도가 18.58인 것에 비해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은 19.06으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이는 위의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자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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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외국인주민 중에서도 중도입국자녀가 주로 다니고 있는 다문화 중점 돌봄 기

관의 선생님품질 만족도가 외국인주민 자녀의 평균 품질만족도보다 높은 편이기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의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문항은 총 12 문항 중 성적에 대한 1개 문항을 제외한 문항이 

‘학교생활’, ‘자신감’, ‘가족관계’, ‘친구관계’, ‘행동변화’, ‘성격변화’, ‘건강’, ‘문화생

활’, ‘특기’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 

◦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다문화 중점 기관의 평균 점수가 19.19로 일반 기관의 

평균 점수 18.60보다 높아 다문화 중점 기관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표 2-4]와 

[표 2-5]에서 확인 할 수 있듯 내국인 가정에 비해 외국인주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다는 것과 연관됨 

- 즉, 가정에서 충족할 수 없는 활동들을 기관을 통해 지원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해석

◦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 만족도는 일반 돌봄 기관과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난 부분으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평균 20.57, 일

반 돌봄 기관의 경우 18.82 수준이었음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
기관

선생님 49 11.00 25.00 19.0612 4.48798

시설 및 환경 49 14.00 25.00 20.5714 3.86760

교육 및 활동 51 11.00 25.00 19.1961 4.22384

일반
기관

선생님 100 7.00 25.00 18.5800 3.94195

시설 및 환경 100 8.00 25.00 18.8200 4.53801

교육 및 활동 99 10.00 25.00 18.6061 3.65004

[표 2-18] 돌봄 품질 만족도_3

◦ 돌봄 품질 만족도를 일반 돌봄 기관에 다니고 있는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로 

분석할 경우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내국인 자녀는 19.40, 외국인주민 자녀는 

18.11 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차이가 존재

- 세부적으로 시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에서는 외국인주민 자녀

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으나 시설이 깨끗하거나 식사하는 곳이 청결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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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물어보는 항목의 경우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만족도가 내국인 자녀들의 만족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시설 및 환경에 대

한 품질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 차이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배

경이 있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임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기관
내국인

선생님 55 11.00 25.00 18.3636 3.67858

시설 및 환경 55 9.00 25.00 19.4000 4.02584

교육 및 활동 55 10.00 25.00 18.5741 3.62175

일반기관
외국인주민

선생님 45 7.00 25.00 18.8444 4.26910

시설 및 환경 45 8.00 25.00 18.1111 5.05075

교육 및 활동 45 10.00 25.00 18.6444 3.72434

[표 2-19] 돌봄 품질 만족도_4

◦ 돌봄 기관 이용에 대한 품질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그림

2-3]과 같음

[그림 2-3] 전반적 품질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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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이 중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3) 센터 이용 만족도

◦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방과 후 센터 이용 지속과 전반적 만족, 친구에게 권유 

등으로 나눌 수 있었음

- 이용 지속의 경우 평균 4.04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사이로 높은 편이었으며 

전반적 만족도 역시 4.02로 높은 편이었음

- 다만 친구에게 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3.65로 ‘그렇다’와 ‘보통’ 사이 수준으

로 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용 지속 150 1.00 5.00 4.0400 1.00255

전반적 만족 151 1.00 5.00 4.0199 0.95548

친구에게 권유 151 1.00 5.00 3.6490 1.09056

[표 2-20] 센터 이용 만족도_1

◦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를 비교할 경우 전반적으로 내국인 자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큰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음

- 다만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중도입국자녀 비율이나 청소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에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추후 재해석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질적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함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국인

이용 지속 59 2.00 5.00 4.0678 0.96248

전반적 만족 59 1.00 5.00 4.0508 0.91771

친구에게 권유 59 1.00 5.00 3.6271 1.09699

외국인
주민

이용 지속 91 1.00 5.00 4.0220 1.03256

전반적 만족 92 1.00 5.00 4.0000 0.98338

친구에게 권유 92 1.00 5.00 3.6630 1.09220

[표 2-21] 센터 이용 만족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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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이용 만족도를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 및 일반 돌봄 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러나 [표 2-22]를 보면 이용 지속과 전반적 만족의 경우 일반 돌봄 기관이 상대

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친구에게 권유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음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과 일반 돌봄 기관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용 지속과 전반적인 

만족에 대한 권유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에 비해 일반 돌봄 기관의 이용 지속과 

전반적인 만족에 대한 권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 지속에 대한 응답으로 다문화 기관은 평균 3.98, 일반기관은 평균 4.07이며, 

전반적 만족에 대한 응답에 대해 다문화 기관은 평균 3.95, 일반기관은 4.06임을 

확인 할 수 있음 

◦연구 결과에서 도출 된 세부적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외국인주민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돌봄 기관의 경우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적 통합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
기관

이용 지속 51 2.00 5.00 3.9804 0.92715

전반적 만족 51 3.00 5.00 3.9412 0.90359

친구에게 권유 51 1.00 5.00 3.7647 1.03128

일반
기관

이용 지속 99 1.00 5.00 4.0707 1.04249

전반적 만족 100 1.00 5.00 4.0600 0.98288

친구에게 권유 100 1.00 5.00 3.5900 1.12002

[표 2-22] 센터 이용 만족도_3

◦방과 후 돌봄 기관 이용의 긍정적인 측면은 복수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친구관계가 

30.1%로 가장 높았으며 숙제 등 학업 도움에 대한 응답 역시 2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선생님과의 관계 역시 센터 15.4%로 센터 이용 만족에 중요한 조건이었으며, 식사와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후순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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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센터 이용의 긍정적 측면

◦ 센터 이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로 내･외적 시설 개선이 44.2%로 가

장 높음 (그림 2-5 참조) 

◦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 만족도는 높지만 시설에 대한 품질 항목이 주로 ‘공부하는 

곳’, ‘화장실’, ‘식사하는 공간’ 등 내부 시설에 질문임을 고려 할 때 놀이공간이나 여

가공간 등 아이들이 돌봄 기관에서 활동적인 행위를 하는 공간에 대한 질문이 제외되

어 있다는 점과 연관됨 

- 즉,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욕구는 학습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 외에 놀이공간이

나 여가공간에 대한 개선 욕구로 추측 할 수 있음

- 위의 욕구는 선행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역사

회와 연계한 놀이공간이나 여가공간 등의 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

◦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 역시 23.2%로 높았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주

거지역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욕구로 해석됨

- 한편으로 주변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는 시설에 대한 욕구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기에 안전한 놀이 및 여가공간의 확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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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센터 이용의 추가적 욕구_1

◦ 외국인주민 아이들의 욕구를 발췌한 결과 놀이터와 안전한 지역환경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이것은 지역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돌봄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그림 2-6] 센터 이용의 추가적 욕구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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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구관계 및 학업 성적

◦ 친구관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긍정 항목인 집중(긍정1), 이해

(긍정2), 믿음(긍정3) 중 믿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음

- 부정 항목의 경우 불만(부정1), 외로움(부정2), 무시(부정3) 중 무시가 3.45 수준으

로 나타났으나 긍정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친구관계 전체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관계1_긍정1 150 2.00 5.00 4.0000 0.70473

친구관계2_긍정2 150 2.00 5.00 4.0333 0.76340

친구관계3_긍정3 149 2.00 5.00 4.2282 0.72709

친구관계4_부정1 150 2.00 5.00 3.2400 1.01453

친구관계5_부정2 149 2.00 5.00 2.8591 1.00687

친구관계6_부정3 149 2.00 5.00 3.4966 0.95595

[표 2-23] 친구관계 만족도_전체

◦ 친구관계 중 긍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에 대해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긍정1 문항인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와 긍정2 문항인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내국인 자녀가 긍정1 문항 평균 3.98인 것에 비해 외국인주민 자녀는 

4.01로 나타났음

- 내국인 자녀의 긍정2 문항의 평균이 3.96인 것에 비해 외국인주민 자녀는 4.07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2-24, 2-25 참조) 

◦ 반면, 친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부정1 문항인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에 대한 응답

은 내국인 자녀 3.00, 외국인주민 자녀 3.39로 나타남

- 부정2 문항인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에 대한 

응답은 내국인 자녀 2.64, 외국인주민 자녀 2.96로 나타났음

- 부정 3문항인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에 대한 응답은 내

국인 자녀 3.37, 외국인주민 자녀 3.57임을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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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문항의 점수가 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서 높게 나온 것은 내국인 아동･청소년

들이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들과 일상적으로 상효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인식

의 효과라고 판단됨 

◦ 동시에 또래관계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신체적 혹은 사회･문화적 차이나, 심리적 문제 

등 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함께 공

존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내국인 가정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관계1_긍정1 59 2.00 5.00 3.9831 0.70690

친구관계2_긍정2 59 2.00 5.00 3.9661 0.78710

친구관계3_긍정3 59 2.00 5.00 4.2542 0.77889

친구관계4_부정1 59 2.00 5.00 3.0000 0.98261

친구관계5_부정2 59 2.00 5.00 2.6949 0.85610

친구관계6_부정3 59 2.00 5.00 3.3729 0.96308

[표 2-24] 친구관계 만족도_내국인

외국인 가정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관계1_긍정1 91 2.00 5.00 4.0110 0.70702

친구관계2_긍정2 91 2.00 5.00 4.0769 0.74879

친구관계3_긍정3 90 2.00 5.00 4.2111 0.69500

친구관계4_부정1 91 2.00 5.00 3.3956 1.00972

친구관계5_부정2 90 2.00 5.00 2.9667 1.08566

친구관계6_부정3 90 2.00 5.00 3.5778 0.94783

[표 2-25] 친구관계 만족도_외국인주민

◦ 기관별로 분석하였을 때,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일반 돌봄 기관보다 긍정적 

문항에 대한 대답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는데,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중도입

국자녀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생각할 때, 중도입국자녀들의 관계가 끈끈하다는 의미

로 이들이 상호 간에 의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함 (표 2-26, 2-27 참조)

◦ 부정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부정 1문항 3.58, 부정 2문

항 3.20, 부정 3문항 3.60인 반면 일반 돌봄 기관은 부정 1문항 3.07, 부정 2문항 

2.69, 부정 3문항 3.4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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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친구관계 부정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부정 문항의 경우 ‘나는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를 잘 모른다.’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자신들과 같은 외국인주민 뿐만 아니라 내국인 친구와의 소통에 대한 욕구가 있다

고 판단됨

- 예를 들어 부정 2문항은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새로운 관계 형성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일반 돌봄 기

관의 아동들보다 그렇다는 점수가 높기에 기존 관계의 끈끈함과 별개로 새로운 관

계 형성에 대한 중도입국자녀들의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됨

다문화 중점 기관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관계1_긍정1 50 2.00 5.00 4.1000 0.67763

친구관계2_긍정2 50 2.00 5.00 4.0400 0.72731

친구관계3_긍정3 50 3.00 5.00 4.1200 0.59385

친구관계4_부정1 50 2.00 5.00 3.5800 0.97080

친구관계5_부정2 49 2.00 5.00 3.2041 1.02020

친구관계6_부정3 50 2.00 5.00 3.6000 0.88063

[표 2-26] 친구관계 만족도_다문화 기관

일반 기관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관계1_긍정1 100 2.00 5.00 3.9500 0.71598

친구관계2_긍정2 100 2.00 5.00 4.0300 0.78438

친구관계3_긍정3 99 2.00 5.00 4.2828 0.78299

친구관계4_부정1 100 2.00 5.00 3.0700 0.99752

친구관계5_부정2 100 2.00 5.00 2.6900 0.96080

친구관계6_부정3 99 2.00 5.00 3.4444 0.99203

[표 2-27] 친구관계 만족도_일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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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관계의 만족도 차이를 각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하

였을 때, 긍정적 문항의 경우 일반 돌봄 기관과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문항은 상대적으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

들의 점수가 더 높았음 

- 이것은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경우 내국인과의 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나타냄

-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일반 돌봄 기관이 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일반 돌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강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그림 2-7] 친구관계 만족도_외국인주민 자녀 비교

◦ 학업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87점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자녀의 

만족도가 외국인주민 자녀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 외국인주민 자녀의 기관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돌봄 기관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2.84,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2.80로 나타났기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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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업 성적 만족도 (전체) 147 1.00 4.00 2.8707 0.81318

학업 성적 만족도 (내국인) 56 1.00 4.00 2.9464 0.84034

학업 성적 만족도(외국인주민) 91 1.00 4.00 2.8242 0.79713

학업 성적 만족도
(일반 기관 이용 외국인주민)

44 1.00 4.00 2.8409 0.83369

학업 성적 만족도(다문화 중점 기관) 51 1.00 4.00 2.8039 0.74886

[표 2-28] 학업 성적 만족도

5) 상호 인식과 경험3)

◦ 상호 인식과 경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자녀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 하였으며, 내국인 자녀들의 경우 외국인주민 아이들에 대한 경

험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경우 내국인 아이들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음

내국인 가정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 중 외국인 친구 여부 55 1.00 4.00 2.7273 1.12964

외국인 친구와 놀이 및 식사 경험 54 1.00 4.00 2.5556 1.16013

친구 피부 색 달라도 상관 없음 54 1.00 4.00 3.3333 0.91115

외국인 친구를 타인에게 소개 가능 55 1.00 4.00 3.2727 0.80403

피부색이나 생김새 달라도 친구 가능 55 2.00 4.00 3.6727 0.51116

[표 2-29] 상호 인식과 경험_1

외국인주민 가정 응답인원(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친구 중 내국인 친구 여부 91 1.00 4.00 2.9560 1.02102

내국인 친구와 놀이 및 식사 경험 91 1.00 4.00 2.8132 1.07406

친구 피부 색 달라도 상관 없음 90 1.00 4.00 3.2667 0.87152

내국인 친구를 타인에게 소개 가능 89 1.00 4.00 3.2022 0.84180

피부색이나 생김새 달라도 친구 가능 90 1.00 4.00 3.4667 0.73744

[표 2-30] 상호 인식과 경험_2

3) 다문화 인식･경험 보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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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인식과 경험에 대한 평균 점수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나(그림 2-8 참조) 

항목별로 미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음 (표 2-29, 2-30 참조)

- 앞서 [표 2-12]와 [표 2-13]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모두 평균 3년 이상 기관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 인식과 경험에 대한 평균 점수는 유사할 수 있

기 때문에 작은 차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내국인(평균 3.67)과 외국인

주민(평균 3.46) 모두 문항 3 ‘외국인 친구 피부색이 달라도 상관없음’에 대한 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내국인 자녀의 경우 ‘외국인 친구와 놀이 및 식사 경험’이 평균 2.55, 외국인주

민 청소년의 경우 ‘내국인 친구와 놀이 및 식사 경험’이 평균 2.81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주민 아동이 통합하여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의 결과는 실제로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내국인 자녀들이 일상에서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해 ‘다문화’나 ‘외국인주민’이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더라도 자신들이 배운 ‘다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질적조사의 필요성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의 해석은 기존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과 일상의 괴리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구로구의 실정에 맞는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으로 나타남

[그림 2-8] 상호 인식과 경험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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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소결

◦ 본 설문조사는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로 구로구 

외국인 주민 집지역의 방과후 돌봄 기관과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

동･청소년들이 대상이었음

-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최종적으로 151명으로 남성 77명, 여성 74명이었으며 내국

인 자녀가 59명, 외국인주민 자녀가 92명으로 나타났음

◦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의 경우 평일 돌봄보다 토요 돌봄 이용시간이 차이를 보였는

데, 외국인주민 자녀가 평균 3.94 시간을 이용하는 반면, 내국인 자녀는 1.74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돌봄 품질 만족도에서 주목할 것은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차이로 외국인주민 자녀의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내국인 자녀보다 높은 편이었음

- 선생님에 대한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높은 만족도는 외국인주민 가정이 상대적으로 

자녀의 돌봄에 있어 방과후 돌봄 기관에 의존함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해석

◦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이 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중도입국자녀들이 

주로 포함된 외국인주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은 것과 연결 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충족할 수 없는 활동들을 돌봄 기관을 통해 지원 받아 충족하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해석됨

◦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시설 및 주변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욕구로, 놀이공간이나 여가

공간 등 아이들이 활동을 위한 공간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통한 자원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친구관계의 경우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긍정적 점수와 

부정적 점수가 동시에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위의 기관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

이 주로 중도입국자녀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반면 일반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아동 청소년의 긍정적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내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 

인식의 결과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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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인식 및 경험을 포함한 상호 인식 및 경험의 경우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 모두 인식에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두 케이스 모두 ‘내국인(또는 외국인주민) 

친구와 놀이 및 식사 경험’에 대한 점수가 낮아 내국인 주민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

가 통합하여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아동들의 경우 다문화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

기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 다문화 인식과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설문조사는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및 다문화와 관련

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음

- 그러나 결과의 해석 측면에서 설문조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에, 추후 질적 접근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1_다문화 사례 분석

2_구로구 다문화 특성 분석
1_연구개요

2_돌봄 기관 실무자

3_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4_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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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돌봄 기관 실무자 및 학부모 질적조사

1_연구개요

1) 연구 내용 및 연구 질문

◦ 본 연구는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 기관 실무자들 및 학부모들에 대한 FGI 

와 개별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재 방과후 다문화 돌봄의 현황과 특성 및 어려움을 확

인하고 구로구 다문화 돌봄에 대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함

◦ 2020년 현재 구로구의 외국인 주민 증가는 단순히 일자리를 위한 이주가 아닌 가족

을 포함한 일상의 정주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초등 및 중등과정

에서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로 이어지기에 필연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됨

◦ 실제로 외국인주민 집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교실’,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 및 중도입국자녀의 증

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방과 후 돌봄 기관은 일상 속에서 외국인주민들의 돌봄 욕구에 대응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현안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책 역시 필요

-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에 대한 집단심층면접을 진행

-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다문화 돌봄의 현황 및 어려움은 다문화 돌봄

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집단심층면접은 1회 진행되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

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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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지역의 내･외국인주민들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실제 당사자이기에 돌봄 

정책의 방향성과 접한 연관이 있음

◦ 이를 위해 구로구에서 생활하며 자녀를 방과후 돌봄 기관에 보내고 있는 내･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 참여자 선정은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각 1회씩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본 질적조사의 연구질문은 “구로구 돌봄 기관 실무자들의 현안은 무엇인가?”와 “돌봄 

당사자들의 욕구는 무엇인가”임

2)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과 자료수집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지역내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 및 지역에서 생활하는 내･외
국인 주민으로 총 13명이 조사에 참여 

- 세부적으로 돌봄 기관 실무자는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경우 외국인 

주민은 5명, 내국인 주민은 2명이 참여

- 조사는 참여자의 상황 및 분석 결과에 따라 FGI 및 개별 인터뷰 1회를 포함하여 

각기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 

- 기관 실무자들은 협조 요청을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내･외국인 주민은 기관 실

무자들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녹취한 뒤 이를 다시 정리하였으며 이를 위해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해당 인터뷰가 녹취 됨을 미리 언급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 

-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강요되지 않으며 원치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거부하

거나 응답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설명

-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 및 비 이 보장됨을 명시하였음 

- 연구 참여에 대한 연구대상자 동의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각기 서명한 뒤 복

사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발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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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수행 및 분석방법 

◦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음

- 특정한 인식론적･존재론적 입장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방법이 아닌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해당 연구가 가진 특성에 기인함

◦ 일차적으로 이번 연구는 방과후 돌봄 현장에서의 외국인주민 자녀 증가에 따른 경험 

분석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보다 질적 연구의 공통된 

인식 토대 아래 경험의 의미와 맥락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경험의 맥락을 들여다

보고 해석하는 작업으로, 이것은 곧 탐색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음

- 일반적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라는 질적 연구의 공통됨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함(김

인숙, 2016) 

- 이것은 연구자가 특정한 인식론이나 존재론에 구애받지 않고 관심사와 선택에 따

라 연구문제에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함

◦ 본 연구는 귀납적 주제분석을 활용하였음 

- 귀납적 주제분석은 질적 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인 분석방법이며 동시에 일반적 질적 

연구를 선택한 연구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김인숙, 2016)

- 귀납적 주제분석의 일환으로 포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는 포괄분석을 통해 

자료의 개략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정리하였음 

- 파악된 주제를 바탕으로 의미단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패턴분석을 거쳐 범주를 

정리함

◦ 귀납적 주제분석의 전 과정에서 비교하기와 질문하기를 실시하였음

- 비교하기와 질문하기는 질적 자료분석에서 자료에 대한 개념적 민감성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기법(김인숙, 2016: 318) 

- 비교하기와 질문하기에 중점을 둔 것은 연구자가 기존의 선이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범주와 속성들을 구성하고 탐구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음

◦ 마지막으로 분석의 과정에서 각각의 사례마다 주제를 도출 

- 이것은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는 것과 함께 공통의 경험에서 나오는 

의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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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돌봄 기관 실무자

◦ 돌봄 기관 실무자는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센

터장으로서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구로구에서 방과후 돌봄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였음

- 간담회는 1회 진행이 되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1회씩 개별적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으며 개략적인 인적사항은 [표 3-1]과 같음

명단 소속 성별 비고

참여자1 지역아동센터 여 센터장

참여자2 지역아동센터 여 센터장

참여자3 우리동네키움센터 여 센터장

참여자4 지역아동센터 여 센터장

참여자5 지역아동센터 여 센터장

참여자6 지역아동센터 여 센터장

[표 3-1] 연구 참여자 현황_1

 

◦ 간담회와 개별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큰 틀에서 ‘다문화 돌봄의 실태’와 ‘돌봄환경 

변화 적응 및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음

◦ 다문화 돌봄의 실태에서는 일차적으로 중도입국자녀의 적응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나타났음

- 그에 반하여 한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영유아 시절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외국인주

민 자녀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기존 내국인 아이들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돌봄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것은 외국인주민 부모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중도입국이나 초기입국에 상관없이 

방과후 돌봄 기관에 의존하는 원인이기도 함

◦ 돌봄 환경의 변화와 과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개설과 같은 공적 돌봄 체계 구축에 

따른 적응과 고민을 들 수 있었음

- 공적 돌봄 체계의 구축은 곧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과 접하게 연결되어 있으

며, 특히 청소년 돌봄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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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종사자의 필요성에 대한 

현안이 나왔으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 체계 강화 및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등 돌

봄 전반에서 적극적 행위자로서 구청의 역할이 요구되었음

범주 하위범주 주요내용

다문화 돌봄의 
실태

◾ 중도입국자녀 적응 문제 • 적응 과정의 시스템 마련 필요

◾ 외국인주민 자녀 방치 • 문화적 차이와 저소득 문제의 결합

◾ 외국인주민 부모의 의존 •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의존 심화

돌봄 환경의 
변화와 과제

◾ 돌봄 기관의 역할 증대 • 공적 돌봄 체계 구축과 과제

◾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의 필요 • 중도입국자녀 등의 증가에 따른 허브 역할 필요

◾ 행정과 민간의 협력 체계 강화 • 적극적 행위자로서 구청 역할 강화 요구

◾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포괄하는 돌봄 체계 구축

[표 3-2] 분석 결과_1

1) 다문화 돌봄의 실태

◦ 실무자 간담회 및 인터뷰에서 주로 이야기된 다문화 돌봄의 실태는 중도입국자녀 적응

의 문제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 방치 및 이에서 파생된 부모의 의존으로 정리되었음

(1) 중도입국자녀 적응 문제

◦ 중도입국자녀의 적응은 외국인주민의 돌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 실무자 간담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구로구에서 생활하는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중국동포 및 한족 출신 자녀들이 주가 되

나 예외적으로 탈북한 부모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태어난 자녀

들도 존재하며, 이러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국인’에 가깝게 여기고 있어 

중국동포나 한족 출신 자녀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됨 

◦ 중도입국자녀들이 일차적으로 문제를 겪는 것은 의사소통으로, 이것이 내국인 아이

들과의 관계 맺음에 어려움으로 나타남

- 의사소통의 문제는 곧 공통의 관심사로 이어지지 않음을 뜻하기도 하는데, 언어가 

담긴 문화적 배경을 생각할 때 언어의 벽은 곧 문화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기에, 내

국인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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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서 의사소통에서 많이 서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

면서 아이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좀 거리감이 

또래간에 생기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참여자3)

학교에서 얘기를 조금 하겠죠. 근데 대화거리가 없으니까. 공통관심사가 별로 없으

니까 별로 얘기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5)

◦ 아이들 사이에서 생긴 거리감은 곧 소수자인 중도입국자녀의 소외로 이어지는데, 중

도입국자녀들은 내국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면서 위축되며, 심각할 경우 스

스로에게 낙인을 주는 경우까지 생김

선생님 하고 있을 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둘만 있으면 너무 말도 재미있게 잘 

하는데 스스로 이게 소외되고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 아이들 다같이 술래잡기나 

무궁화 피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혼자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참여자3)

자기는 중국에서 와서 친구들이 자기를 덜 좋아하는 거 같다고. 스스로 낙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참여자3)

◦ 관계에서의 소외는 다름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나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따돌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중도입국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어려움이 따돌림에서 아

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도 중학생 중 한 애가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따 돼서 당해요. 화장실도 못 가

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학교에서 기숙사가 가깝거든요. (참여자5)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얘네들이 가해자로만 되는 거예요. 얘네가 피해자인데. 한국 

애들이 말을 워낙 잘 하니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니까 얘네들은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참여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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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와 따돌림이 심해질 경우 중도입국자녀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말이 통하

고 같은 문화권인 자신들끼리 서로 더욱 뭉치는 경향을 보임 

- 아이들을 섬이라고 표현하는 참여자의 말처럼 기존 내국인 자녀들과 벽을 쌓고 자

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게 됨

- 중도입국자녀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섬

이라고 표현되는 특성 상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고립될 우려가 있음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중국어. 못 알아 들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

만. 불평하고. (참여자1) 

지금 이 아이들은 따로 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 세계를 형성을 했어요. 

(참여자5)

◦ 중도입국자녀들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자신이 배웠던 것과 다른 교육 방식과 겹쳐

지면서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함

- 이로 인해 중도입국자녀들은 학업에서 소외되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교

육 등에서 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또 걔네들이 학습의 어려움을. 얘네 한 아이는 중국에서 1,2등 하던 애에요. 평균 98

점 이런 애인데 여기 와서 밑바닥을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애도 속상하겠죠. (참여자4)

이번에도 아이들을 온라인교육을 센터에서 시키면서 보니까 거의 수업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헤드셋을 끼고 처음엔 끼고라도 있었어요. 근데 목에다 걸치고 그 시간엔 

멍하니 앉아있거나 자거나 아니면 장난 치는 거죠. (참여자5)

◦ 언어적 문제와 소외, 따돌림 및 학업 부진으로 인해 중도입국자녀들은 한국사회에 적

응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함

- 그렇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도 덜하며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중국인으로도 완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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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근데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낮다. 그럼 나는 가르칠 

수 없다. 얘네들이 근데 계속 한 대요. 근데 매너도 좋고 다 잘 하는데 그런 어떤 

중국에 관한 중국의 자부심.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한국어를 뭐 하러 배우냐? 

나는 커서 다시 중국으로 갈 것이다. (참여자4)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중국문화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참여자5) 

◦ 중도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돌봄의 문제나 부모와의 갈등, 학업 문제가 아동기에 입국

한 중도입국자녀보다 심각해짐 

- 이것은 사춘기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중도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케어가 필요

그것처럼 중도 입국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만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무조건 

필요한 거 같아요. 특히 사춘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어

떤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참여자2)

◦ 중도입국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식

으로 접근이 필요

- 추가적으로 중도입국자녀의 돌봄을 맡고 있는 다문화 전문 돌봄 기관의 역할을 강

화시킬 필요가 있음

저희가 중국어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도 입국한 친구가 제일 잘 하니까 너무 자신감 있게 하더라고요. 좀 그런 친구들

이 자기를 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회를 줘서 자존감을 좀 키우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참여자3)

우리 센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다른 나라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소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얌전하고 이 친구는 걱정할 게 없

다고 하지만 저희 센터 와서는 다 외국인에다 중국인에다가 그걸 아는 동시에 애가 

바뀌는 거예요. (참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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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주민 자녀 방치

◦ 중도입국자녀들과 달리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국에 들어온 외

국인주민 자녀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음

- 일반적인 외국인주민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성장하였기에 한국어를 구사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한국문화에 익숙하기에 내국인 자녀들과 차별성이 드러나

지 않음 

 

그냥 나는 중국의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 특별히 

문제되진 않는데. (참여자1)

걔네 둘 말고 나머지 애들은 초등학생이라 얘네가 한국 앤지 나도 모를 경우가. 

그걸 봐야지 알지. 말을 너무 잘 하니까 의사소통 이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있

어요. (참여자4)

◦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은 언어나 문화적인 적응보다 일상에서의 방치

가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직업이나 

경제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근데 학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의존도가 높은 것은 뭐냐면 생활규범이 잘 안 잡

혀 있어요. (참여자1)

사실은 다문화 애들 집에 가봤자 혼자 있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

고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계속 늦게까지. (참여자4)

◦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방치는 주로 학업과 식사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학업의 경우 부

모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며, 부모가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이가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이 부족한 라면으로 때우는 등의 형태로 나타남

- 이것은 구로구 외국인주민 가정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나 한족 출신 중국인

의 사회적･경제적 특성 때문으로 부부 모두가 중국계 출신으로 소위 3D 업종 종사

하며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거주환경이 좋지 않기에 생겨나는 현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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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가르쳐 보면 뭐를 느끼냐면 얘네가 전 단계에서 특히 수학이나 이런 거 

개념 이해가 안 돼서 아예 숭숭숭 빠져 있는데 그런 걸 계속 채워줘야 하는데 얘네

들은 진도만 나가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여자1)

 

집에 들어와서 다시 나오기가 귀찮으니까 사발면을 하나 저녁을 먹을 걸.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한 7,8시쯤에 사발면을 하나 먹고 자는 거

예요. 그럼 새벽에 꼬륵꼬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근데 집에는 조리도

구가 하나도 없어요. (참여자4)

◦ 중도입국한 청소년에서 문제가 되듯 외국인주민 자녀 역시 청소년의 돌봄이 중요한

데 이것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부모나 돌봄 

기관 실무자들을 따르는 초등학생과 달리 청소년의 돌봄은 청소년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사실 정부의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다 보면 키움은 초등만 돌보는 체제잖아요. 그럼 이 청소년들은 정말 아무데서도 

돌볼 때가. (참여자6)

얼마 전에도 구로에서 중학교 1,2학년 애들이 자동차 렌터카 훔쳐서 대전 내려가

서 사고 냈잖아요. 이게 그 중에 여기 보면 저희 센터에 다녔다가 탈락한 아이가 

있어요. (참여자6)

◦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방치는 단순히 외국인주민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업 문제나 식

사 해결 등은 저소득층이 겪는 복지 문제에 외국인주민의 특성이 가미된 결과임

- 특히 외국인주민의 특성 상 사회적 관계가 협소하기에 자녀들의 방치가 사회적인 

배제로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내가 옛날에 공부방 처음 시작할 때 빈곤가정의 아이들 돌봤는데 이 다문화가정이 

많이 빈곤가정이신 거죠. (참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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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주민 부모의 의존

◦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도

가 매우 높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학습부터 시작하여, 아이들 사이에서 발

생하는 일상의 갈등까지 폭 넓게 나타남

저희 센터로 오는 이유는 숙제를 안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돌봄교실은. 저희

는 숙제를 다 봐주고 온라인 학습이나 학습지도 하고 숙제까지 노트 정리까지 다 

해주니까 (참여자3)

아이들은 놀고 싶고 유혹거리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많으면 그런 걸 우리 

보고 처리해달라. 선생님이 중간에 나서서 싹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참여자1)

◦ 학업의 측면에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은 더욱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외

국인주민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구열과 함께 그들이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

아 아이들의 학업을 돌봐 줄 수 없다는 상황이 겹쳐 발생하는 현상임

책을 읽어도 지금 4학년 된 친구도 책을 제대로 못 읽어요. 쓰면 받침 다 틀려요. 

맞춤법이 거의 안 맞는다고 보면 되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다문화 

부모님들. (참여자6)

저희가 어머님들 저희 키움센터에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존하는 성향을 보면 

거의 100% 의존을 하시죠. (참여자3)

◦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외국인주민 부모의 의존은 부정적이고 무책임함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은 아이들 돌봄에 

있어 장점이자 과제로 볼 수 있음

제가 보긴 이 동포. 다문화 중국에서 오신 이런 학부모들이 학원 같은 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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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제대로 못 배우거든요. (참여자6)

이게 한국가정 하고 외국가정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의존도는 똑같거든요. 근데 중

국이 과락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80점이에요. 엄마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참여자3)

◦ 한편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의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

되었으며, 이는 온라인 학습 등 전반적인 교육까지 포함되는 현상

우리는 난리 났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한국말을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다 없잖아요. 출석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도 외국인노동자니 소통이 

안 되니까 센터로 다. 선생님한테 다 전화 와요. (참여자2)

온라인교육은 사실은 분명히 엄마들은 의존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00% 센터에 맡길 건 뻔했어요. (참여자4)

◦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은, 방과후 돌봄 기관이 단순히 

돌봄 제공의 역할을 넘어 아이들과 외국인주민 부모들이 구로구에 정착하는데 있어 

일종의 자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돌봄이라기보다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가 일종의 사회통합 하는 데 있어서 지원기

관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참여자1)

2) 돌봄 환경의 변화와 과제

◦ 돌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제 역시 간담회 및 인터뷰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는데,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돌봄 기관의 역할 증대는 돌봄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곧 구청의 역할 강화 등으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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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 기관의 과제 증대

◦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구로구의 돌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초적인 변화로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을 제외한 방과후 돌봄 기관들은 외국인주민의 증가에 따른 

변화의 추동 및 갈등을 겪고 있음

◦ 참여자들의 말대로 외국인주민 집지역의 방과후 돌봄 기관은 환경변화에 의해 자

연스럽게 다문화 중심의 돌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체계의 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실제 돌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

다문화센터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환경변화에 의해서 다문화센터가 되어 가는. 바

꿀 수 있는 아무런 지원체계도 없이 아무런 준비사항도 없이 우리는 다문화 돌봄을 

하고 있는 거죠. (참여자1)

XX 센터장님이 다문화 아이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 때문에 그러실 거예

요. 왜냐면 이게 문화가 다르잖아요. 저희랑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 같은 

게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약간 충돌이 있어요. (참여자6)

◦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기나 아이템 구매 및 게임 중독은 주요한 문제로 드러

나고 있으며,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디지털 성범죄 

역시 주요한 현안으로 인식됨

학교도 가기 싫고 집에서 초등이랑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게임 아이디를 공유를 

한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거기다 카드를 바로 아이템 살 수 있도록 그냥 클릭클

릭만 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480만원이 됐어요. 근데 애가 그걸 결제

한 걸 애는 알고 있어. (참여자2)

우리는 태블릿피씨를 받았잖아요. 보라고 하니까 틀어놓고 태블릿피씨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5)

다문화 친구인데 이 아이도 성적인 데 관심이 많아서 애들한테 막 보내고. 저희가 

그런 예방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사실 받는다고 저기 되진 않는 거 같아요. 



67



구
로
형 

다
문
화
 아

동･
청
소
년
 돌

봄
 시

스
템
 구

축
을
 위

한
 기

초
연
구

사이버는 저희도 이번에 N번방 사건이 있으면서 이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올해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여자6)

◦ 그러나 현 상황에서 위의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보기 어려움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중독지원센터 등을 통해 약물 중독 등의 교육을 받고 있으나 

좀 더 실용적인 스마트폰 중독 및 범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특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성폭력 교육을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놀이 

형태로 개발한 경험이 있기에 이를 스마트폰 중독 및 스마트폰 범죄 교육 등에서 

활용하여 개발 뒤 확대하는 방안 역시 고민해 볼 수 있음

저희도 그냥 인터넷이나 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센터에서 핸드

폰 못 하게 하거든요. 하루에 30분 이상 갖고 온 친구만 하게 하고. (참여자3)

안 받은 게 아니라 매번 받는데. 그래서 그나마 저희 센터 아이들은 성폭력예방 

교육도 받고 성인지 교육도 받고 해요. 많이 그런 부분은 그래도. (참여자6)

◦ 코로나 19 상황 이후 학습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

되었고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이 과부화 되는 현상 역시 발생하여, 기관에 따라 

이를 기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함

저학년 아이들은 10시에 와요. 10시에 와서 다같이 온라인수업을 시작을 하는 거

죠. 왜냐면 부모님들도 집에 안 계시고 자기가 아이디나 이런 걸 치고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참여자1)

저희가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서 한 곳에서는 계속 빔 프로젝트를 틀어놓고 그 방

송을 계속 틀고 한 강의실에서는 1학년 수업하면 2학년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

다 하면서 두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강의지도 하는 거 하고 두 분이서 숙제지도.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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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의 필요

◦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의 필요는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요구 중 하나로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

는 기관이나 종사자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건 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도입국청소

년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배제나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거나 이

러면 그럴 때는 허브기능의 역할이 필요하고. (참여자1)

중도 입국한 애들은 문화도 몰라 그런데 언어도 몰라. 다 몰라. 그럼 그 속에서 너 

여기서 같이 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고 이 친구는 사

회에서 한국 애들 가정에 피해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타워 아니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해요. (참여자2)

◦ 다문화 돌봄 허브에 대한 요구에 앞서 허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것은 다문화 돌봄 허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

한 지점

아무리 중앙에 허브기관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돌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허브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래서 

저는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허브기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거

에 대해선 고민이. (참여자1)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이런 지역에 몇몇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참여자6)

◦ 구로구의 경우 융합형 키움센터 설립 등 공적 돌봄이 확대되면서 마을돌봄조정관이 

이 돌봄을 중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단순히 조정관이 다문화 돌봄 허브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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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관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수요 조절과 연계가 주요 역할이며 다문화 조

정의 역할은 아니기에 지역의 유능한 종사자들을 다문화 수요가 높은 기관에 파견하

여 돌봄을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방식의 접근도 필요

- 다만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이 돌봄 수요에 대한 조정이라고 본다면 외국인주민의 

돌봄 수요 역시 이에 해당하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며, 이것은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함

그래서 오히려 그걸 센터형으로 둘 건지. 종사자형으로 둘 건지 한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능한 종사자들을 그 아이가 필요한 데

로 파견을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필요한 돌봄의 방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니

면 지금 있는 돌봄이라든가 종사자들이 그런 컨설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참여자1)

그래서 저희가 적임자다 이러고 보내드린 건데 이 분이 다문화까지 아우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이 분이 역할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될 거 같고요. 왜

냐면 조정관이 여기에서 하는 조정관의 역할은 사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의 조정

의 역할인 거지. 다문화의 조정의 역할은 아니거든요.(참여자6)

◦ 한편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 센터장이 허브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 

-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보임 

왜냐면 다문화가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 중에 몇 분이 교육을 받으시고 같

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전 좋을 거 같아요. 딱 또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계속 새로운 센터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있는 게 활

용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참여자6)

◦ 중요한 것은 허브 기능의 구축이 단순히 기관의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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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허브라든지 그럼 체계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비스 제공자들간에 합

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전혀 제공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만 

바라보고 아이 1명 뺏길까 봐. 이런 상황에서 (참여자1)

말씀하신 것처럼 막 서로 경쟁구조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거예요. (참여자2)

그리고 이게 수직구조라고 생각해서 내가 저 순위에서 내가 못 올라가고 내가 떨어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생태계가 더 좋아질 거니까 협력

해야겠다 말하자면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기가 쉬운 거죠. (참여자1)

(3)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

◦ 실무자 간담회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나타난 것 중 하나는 행정과 지역내 방과후 돌봄 

기관의 협조, 즉 협력체계의 강화였음

◦ 외국인주민 자녀 돌봄이나 중도입국자녀 문제 등 구로구의 다문화 돌봄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돌봄 기관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니 저거 부구청장님이 협의회 회장이면 뭐해. 1년에 한번밖에 안 하는 협의회. 

그 중요사안에 대해서 전혀 협의도 없고. 정보공유도 안 되고. (참여자1)

XX구 같은 경우엔 교육복지 회의 안에 동사무소에 주무관님들 뭐 몇 동 몇 동 2분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학교에 교감선생님 아니면 교육부장님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센터. 근데 그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는지 놀라울 

정도에요. (참여자2)

◦ 행정과 민간 사이의 제대로 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곳에 배분하지 못하는, 즉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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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융합형 키움센터도 엉뚱한 데 만들어놓으셔서 애들이 없어요. 4명인가 있

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이 올 수 없는 장소인데 정말 필요한 곳에 

만들어야지 (참여자6)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들끼리 같이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점점 유명무실해졌어요.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여자6)

◦ 행정과 민간의 협조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탕 될 때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 역시 제대로 수

행 될 수 있음

◦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은 외국인주민의 돌봄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좀 더 활용해서 이렇게 돌봄서비스가 이렇게 역할분담

이 돼서 설계가 돼 있으면 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이럴 땐 여기 가시면 좋겠습니

다 아니면 이 기관에 A라고 하는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관은 심화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참여자1)

지역사회에서 같이 돌봄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다문화 

아니면 아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적인 부분. 그런 식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

이 그려지면 좋을 거 같아요. (참여자2)

(4)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은 다문화를 포함한 구로형 돌봄 체계 구축과 연결하여 고민할 

수 있으며, 외국인주민만을 위한 별도의 복지 시스템이 아닌,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기반으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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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만을 위한 복지를 늘릴 경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처럼 내국인 주민과

의 역차별 우려가 있으며, 외국인주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큰 틀에서 다룰 수 있

는 체계 구축이 필요

근데 다문화사업이라고 별도로 하는 사업은 전 반대에요. 그것도 그것조차도 우리 

아이들 하고 함께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너 다문화지? 너희 둘만 이렇게 와서 

해 이렇게 하는 건. (참여자4)

전 다문화만 이렇게 잘라놓고 돌봄을 하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차피 여기 온 아이들은 여기 주민으로 살아갈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결국

은. (참여자6)

근데 그게 필요하긴 해요. 내국인하고 외국인 중도 입국자 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

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도 외국인들을 받을 때 선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줘

야 해요. 다 받는 게 아니라. (참여자2)

◦ 일차적으로 구로형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인주민 돌봄을 포함하여 동일

한 비전과 목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하며, 이것

은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돌봄에 대한 철학이 밑받침 되어야 함 

지금 구로형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첫 번째로 구로형 종사자들이 동일한 비전

이나 목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서비스 제공자들을 먼저 잘 묶는 형태가 필요

하다. 그 중심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죠. (참여자1)

◦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철학은, 돌봄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질적인 부분의 향

상이 필요함으로 나타남

구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키움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는 양적인 것만으로. (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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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뭐 특히나 회계 부분에 있어서 워낙 저희가 무료가 아니고 무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회계 되게 타이트하게 지금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이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쭤봐도 가이드가 없어요. (참여자3)

◦ 동시에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구로구의 기존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전시키는 것과도 연

결됨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우수하고 질적으로 되게 우수하고 그리고 종

사자들도 되게 안정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참여자4)

초창기 시작 된 곳은 20년. 저희 센터도 지금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다 

10년 이상이 된 곳이고. 그만큼의 아이들에 대한 게 축척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럼 이걸 활용하셔야 하는 게 맞지. 무조건 돌봄 처음 해보는 분들 교사

들 뽑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참여자6)

 

◦ 마지막으로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은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주민 청소년의 돌봄 

문제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범 사업을 서울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제안한 적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를 그럼 다. 누리키움센

터로 바꿔라. 그래서 모든 아동을 다 돌보는 걸로 하자 한 거죠. 근데 저는 누리의 

어려움은 청소년. 고3까지 있어요. (참여자4)

저희처럼 초등 중등을 계속 같이 돌보던 기관들은 키움센터로 전환이 되게 돼도 같

이 돌보면서 어떤 모델을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해보니 좋구나 어떤 시범모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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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 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는 총 7명이 참여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외국인주민 5명, 내국

인 2명이 참여

-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 10년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였으며 각기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각 기관에 자녀 돌봄을 위탁하였음

-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1회씩 진행 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개략적인 인적사항은 [표 3-3]과 같음

명단 이주 여부 위탁 기간 직업 연령 성별 비고

지역주민1 외국인주민 7년 서비스업 40대 여 한부모

지역주민2 외국인주민 4년 자영업 40대 여 한부모

지역주민3 외국인주민 4년 서비스업 40대 여 한부모

지역주민4 외국인주민 6년 자영업 40대 남

지역주민5 외국인주민 2년 자영업 30대 여

지역주민6 내국인 6년 사무직 30대 여 한부모

지역주민7 내국인 10년 이상 서비스업 40대 여

[표 3-3] 연구 참여자 현황_2

 

◦ 개별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큰 틀에서 ‘방과후 돌봄 이용 경험’와 ‘방과후 돌봄의 과

제’로 구분할 수 있었음

◦ 방과후 돌봄 이용 경험에서는 일차적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게 된 계기와 

방과후 돌봄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

- 동시에 학습 및 야간･토요 돌봄 등 방과후 돌봄 기관에 부모가 의존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의존이 확대되는 것으

로 나타났음

◦ 방과후 돌봄의 과제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과 내･외국인주민 부모 간의 

교류 확대, 돌봄의 지속성을 들 수 있었음

-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은 학업 지원 외에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

동에 대한 욕구가 주로 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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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외국인주민 부모의 교류 확대는 실제 접촉이 많지 않지만,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실제 사례를 바

탕으로 내･외국인주민 부모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돌봄의 지속성 확보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과 이를 통한 돌봄제공자 역할의 지속

성확보와 청소년기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범주 하위범주 주요내용

방과후 돌봄 
이용 경험

◾ 자녀 돌봄의 보루 • 돌봄 방치 예방 및 사회적 적응 위해 이용 

◾ 방과후 돌봄의 긍정적 경험 • 학업 및 일상의 도움 및 아이들간 교류 확대

◾ 부모들의 돌봄 의존 • 야간/토요 돌봄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존 확대

방과후 돌봄의 
과제

◾ 돌봄에 대한 추가적 욕구
• 봉사활동 및 내･외국인주민 교류 확대와 게임 중독 

예방

◾ 외국인주민 자녀 방치와 차별 • 자녀 방치와 다문화에 대한 낙인이 차별로 확대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 교류 필요 • 일상적이고 상호문화적인 교류 필요성

◾ 돌봄의 지속성 강화 • 돌봄 제공자 및 연령별 돌봄의 지속성 필요

[표 3-4] 분석 결과_2

1) 방과후 돌봄 이용 경험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7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 인터뷰에서 방과후 돌봄 이용 경험은 

크게 자녀 돌봄의 보루와 방과후 돌봄의 긍정적 경험 및 방과후 돌봄에 대한 의존으

로 정리하였음

(1) 자녀 돌봄의 보루

◦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을 자녀 돌봄의 보루라고 명명한 것은 외국인주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많으며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외국인주민 가정의 특성 상, 방과후 돌봄 기관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

길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 제공 기관임 

◦ 외국인주민들은 주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데, 여의치 않을 경우 최대 2년 가까이 기다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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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 같이 이렇게 처음에 친구가 신청하고 우리는 그때는 이미 사람 다 차서 

못 들어간다고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자리 있

다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동우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내보고는 더 

좋아요. (지역주민5)

전 처음엔 몰랐는데 다른 분들에게 여쭤봤죠. 방과후가 낫냐 여기가 이제 낫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쪽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비용이 좀 나가도 이쪽이 

낫다고. 딱딱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별로라고. (지역주민3)

그때 그 분이 계시니까 제가 버스에다 태워놓고 저는 출근을 했어요. 몇 달 그러다 

보니까 기사 분이 그 선생님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아동센터를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지역주민4)

◦ 자녀들이 ADHD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는 경우 방과후 돌봄 기관의 돌봄 제공이 

더욱 중요함

- 이는 외국인주민들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

크가 많지 않아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

학교에 가면 따로 상담하는 그게 있더라구요. 거기 선생님이 여기 이런 데, 이런 

데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소개해서 

온 거 같아요. (지역주민2)

여기 센터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다행히 일단은 다녔던 여기 동구로초등학교나 

구로중학교 담임들 다 괜찮았었어요.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 이런 거 있는데 해보실

래요? 괜찮아요. (지역주민1)

◦ 내국인 주민들도 저소득층이면서 자녀들이 돌봄에서 방치되거나 심리･사회적으로 어

려움을 겪는 경우 외국인주민과 비슷한 형태로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

- 이것으로 보아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특성이나 욕구가 

일정부분 겹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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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집에 올 때까지 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있

을만한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추천 받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렇게 

계기가 됐어요. (지역주민7)

드림스타트 선생님이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데가 있다 마침 티오가 비었는데 

갈 의향이 있느냐 해서 거기 학교를 그만두고, 돌봄을 그만두고 이렇게 오게 됐거

든요. (지역주민6)

(2) 방과후 돌봄의 긍정적 경험

◦ 외국인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긍정적인 경

험의 대표적인 예로 학업에서의 경험을 들 수 있는데, 외국인주민 부모들이 놓치기 

어려운 부분을 방과후 돌봄 기관이 메꿔주고 있음

제 마음은 그냥 한국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특히 공부가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

요. 학원 가기도 돈도 어렵고. 그래서 파랑새 이렇게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선

생님들도 좋고. (지역주민5)

그냥 학원 다닐 때도 학원에서 다 공부하고 오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조금씩 

지도하고 했는데, 크면 클수록 아예 이제는 저랑 말도 안 듣거니와 그러지 못하더

라구요. (지역주민2)

네. 학교 끝나고 오면 선생님이 숙제도 일일이 다 가르치고 애들 모르는 거 다 해

주고. 그런 쪽으론 속 썩이는 거 없는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니까. (지역

주민3)

◦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행동 지도 등까지 이루어지기에 외국

인주민 입장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언급되었던 것처럼 늦게까지 맞벌이를 하거나 퇴근이 일정치 않은 외국인주

민들의 특성 상 방과후 돌봄 기관은 믿고 맞길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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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방면에서 초등학생이랑 다를 거 같은데. 센터장님이 그런 거 사소한 거

까지 다 지도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괜찮은 거 같더라구요. 소소한 면까지, 애

들이랑 트러블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다 컨트롤 해주시고. (지역주민2)

저희는 맞벌이니까 5시 퇴근할 때도 있고 6시 퇴근할 때도 있고 애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7시까지니까 넉넉히 되니까 마음 놓고. 여기 맡겨놓으니까 저

는 마음 놓고 다니는 거예요. (지역주민3)

◦ 외국인주민 학부모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자녀의 돌봄이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대

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저녁 식사를 들 수 있음 

- 아이 혼자 식사를 할 경우 영양 공급이 불균형할 수밖에 없으나 방과후 돌봄 기관

을 이용할 경우 저녁 식사나 간식 등을 통해 영양 문제가 해소

- 또한 토요 돌봄이나 과제 수행 등의 경우에서도 방과후 돌봄 기관 이용이 자녀들

에게 큰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센터를 안 다녔다 그럼 저녁시간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애 밥 해먹

여야 되지. 저는 저녁을 안 먹어요. 애는 먹거든요. 크는 중이고 그래서. 또 먹으려

고 하니까요. 밥 해줘야 되지. 밥만 하나요? 공부도 숙제 같은 경우도 센터에서 다 

하거든요.(지역주민4)

제가 옛날에는 출근하면서 XX가 혼자 밥 먹었어요. 제가 밥 하고 혼자서 밥 먹고. 

지금은 거기서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토요일도 나갈 수 있고 XX도 좋고 너무 좋

아요. (지역주민5)

◦ 앞서 자녀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을 경우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ADHD 치료나 심리 치료의 과정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이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돌봄제공자의 관심과 지지가 아이들의 행동이나 심리를 교

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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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혼자 키우면서 만약에 지역센터를 안 보냈으면, 아마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했어도 아마 지금만큼은 호전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최소한 학교 끝나서 학원 안 

가고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 부족한 부분이나 

많이는 못채워도 적당히 그냥, 최소한의 선을 자기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참 좋은 거 같더라구요. (지역주민1)

반에서도 싸움하고 맨날 싸워서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심리상담도 받고 그랬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센터 선생님이 잘해주시고. 그리고 철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센터에 도움을 저는 엄청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주민4)

◦ 구로구의 일반 방과후 돌봄 기관은 내국인 자녀들과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같이 생활

하게 되는데 아이들 간의 일상적 교류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사회관계 형성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

이 친구가 교포든 중국아이든 한국아이든 상관없어요. 같이 노는 친구들도 한국아

이들도 있고 교포아이들도 있어요. (지역주민1)

저희 XX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뭐 저기만 다른 거일뿐이지. 같이 생활하고 그런 

거에 있어선 그냥 뭐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건 딱히 없는 거 

같았어요. (지역주민6)

◦ 이것은 같은 문화권에서 소통하며 성장하여 아이들 간의 외부적인 모습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됨

- 다만 부모들의 경우 ‘부모’가 외국인주민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아이들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는 모습을 보임

사실 다문화라는 게 애들만 봐서는 다문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날처럼 뭔가 부모님들이 다 오셨을 경우 너는 다문화 아이였구나 

너는 다문화 아이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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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끼리는 뭐 제 눈에선 잘 놀긴 해요. 놀긴 하는데 뭐 중국애 한국애 아직 

저학년 애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지역주민7)

(3) 부모들의 돌봄 의존

◦ 외국인주민들의 경우 토요 돌봄 및 야간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큰 편으로 이것은 외국

인주민들의 직업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추가적인 돌봄이 제공되더라도 외국인주민 부모들은 그 이상의 시간까지 일을 하

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방치가 이어짐 

토요일도 이 시간까지 하는 거 같아요. 일곱시 반, 여덟시 수업 있으면 조금 더 늦

게까지 하더라구요. (지역주민2)

그게 제가 토요일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돌봐주는 사람 없

어서 방학 동안에도 파랑새에 보내는 거예요. (지역주민5)

제 기준에선 토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이고 7,8시까지 놀다가 

갈 때를 보면 엄마는 그러면? 그러면 엄마는 오려면 12시에 집에 온다고. 엄마 어

떤 일을 하시니 물어보면 대부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끝나면 집에 오면 11

시다 12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야간 욕구가 강하실 거 같아요. (지역주민6)

◦ 내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주민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한부모의 경우 야간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큰 편이지만, 이것은 한부모라는 특수성 때문으로 내국인의 경우 추가적

인 돌봄 제공에 대한 욕구의 차이가 있음

이렇게 늦게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먼저 잠깐 와있다든가 그래야 하니

까 야간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사용을 하겠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냥 사용을 하지 못 하고 너희들이 집에 먼저 와서 있어 내가 얼른 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된다면 저희도 이용을 하겠죠. (지역주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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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엄마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식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보단 자식이 먼저라서. 저는 야간이나 이런 건. (지역주민7)

◦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학이 길어지고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사실상 아이들을 방치하여 외국인주민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됨

제가 출근하면 제가 혼자 있는데 여기를 다님으로써 그 시간 맡아서 공부하러 오니

까. 저도 나가놀면 안 되는데 나가지 말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

더라구요. (지역주민2)

학교 같은 상황은 애들 다녀도 전화 오는 것도 없고 선생님들이. 코로나인데 학생

이 잘 지내냐는 것도 없고 그 다음 문자는 뭐 재난문자나 오고 언제 개학한다 그런 

거나 오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역주민3)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아예 못가니까 세월이 반대로 됐어요. 아이가 저희가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서 강의 듣고, 당일의 강의를 듣고, 과제 

풀고. (지역주민1)

◦ 방과후 돌봄 기관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등 부모들이 익숙하지 않고 놓

치기 쉬운 지점들을 이해하고 지원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

이 의존도가 높이진 원인으로 해석됨

- 다만 돌봄 기관에 대한 부모의 의존이 심화될 경우 돌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실무자의 의견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초등학교 1,2학년은 EBS 방송을 봐야 하잖아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시간 맞춰

서 딱 앉아서 그걸 봐야 하는 거. 근데 막내가 2학년이거든요. 2학년인데 여기 키

움센터에서 1,2학년 아이들은 여기서 다 방송을 해주셨거든요. (지역주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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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오면 선생님이 칼같이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혼난다고.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가 온라인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여기 오면 선생님이 일일이 과제한 거 다 체크해주니까 애

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역주민3)

2) 방과후 돌봄의 과제

◦ 방과후 돌봄의 과제는 크게 돌봄에 대한 추가적 욕구와 내･외국인주민 부모의 교류 

확대 및 돌봄의 지속성 필요로 요약할 수 있었음

◦ 이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외국인주민 부모 사이의 관계 구축으로 방과후 돌봄 

기관이 둘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

(1) 돌봄에 대한 추가적 욕구

◦ 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욕구는 주로 아이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요구하였음

제가 봉사를 다니거든요. 보니까 1365에 벽화 그리거나 이런 봉사가 좀 많이 있더

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크게 해서 (아이들이) 네, 봉사. 단체봉사 있잖아요. 

(지역주민1)

네 그리고 봉사. 봉사. 아이들 다같이. 아이들 마음을 키워주는 걸 제가 위주로. 

(지역주민5)

◦ 봉사활동은 구체적으로 벽화나 배식봉사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되었으며,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상대적 약자들에 대해서 

인식하길 바람

누군가에 내가 그린 완성품에 대해서 거기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만족하거나 이

쁘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나 그런 걸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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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면 다른 내 배식봉사나 이런 걸 해도, 배식봉사 같은 건 사실은 노약자나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아, 사회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지역주민1)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사회생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자기만 하지 말고. 

왜냐면 되게 사람들 내가 잘 못 살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잘 살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는 이것도 만족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비교하지 말라고. (지역주민5)

◦ 내국인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음

- 이것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내국인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

렵기 때문으로,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위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에,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의 경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직도 XX는 사회, 친구랑 지내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집에서 혼자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XX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거기가 조금 그런 거 같더라구

요. (지역주민2)

한국인 애들 하고는 유치원 다닐 때만. 유치원을 2년 다녔어요. 그래서 2년 다닐 

때만. 접촉할 일이 거의 없죠. 지금도 학교 애들보단. 학교 애들도 다 지구촌 학교 

다니다 다 전학 갔거든요. (지역주민4)

네. 그럼 훨씬 소통하는 데.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는 방식도 다를 거고 표현하

는 단어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중학교 가서 왕따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들이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지역주민4)

◦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외국인주민 부모들의 방치에서 나타날 수 있

는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범죄 및 사기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 역시 있었

으며, 실제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슈 역시 등장하고 있기에 행정과 방

과후 돌봄 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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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신용카드로 뭘 샀는데 그게 뭐가 잘못 돼서 한 달에 한, 3~4개월 사이에 

70만원 나갔어요. (지역주민2)

◦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외국인주민들의 직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아이들에 대한 설문에서도 안전한 공

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부분임

애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늦게까지 놀고 그러다 보니까 8시 반까지 놀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렇게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누가 없어도 직

원이 없어도 그냥 놀 수 있는. 놀이터라도. (지역주민4)

(2) 외국인주민 자녀 방치와 차별

◦ 외국인주민의 자녀 방치와 여기서 파생된 차별의 경우 부모들의 인터뷰에서 주된 내

용은 아니었으나 분석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내국인 부모와 외국인주민 부모 사

이에 관계 및 소통의 부족이 외국인주민 아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주민 부모의 돌봄 방기와 이로 인해 방치된 외국인주민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외국인주민 아이들은 부모의 방치 아래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는데, 돌봄 기관이나 

학원들을 다니지 않을 경우 방치로 인한 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며, 내국

인과 외국인주민 학부모 모두 방치된 외국인주민 아이들을 인지하고 있음 

안 다니는 애들은 집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놀고 지내는 것 같더라구요. 그냥 

게임하고 모여서 뭐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XX도 보면 주말에는 

안 가니까 친구들과 약속해서 같이 놀더라구요. 그 친구들은 학원도 안 다니고 하

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게임하고 그렇더라구요. (지역주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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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안 다녀서 여기서 이제 뺐어요. 아이가 나갔어요. 지금은 

현재는 센터도 안 다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니까 밖에서 계속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지역주민1)

제가 그런 아이를 하나 봤거든요. 큰 애 때. 그래서 부모님이 새벽에 돌아오시니까 

애가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결국 걔가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고 진짜 막 이렇게 컸던 애가 있거든요. 

(지역주민7)

◦ 부모의 돌봄에서 방치되고 이로 인해 탈선까지 하게 되는 외국인주민 아이들의 모습

은 소문이 아닌 내국인 주민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경험하는 현실로, 내국인 주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위의 경험을 통해 증폭되는 것으로 

해석됨

- 이 때문에 내국인 주민들은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를 배제하려고 

하며, 외국인주민 아이들에 대해 편견이 없더라도 부모가 외국인주민인 것을 알게 

될 경우 아이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차별은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써 

지역 특성상 외국인주민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내국인 부모들이 

가진 부정적 경험과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센터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한국 분들의 어머니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배제하고 아이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도 비치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6)

엄마들이 문제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얘. 쟤네 엄마 중국사람이야. 이게 엄마들끼

리 먼저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자란 아이도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 보면 한국말 잘하고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부모를 보면 알거든요. 야 쟤네 

엄마 중국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엄마들이. 어 그런가 봐. 그럼 쟤는 다문

화 가정인가 보네 쟤도 중국애네. (지역주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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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방치와 낙인은 보이지 않는 차별로 나타나는데, 외국인주민과의 관계 형성이 

원만한 내국인이라도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에 무의식적으로 관

계 형성에 대해 불편한 인식을 가지게 됨

중국에서 온 아이들. 그럼 그 아이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위생 상태도 그렇고 좀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역주민7)

중국 엄마들이 아이를 진짜 아이들을 방치를 해가지곤.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솔직

히 저도 키움센터에서 그런 애들이랑 어울릴까 봐 좀 걱정이 되죠. 제 자식이 어울

릴까 봐. 그건 솔직한 부모 마음이죠. (지역주민7)

(3)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의 교류 확대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의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방안은 돌봄 기

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실제 현장 부모들은 위의 경험이 있다고 

말하였음

-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달리 실제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으며, 호응이 좋더라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 역시 존재

한 번 가서 다른 센터의 다른 부모. 또래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 외

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서로 다 바빠요. 저는 이제 여기 일찍 퇴근하니까 집도 가

깝고 가끔씩 들여다봐요. 그런데 다른 부모들은 거의 안 오세요. 불러도, 호출을 

해도 안 오세요. (지역주민1)

근데 그때도 딱 보면 중국 엄마들, 한국 엄마들 좀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게 생기다 보

니까 프로그램 하려고 했던 취지도 잘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엔 호응

도 좋고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하게 됐는데. (지역주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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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행사가 호응과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은 결국 외국인주민들의 입장이 고

려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주민들은 언어적인 어려움 이외에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내국인들과의 

경제적인 수준 차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띔

이거는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시

간 여유 있어도 상대방이 여유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먼저 다가가도 상대방 입장에

서는 애 뭐지? 난 바빠죽겠는데 힘들어죽겠는데 왜 자꾸 이러나 싶기도 할 수 있어

요. (지역주민1)

여기서 엄마들끼리 부모교육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래도 따로 개인적으론 하지 

않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걸 원치 않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구요. 그렇기 때

문에 그런 부모님들의 교류는 사실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지역주민6)

저도 부담 되요. 다 같이 나가면, 만약에 나가서 놀고 하거나 첫째는 경제. 그것도 

그렇고. 첫째 다 차가 있잖아요. 우리는 차 없어요. (지역주민5)

◦ 부모들 사이의 교류 없음은 결국 다시 되돌이표로 각 집단끼리 뭉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며, 이는 곧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주민 자녀의 차별로 다시 나타나게 됨

한국 사람들끼린 한국 엄마들끼리 만나게 되고 그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게 생기면

서, 조금 다문화 아이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물들일까 봐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으

시더라고요. (지역주민6)

전 중국말 못하고 그 사람은 한국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즉 이렇게. 본의 아니게 선이 그어지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지역주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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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들 사이의 소통을 확대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부모와 외국인주

민 부모 사이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에서 답을 찾을 필요 있음

◦ 아래의 사례는 학습 도움 등에서 일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던 경우로 상호간에 긍정

적인 기억으로 인식됨 

- 이는 곧 일상적인 접근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 외국인주민 역시 일상적인 접근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음

을 뜻함

- 이것은 베를린 노이쾰른 구의 도시지역어머니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형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경험에서 나타난 긍정적 피드백을 정책 및 프로그램에 활용하

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저희 집 맞은 편 건물에 XXX 어머니라고 있어요. XXX 여기 다닐 거예요. 동생이

랑. 맞네. 이 분은 저희 맞은 편에 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이 분도 

너무 사람이 좋아요. (지역주민3)

저희 큰 애가 초등학교 같이 들어갔을 땐 그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매일 들고 오는 거예요 알림장을. 그러면 제가 일일이 얘기해주고 이런 건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밑에 동생들도 한번 해보니까 잘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움 

좀 주고. 아니면 XX 여기 할 때도 XXX 어디 보내냐고. 여기 보낸다고 그래서 같

이 다녔던 친구도 있고 그렇죠. (지역주민7)

(4) 돌봄의 지속성 강화

◦ 돌봄의 지속성은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크게, 청소

년 돌봄의 필요성과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속성 요구로 정리되었음

◦ 청소년 돌봄은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적 돌봄의 추진 과정에

서 상대적으로 소외됨

- 그러나 참여자들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 외국인주민과 한부모 가족 등 경제･사회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경우 청소년 돌봄에 대한 욕구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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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은 방과후 돌봄이 청소년 돌봄까지 연계되지 않기에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그것도 고민이죠. 나중에 6학년 되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때도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가 가있을 데.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근데 여기 제가 끝

인 줄 아는데. (지역주민3)

여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똑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나 여기가 좋은데. 또 다른 데를 가야 하는 게 싫어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한 번에 쭉 갔으면 좋겠는데. (지역주민6)

◦ 실제로 청소년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부모들은 아이가 더 안정적으로 성

장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 다른 돌기관으로 

옮기면서 겪게 되는 적응 과정과 여기서 발생하는 탈락 역시 참여자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났음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받는다 하면 아마 XX가 또 그 중간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옮기게 되면, 지금만큼 이렇게 연결되서 이 환경에서 연결되

서 다녔을 때, 이만큼 안정적으로 되진 않았을 거 같아요. (지역주민1)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 센터를 나가게 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절반이 넘

게 다른 센터에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그냥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지역주민6)

◦ 청소년 지원은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더욱 중요한데,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초등학

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청소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청소년 돌봄은 중도입국자녀

들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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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 아들과 이제 5학년 왔어요. 이제 6학년까지 2년을 지내는데 반 친구 하나

도 못 사귀었어요. 한국 아이들. 왜 한국인 아이들 한 명도 못 사귀었어? 중국 아이

가 친구 되는지. 한국 아이들이 다 게임이 서로 얘기하고 난 그 게임 모른다 그걸 

제가 들었고. (지역주민5) 

◦ 마지막으로 돌봄제공자의 지속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으며, 돌봄제공자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주요한 문제였음

- 돌봄 제공자의 경우 처우 문제와 연결되며, 기존 돌봄 체계에서 공적 돌봄으로의 

변화와도 연결되기에, 기존 돌봄 체계의 활용과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해석 됨

애가 옛날 그 선생님은 예쁘게 생겼는데 그 선생님은 애들한테 다 맞춰줬는데 선생

님 바뀌고 나니까 그 선생님은 딱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역주민3)

아이가 많을 때도 있을 거고 적을 때도 있을 건데 그렇게 왜 1명 2명을 기준으로 

선생님 한 분은 약간 한 분은 나가셔야 돼, 한 분은 있어도 돼. 그렇게 구분이 된다

는 게 조금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앞전 선생님도 되게 오래 계셨거

든요. (지역주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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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소결

◦ 본 질적조사는 외국인 주민 집지역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을 운영하거나 다문화 중

점 돌봄 기관을 운영하는 센터장(이하 실무자) 및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를 대상

으로 실시되었음

- 기관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다문화 돌봄 관련한 주요한 현안은 적극적 행위자로서 

행정의 역할 강화와 함께 다문화 돌봄 허브의 필요성이었음

- 반면 학부모들의 현안 중 중요한 것은 돌봄 기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부모 교류의 확대로 나타났음

돌봄 기관 실무자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학부모

1) 중도입국자녀 적응
  - 적응 과정의 시스템 마련

1) 돌봄 기관의 역할 강화
  - 돌봄에서의 방치 예방과 사회화

2) 다문화 돌봄 허브의 필요성
  - 외국인주민의 돌봄 수요 증가

2) 부모 교류의 확대
  -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교류 필요

3) 행정의 역할 강화 
  - 적극적 행위자로서 역할 요구

3) 돌봄의 지속성 강화
  - 돌봄 제공자 및 연령별 돌봄의 지속

[표 3-5] 실무자 및 주민 현안_1

◦ 실무자들과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경험과 인식으로 방과후 돌봄에 대한 외국인주민의 

의존이 심화되는 현상이 도출되었으며,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청소년 돌봄의 필요

성 역시 중요한 현안으로 나타났음

실무자 및 주민 공통 

1) 방과후 돌봄에 대한 외국인주민 의존
  - 코로나 19 이후 돌봄에 대한 의존 심화

2) 청소년 돌봄의 필요성
  - 내국인 및 외국인주민 부모의 계층적 욕구

3) 돌봄기관의 사회적 위험 대응 요구
  - 스마트폰 중독이나 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교육 강화

[표 3-6] 실무자 및 주민 현안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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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자녀 문제는 공통된 현안으로 중도입국자녀들이 겪는 문제도 나타났으나 

일반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역시 연구 결과에서 도출되었음 

- 구로구의 주된 외국인주민 자녀들은 그 특성 상 내국인 자녀와 표면적인 차이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내국인 부모들은 외국인주민 부모들이 아이를 방치하는 것을 

목격

- 경제적･문화적 차이로 부모간 소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방치된 외국인주민 아

이들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 우려한 주민들은 외국인주민 아이와 자녀

의 관계 형성을 거부하게 됨 

- 결과적으로 외국인주민 아이들은 부모의 방치와 다문화에 대한 낙인이 결합하면서 

다시 지역사회에서도 방치되는 악순환에 처함

[그림 3-1] 외국인주민 자녀 적응 문제

◦ 이처럼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 제공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부모의 돌봄 의존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음

- 욕구와 의존 문제는 방과후 돌봄 기관의 개별적인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

며 실제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부 기관의 실무자들은 돌봄 제공의 어려움을 호

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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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역 돌봄 네트워크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데, 구로구의 경우 지역내 다문화 및 돌봄 자원이 풍부한 편이기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방과후 돌봄 기관과 지역 사회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과 민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것은 곧 적극적 행위자로서 행정의 역할이 요구되며, 다문화 돌봄 허브에 대한 

요구 역시 행정의 역할 개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 단순히 외국인주민만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비슷한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 주민과의 계층적 고려를 통한 서

비스 체계 구축과 제공이 필요





1_다문화 사례 분석

2_구로구 다문화 특성 분석
1_결론

2_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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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및 정책제언

1_결론

◦ 본 연구는 “구로형” 다문화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방과후 돌봄 기관

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와 실무자와 학부모 등 방과후 돌봄 당사자

들에 대한 질적조사를 통해 다문화와 연관된 방과후 돌봄의 현안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구로구 아동･청소년은 2015년 76,335명에서 2020년 63,813명으로 감소했으며, 전

체 인구 대비 비중은 16.8%에서 14.6%로 감소

-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같은 기간 외국인주민 자녀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5-19세 등 중도입국자녀들이 주로 분포된 연령대의 경우 증가세가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주민 부모들이 내국인 주민들에 비해 돌봄의 제공과 학습 도움 등에서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는 곧 이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 

필요성으로 이어짐

- 구로구의 경우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전문

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 기관이 존재하나, 이와 별개로 일반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도 외국인주민 자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일반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의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는 곧 기관 실무자들 및 내 

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관계 형성으로 이어짐

◦ 본 연구에서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는 내국인 자녀들의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인식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내국인 자녀들은 일상적으로 외국인주민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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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하고 생활하지만, 외국인주민 친구가 없거나 같이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식함

- 반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 등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 

교육과 실제 아이들이 느끼는 현상이 괴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구로구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의 개발 필요성 있음

- 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 모두 높은 편이었으나, 두 

집단 모두 놀이공간 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욕구가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경우 ‘가로등 설치’와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욕구가 드

러났는데 이것은 주거환경의 개선 이외에도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돌봄에서 방치되

어 있어 야간 돌봄 등이 이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됨

◦ 실무자 및 학부모 대상 간담회와 개별 인터뷰에서 도출된 것은 일차적으로 외국인주

민의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양상이었으며, 이는 코로나 19 상황

에서 더욱 증대되었음

- 또한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낙인도 나타났는데, 일반 외국인주

민 자녀에 대한 낙인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부모 간의 

소통부족이었음

- 동시에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한 돌봄 체계 구축 및 다문화 돌봄 허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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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안에 대한 접근은 크게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체계 강화’

와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다문화 돌봄 체계 구축’이었음

- 공적 돌봄 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민･관의 협력강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폰 중독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와 활용 역시 중요한 과제임 

- 다문화 돌봄 허브의 구축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문화 돌봄 

허브는 크게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통일된 다문화 교육부터 외국인주민에 대한 

자원 연결, 중도입국자녀의 돌봄 기관 연계 등 다방면에 걸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다문화 돌봄 허브 기관이나 인력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연계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기반을 둔 돌봄 네트워

크의 확대 및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 재구성을 바탕으로 함

-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낙인은 결과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부모의 소통 부

족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두 집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상호문화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 단순히 외국인주민만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

축하는 것보다 비슷한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 주민과의 공통성을 고려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제공이 필요함

- 구로형 서비스 체계 구축은 청소년의 수용 역시 감안해야 하며, 시범사업의 형태로 

서울시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가정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바탕으로 

“구로형” 다문화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다문화와 관련된 구로구 방

과후 돌봄에 대한 현안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아동･청소년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험 및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추가적으로 질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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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학령기 이전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연

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돌봄과 교육

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는 제도권 교육과의 연계 방안이 검

토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반감 등 부정적 인식 역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는 상호문화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함

1) 민･관 협력을 통한 방과후 돌봄 체계 강화

◦ 민･관 협력은 방과후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 조건으로써 크게 ‘돌봄 협의

체 활성화 등 민･관 협력 필요’와 ‘다문화 돌봄 허브 등 방과후 돌봄 기관의 역량 강

화’로 정리되었음

◦ 민관 협력 강화는 외국인주민 자녀 등 다문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행정의 명확한 목표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문화 돌봄 허브 구축은 다문

화 돌봄 체계 구축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1) 돌봄 협의체 활성화 등 민･관 협력 필요

◦ 방과후 돌봄 기관에서는 행정의 역할 강화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서

울시의 초등돌봄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공적 돌봄 강화가 주요정책으

로 추진되고 있기에, 구로구 역시 방과후 돌봄에서 행정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필요

가 있음

- 이를 위해 구로구에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융합형 키움센터 및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지속적으로 개소하여,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 있으나, 돌봄 체계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

◦ 돌봄 분야에서의 행정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적 돌봄을 포함한 돌봄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와 철학이 밑받침 되어야 하며, 돌봄에 대한 철학은 

구로구의 특성상 다문화 감수성을 필요로 함

- 다문화 감수성이 포함된 철학과 목표 제시는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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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공적 돌봄 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이루어야 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발생할 수 있는 자원 문제에 대한 조정과 외국인주민 

및 내국인 저소득층 가정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 주민과 방과후 돌봄 기관 사이

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민･관 협력 강화

◦ 행정의 역할 강화는 단순히 행정이 돌봄 체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 돌봄 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청 돌봄 협의체의 재활성화가 필요하며, 돌봄 

협의체를 바탕으로 구로구의 돌봄 현안들에 대한 정보와 자원 공유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돌봄 협의체 활성화는 단순히 돌봄 기관 및 학교뿐만이 아닌, 지역사회복지시

설 및 중독센터 등 아동･청소년 돌봄과 연관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

루어져야 함

-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 및 스마트폰 중독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사기 등의 범죄 피해 및 가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구체적인 철학이 밑받침 된 행정과 민간의 협력 강화는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을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에 있어 기초 토대로 이해할 수 있음

(2) 다문화 돌봄 허브 구축 등 방과후 돌봄 기관 역량 강화

◦ 방과후 돌봄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다문화 돌봄 허브의 구축과 기존 돌

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문화 돌봄 허브는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다문화 돌봄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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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설에 앞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돌봄 허브의 역할은 외국인주민 아동･청소년의 돌봄 수요의 기관 연계 및 

돌봄 기관 실무자들과 이용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함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자원 연결까지 고민할 수 있음

- 다문화 돌봄 허브의 역할과 기능의 방향 설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 돌봄 수요와 연

계에 한정하여 마을돌봄조정관과 같은 개인에게 다문화 돌봄 허브의 역할을 부여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과 자원 연계 등 좀 더 전문적인 기

능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돌봄 전문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로 구분될 수 있음  

[그림 4-2] 다문화 돌봄 허브 개요

- 전자의 경우 다문화 돌봄 허브의 역할은 마을돌봄조정관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나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바탕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음

- 두 번째 방안의 경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

에 다문화 돌봄 허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와 더불어 구로구의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네트워크는 구로구의 방과후 돌봄에 있

어 가장 큰 장점이자 자원이기에 지역아동센터 간 네트워크를 돌봄 체계 전반 및 유

관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음

- 중도입국자녀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 내국인임에도 야간 돌봄이나 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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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인 돌봄 제공

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 돌봄 네트워크의 확대는 돌봄협의체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민･관 협력체계의 강화를 필요로 함

◦ 마지막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새로 구축되고 있는 돌봄 체계의 실무자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함께 방과후 돌봄 기관 실무자들 전반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수적이

며, 이것은 다문화 돌봄 허브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2)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온마을 돌봄 실현

◦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온마을 돌봄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

마을 돌봄에서 구로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외국인 부

모의 일상적 연계 공식화’와 ‘청소년을 포함한 구로형 돌봄 체계 시범 사업 제안’으로 

정리되었음

◦ 상호문화주의는 구로구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점적인 키워드로 상호문화

주의는 다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사회공간적 격리를 극복하고 사회적, 인

종적 다양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조하는데, 대표적인 예

로 상호행동(접촉 또는 만남)의 장려와 이를 위한 공적 공간의 활성화를(최병두, 

2014) 들 수 있음

◦ 내･외국인 주민의 일상적 접근과 구로형 돌봄 체계의 구축은 이와 같은 상호문화주의

적 접근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으며, 구로구에 

맞는 온마을 돌봄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적 조건임 

(1) 내･외국인 부모의 일상적 연계 공식화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의 일상적 연계는 방과후 돌봄 등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할 지점으로 이를 공식화 하는 방안이 필요

- 기존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및 학교에서 간담회 등의 행사를 통해 내국

인과 외국인주민 부모의 접촉을 꽤하고 있으나 두 부모 집단 모두 일회성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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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모두 각각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간에 거리를 두고 

있기에 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나,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 접촉만으로 해소할 

수 없음

- 다만 학부모 사례에서 보듯 일상적인 접촉이 지속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주민 모

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일상 속 소통

이 중요한 상호문화적 접근과 그 궤를 같이 함

◦ 사적이고 일상적인 접촉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독일 베를린 노

이쾰른구의 ‘도시지역 어머니 모임’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음

- 노이쾰른구와 구로구 사례의 차이점은 이주 가정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이주민인지 내국인인지 차이로 구로구의 사례는 이주민들만의 네트워크 구성이 아

닌, 내국인과 이주민이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구로구 사례에 상호문화적인 접근과 교육이 접목되어야 하는 것은 일상 지식의 확

대･재생산에 있어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외국인주민의 문화 및 욕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

도시 지역 어머니 사례 구로구 실제 사례

▪ 이주 배경 어머니가 이주 가정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

▪ 내국인 어머니가 이주 가정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

 ∙ 보육 시설 소개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관계 개선
 ∙ 6개월간 아동 발달과 언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체계적 교육 지원
 ∙ 노이쾰른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 알림장 내용 확인 등 일상적 교류
 ∙ 방과후 돌봄 기관 및 학원 소개 등 일상적 
   네트워크 역할
 ∙ 사적 도움 형태로 연속성 부족
 ∙ 자원활동 개발･체계적 교육 등 공식화 필요

[표 4-1] 노이쾰른구와 구로구 사례 비교

- 실제로 노이쾰른구의 사례에서는 이주배경이 같은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교

육을 받을 뒤 다음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관계 형성이 아닌 장기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함

- 또한 구로구의 사례는 비공식적 사례이며, 일상적인 교류 위주로 진행되기에 연속

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활동의 개발 및 노이쾰른구의 

사례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과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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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는 상호문화도시 선언을 바탕으로 상호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기

에, 내･외국인주민 부모에 대한 상호문화적 접근의 한 예로써 구로형 도시지역 어머

니 모임을 정책화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내･외국인주민 부모를 위한 상호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내･외국인주민 부모를 위해 개발된 상호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노이쾰른구의 사례

에서 나타났듯이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범사례

로 확산될 수 있음

(2) 청소년을 포함한 구로형 돌봄 체계 시범사업 제안

◦ 구로구의 경우 외국인주민과 함께 저소득층의 비중 역시 높은 편이기에 청소년 돌봄

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며, 구로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내･외국인주민의 공통

된 욕구와 수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함

- 다만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진행 중인 공적 돌봄 체계의 

경우 초등돌봄 위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청소년 돌봄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구로구 역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주의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청소년 돌봄의 약화가 우려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기관의 경우 그 숫자

가 적기에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

- 동시에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주민 자녀 중 집중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기존 다문화 중점 돌봄 기관 이외에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

운 형편

- 또한 온드림교육센터의 경우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기에 구로구의 중도입국자녀

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통합된 유형인 융합형 

키움센터를 구로의 특성에 맞는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형태로 시범사업화 하여 

서울시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 구로구에 개소된 융합형 키움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이 외국인주민이 주로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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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

며,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가 공적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형태를 구

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 및 활용

◦ 최종적으로 구로형 융합형 키움센터 시법사업의 성과를 통해 청소년 돌봄에 대한 통

합적인 접근을 유도해야 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제되었으나 학령기 이전 자녀의 보육과 돌봄 시스템을 연계하

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학령기 이전 아동 및 청소년 등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의 개발은 외국인주민 자녀의 돌봄에 있어 연령대에 따른 체계적

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

3) 추후 연구 과제

◦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크게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 개

발을 위한 보육 시설 연계 방안 검토’와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돌봄과 제도권 교육

의 연계 방안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반감 및 부정적 인식 극복 방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나타났음

◦ 학령기 이전 아동의 경우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체 아동의 숫자는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주민 자녀는 증가하고 있기에, 보육 시설에서도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주민의 

보육과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지역 환경의 변화는 곧 기존 보육 서비스와 보육 시설의 변화를 요구하며, 다문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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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도 학령기 이전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함

- 보육 시설의 실무자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정책 등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며, 시설의 운영 및 설계 시 다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내･외국인주민 

자녀의 일상적･상호문화적 접근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구로구의 보육 시설 및 실무자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 

- 또한 지역별･시설별 다문화 욕구 파악을 바탕으로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보육 시설 연계 방안 검토

▪ 학령기 이전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로 보육시설의 다문화 감수성 필요
▪ 지역별･시설별 다문화 욕구를 바탕으로 구로형 다문화 돌봄 모델 연계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돌봄과 제도권 교육 연계 방안 검토

▪ 교육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외국인주민 비중 높은 타 지자체 사례 참고
▪ 외국인주민 자녀의 실제적인 욕구 어려움 파악 필요

지역주민들의 반감 등 부정적 인식 극복 방안 마련

▪ 외국인주민 자녀 방치 막고 효과적 돌봄을 위한 선결 조건
▪ 부정적 인식 극복은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 위한 주요 과제

[표 4-2] 연구 과제 도출

◦ 방과후 돌봄과 제도권 교육의 연계는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정규 제도권 

교육은 아동･청소년 특히 청소년의 성장 및 진로 탐색에 큰 영향을 끼침

◦ 구로구에서 성장하는 일반 외국인주민 자녀의 성장과 중도입국자녀의 적응을 위해서

는 제도권 교육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되었거나 외국인주민의 

비중이 높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자체의 사례를 단순히 참고하는 것이 아닌 사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

과 의미 파악을 바탕으로 구로구 외국인주민 자녀의 현안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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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되지 못한, 내･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의 실제적인 욕구와, 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

제 및 어려움에 대한 파악이 필요

◦ 마지막으로 구로구를 포함한 서남권에서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확연하며, 다문화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의 극복은 본 연구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도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

-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내국인들의 경우 외국인주민과 교류하더라도 외

국인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

◦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의 극복은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돌봄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선별적인 조건

- 구로구를 포함한 서남권의 경우 교육청의 이중 언어 교육 사례 등에서 나타났듯이 

기존 내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였던 외국인주민과의 상

호소통 및 정착을 위한 방안들이 무산된 바 있음

- 구로구의 경우 상호문화도시로써 발전을 꾀하고 있기에, 부정적 인식 극복은 단순

히 외국인주민 자녀 돌봄 문제가 아닌 다문화 정책 전반에 걸친 주요 과제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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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방과후 돌봄 실태조사 및 
다문화 인식조사

◦ 해당 설문지는 「2016년 방과 후 센터 이용아동 패널조사」의 제3차 조사표와 장미정

의 석사학위논문(2012)의 조사표를 참조하였음

◦ 해당 설문지 활용을 위해 아동 돌봄 전문가 및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전문가의 

연구 자문을 받았으며, 구로구 방과 후 동시에 내국인 주민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 척도를 부분 활용하였으며, 척도 활용을 위해 연구 자문

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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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다문화 방과후 

돌봄 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

로, 2020년 현재 『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방과후 교실』 등에서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실태조사 및 다문화 인식조사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구로구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및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호)」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 이 보장

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5.    .

연 구 주 관 기 관 : 구로구청 구정연구반

연 구 책 임 자 : 서종건 연구원 

연구책임자연락처 : writerseeu@guro.go.kr

응답자 

성함

응답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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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방과 후 센터 이용 이유

①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② 학교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 친구가 같이 다니자고 해서

④ 이웃이 추천해줘서

⑤ 센터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서

⑥ 주민센터 공무원 선생님이 권유하셔서

⑦ 학교 선생님이 권유하셔서

⑧ 학원가는 것 대신

⑨ 기타

구분
학교 가는 날

(월 ~ 금요일)

학교 가지 않는 날

(토･일요일, 공휴일)

방과 후 

센터에서 지내는 시간
(      )시간 (    )분 (      )시간 (    )분

설문 문항4)

<방과 후 센터 이용>

[문1] 방과 후 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방과후 교실’ 등을 포함하

는 말입니다. 방과 후 센터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응

답을 골라주세요.

[문2] 방과 후 센터에서 지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학교에 가는 날과 가

지 않은 날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세요.

4) 해당 자료는 「2016년 방과 후 센터 이용아동패널조사」의 제3차 조사표와 장미정의 석사학위논문(2012)의 조사표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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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센터 선생님들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친절하시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다니는 방과 후 센터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공부하는 곳이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하는 곳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화장실이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식사하는 공간이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공부하는 곳에 들어가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방과 후 센터 이용 경험>

[문3] 방과 후 센터 선생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골라주세요.

[문4] 방과 후 센터의 시설과 환경은 어떠한가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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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센터는 

나의(내가)...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학교성적에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① ② ③ ④ ⑤

3) 자신감을 갖는 데 ① ② ③ ④ ⑤

4)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
지는 데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
지는 데

① ② ③ ④ ⑤

6) 행동 변화에 ① ② ③ ④ ⑤

7) 성격 변화에 ① ② ③ ④ ⑤

8) 건강에 ① ② ③ ④ ⑤

9) 다양한 문화생활(영화, 
연극관람 등)을 경험
하는 데

① ② ③ ④ ⑤

10) 특기 개발에 ① ② ③ ④ ⑤

11) 남을 돕는 것에 관심
갖는 데

① ② ③ ④ ⑤

12)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데

① ② ③ ④ ⑤

[문5] 방과 후 센터에서 받고 있는 교육과 활동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나요? 다음 각 항목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응답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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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계속 방과 후 센터를 
이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방과 후 센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에게 방과 후 
센터에 다니도록 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센터에 나와서 가장 좋은 점

① 숙제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② 친구가 있어서

③ 이용하기 편리해서

④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서

⑤ 선생님이 좋아서

⑥ 기타

[문6] 방과 후 센터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음 각 항목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응답을 골라주세요.

[문7] 방과 후 센터에 나오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응답을 골라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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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
에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
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
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일상생활>

[문8]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문9] 방과 후 센터에서 친한 친구는 몇 명인가요?

(         )명

[문10] 자신의 학교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해당 하지 않으면 문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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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 하 중 중상 상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한 친구 중 다문화 친구, 형 혹은 
동생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다문화 친구와 집에서 함께 놀거나 
함께 식사를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나라 사람의 피부색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친구들에게 다문화가정 아동
을 내 친구라고 소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11] 학생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해당 하지 않으면 문12로)

<다문화 경험 및 생각>

[문12_1] 다음은 다문화에 대한 내국인 주민의 경험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다문화란 국내 거주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온 

가족, 결혼이주여성 가족, 북한 또는 중국에서 온 외국인주민 가족(중국

동포 포함)을 가리킵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주세요.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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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친한 친구 중 내국인 친구, 형･언
니 혹은 동생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국인 친구와 집에서 함께 놀거나 
함께 식사를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나라 사람의 피부색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친구들에게 내국인 아동을 내 
친구라고 소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12_2] 다음은 다문화 주민의 생각과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다문화란 

국내 거주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온 가족, 결혼이주

여성 가족, 중국에서 온 외국인주민 가족(중국동포 포함)과 새터민 가족

을 가리키며 내국인은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서 출생한 가족을 의미합니

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주세요. (외국인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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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13]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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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현재

① 모두 살아계신다

② 아버지만 살아계신다

③ 어머니만 살아계신다

④ 두 분 모두 살아계시지 않는다

① 남자 ② 여자

(          )살

(             )학교 (             )학년 해당사항 없음(           )

(20     )년 (       )월부터 이용

① 귀화 가정 ② 외국인 가정 ③ 다문화 가정 

④ 새터민 가정 ⑤ 내국인 가정 ⑥ 기타(               )

매우 어렵다    ← 보통수준 → 매우 잘산다
①

(기초생활수급)

②

(차상위계층)

③

(사각지대)

④ ⑤ ⑥ ⑦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초정보> 실무자 기입

[문1]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문2]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은 현재 몇 살인가요?

[문3]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은 현재 몇 학년인가요?

[문4]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은 방과 후 센터를 언제부터 이용하였나요?

[문5]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가정의 특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6]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7]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님은 어떠한 상태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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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함께 살고 
있으면 
○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아버지 어머니 직업

① ① 무직 및 주부

② ②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운수업, 기능공, 노동 등 (생산직)

③ ③ 상업, 판매업, 미용사, 요식업, 보험인 등 (판매직)

④ ④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사무직 종사자 등 (사무직)

⑤ ⑤ 과학자, 의사, 약사, 판사, 검사, 교사, 사업가, 언론인 등 (전문직)

⑥ ⑥ 기타

① 있다 ② 없다

① 지역아동센터 ② 우리동네키움센터 ③ 방과후 교실 ④ 기타 (        )

기 관 명

[문8]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문9]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가족 중에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모두 ○ 

표시 하여주십시오.

※ 직장 등을 다니는 등의 이유로 다른 지방이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

[문10] 집에서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공부나 숙제를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

나요?

[문11]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이용하는 해당 기관의 방과 후 돌봄 형태와 기관명을 기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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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질적조사 연구 안내문 및 동의서

◦ 본 질적조사 연구 안내문 및 동의서는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 및 내국인 및 외국인주

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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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 동의서

▫ 연구제목: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책임: 서종건 책임연구원(구로구청 구정연구반)

             *연락처: 02-860-2075, writerseeu@guro.go.kr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구로구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현황 및 실태조

사 등을 통해 “구로형” 돌봄 시스템의 기반구축 및 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참여자의 이야

기를 그대로 현장감 있게 담기 위해 녹음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참여자의 인적사항

은 비 이 보장될 것입니다. 

만약 인터뷰 도중이라도 본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녹음을 원치 

않으실 경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인터뷰 후에는 내용 정

리 후 의미 확인을 위해 1~2차례 추가적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음을 미

리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인터뷰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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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동의서

▫ 연구제목: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연구진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

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6.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연구진:              (서명)

2020년      월       일   연구대상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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