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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by exploring the research trends on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For this, 39 papers were selected from KCI-indexed journal papers, and the research
status,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cont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related research started in 2011 and peaked in 2018, but has recently been
on a downward trend and has been published in 27 various journals. Second,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a large number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from foreign families who were born abroad.
Third, as for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were 56.1% and 39.0% respectively. Fourth,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in the order of society/culture, school, individual, and fami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uture research tasks and suggestions on adapt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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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많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합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주민은 2,146,748명으로
총인구의 4.1%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 주민의 자녀1)’는
66,321명에 이른다(행정안전부. 2021). 한편 다문화 학
생2) 수는 전체 학생 수의 3.0%(160,056명)로 2020년
대비 8.6%(12,678명) 증가하였다(교육부a, 2021). 저출산
의 영향에 따라 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며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
* 주저자(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BK21FOUR 연구원.
ok8428@naver.com
** 공동저자 : 인하대학교 BK21FOUR 연구교수.
1) 외국인주민자녀 (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2021).
2) ‘다문화 학생’은 매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
국 교육기관(2021년 23,576개)과 관련된 교육분야
기본 사항을 조사·발표하는데 이에 따른다(교육부 교
육기본통계, 2021.8.26.).

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3)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배
경 청소년 중 10대 전후부터 20대에 속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감소,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 감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에
고무적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성장기 청소년의 발달과업은 물
론이고 이주민이 경험하는 인종, 종교, 민족, 문화 등의
다름으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다(김은경, 김현주, 2017:
246). 특히 부모의 재혼으로 중도에 국내로 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가정해체, 분리나 고립 등
의 경험과 더불어 국내에서 새로운 가족, 학교, 사회 등
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등에 따라 일반 이주배경 청
소년보다 큰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다(양미진, 고홍
월, 김영화, 이동훈, 2012; 오승환, 좌현숙, 2015). 한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부단한 노력
과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
기헌, 2014: 150),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에서 어느 정
도 성장하다가 국내로 입국하여 새로운 가족에 합류하
고, 낯선 사회·문화 등을 익혀야 한다. 즉 이들은 가정
3) 위의 ‘이주배경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
조의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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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학교, 사회·문화까지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내 입국 전은 물론이고 입국
·후 이들의 삶을 이해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가정, 학
교, 사회 등에 적응하도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다양하
고, 균형있는 연구 또한 중요하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을 보면,
다문화가정 유아(윤갑정, 손환희, 2018), 다문화가정 청
소년(박병금, 2020), 탈북청소년(박언하, 2019; 박언하,
2020; 정하은, 2015), 이주배경 청소년(이정섭, 왕금미,
2021) 등이 있다. 윤갑정 외(2018)에 따르면, 다문화가
정 유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양적연구가 가장 많고, 내용을
보면 심리차원의 적응보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적응이
많음을 적었다. 이를 토대로 윤갑정 외(2018)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추후에는 다양한 주제
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심리·사회적 적응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박병금(2020)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2007년을 시작으로
2018년 급증하고 있고, 연구방법은 주로 조사연구를 통
한 양적 연구방법이었으며, 적응 유형으로는 학교적응
특성, 사회·문화적응특성 순으로 많음을 밝혔다. 향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 적응과 가족 적응을 위한 활
발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하여 정하은(2015)은 2001부터 2014년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특히 박
언하(2019)는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동향분석에 이어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박언하,
2020)을 적었다. 특히 이정섭 외(2021)는 이주배경 청
소년에 관한 학교부적응 요인과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현장 실무자인 연구자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에 따른 정서상 어려움을 예방·점검하는 개선책을 제안
하였다.
현재까지 발표된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에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
정의 유아(윤갑정 외,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박병금,
2020), 이주배경 청소년(이정섭 외, 2021) 등이 있는데,
특히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다수의
연구 동향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언하, 2019; 박언
하, 2020; 정하은, 2015). 반면 2000년대부터 결혼이주
민과 동반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는 꾸준한데
(교육부a, 2021), 그 정의와 명칭 등에 있어 정부 부처
와 학계의 의견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적응’에 초점
을 맞춘 연구 동향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한편 2021년
여가부는 이주배경 청소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
어 관련 분야의 연구 동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다문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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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한국 학계의 적응 또한 파악하며,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한 사
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이를 위
한 연구문제는 첫째,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중도입국 청소
년의 적응에 관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중도입국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은 다문화가족4)의 청소년5)과 그 밖
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하는데, 이들 중에 중도입국 청소년이
포함된다.
<표 1> 舊-新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
舊 유형

新 유형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탈북청소년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 출생

제3국 출생 탈북배경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이
들에 대한 포괄적 파악과 유형별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단위의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본 실태조사6)에서 이주배
경 청소년은 기존 5개 유형에서 새롭게 7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 유형은 첫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
녀, 둘째,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셋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넷째,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자녀, 다
섯째, 북한출생 청소년, 여섯째,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일곱째,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이다. 이들
중 ‘중도입국 청소년’은 둘째,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7)와 여섯째,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8)이 해당
4)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다문화가족지원
법」제2조).
5) 청소년은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
소년으로 정의한다”(「청소년기본법」제3조).
6) 본 실태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연구용역
을 발주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맡아 본 연
구를 수행한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0).
7)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한
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어느 정도 성장 후 한국에 입국하는 특성을 보이는
데, 이들 중에는 귀화를 통한 한국 국적자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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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0).
또한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
녀는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인 ‘중도입국 자녀’를
모두 포함한다. 전체 다문화 학생 중 (국내출생) 국제결
혼가정이 76.3%(122,093명)로 가장 많고, 외국인가정이
17.8%(28.536명),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이 5.9%(9,427
명) 순으로 많다(교육부a, 2021). 특히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는 본국에서 성장하다 결혼이민자가 한국
인과 재혼한 이후 국내로 데려온 경우 또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을 말한다. 교육부가 밝힌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은 첫째, 한국문화와 새로운 가
족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둘째,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셋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며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교육부b, 2021:25) 등이 있다. 교육부
가 발표한 2021년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 자녀는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순으로 많은 분포
를 보이는데, 2012년 4,288명을 시작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9,427명에 달한다. 특히 초등학생
중도입국 자녀는 2019년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
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중·고등학교
와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자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교육부a, 2021).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나 국내에 입국하는 ‘중도입국 자녀’는 주로 방문동
거자격9) (1,901명, 48.2%)이나 거주자격10) (1,871명,
47.5%) 등으로 입국하는데11), 이들 중 일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교육부, 여가부 등에서 정확
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법무부, 2019). 예
컨대 이는 주로 방문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등의 형
식으로 입국하여 공교육에 진입하지 않거나 귀화신청을
하지 않고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
렵다(정세진 외, 2018: 26)는 학계의 보고와 일치 한다.
국적자가 모두 존재하며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불리
기도 한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0).
8)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이 북
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인인 경우인데, 이
들은 남한과 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출생한 특성을
보이여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범주화되기도 한다”(이
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0).
9)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은 미성년 외국인
자녀(F-1-52).
10)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로
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된 미성년 외국인 자
녀(F-2-2).
11) 2019년 10월 기준, ‘중도입국 자녀’는 3,938명(귀화
자 6,871명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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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베트남, 중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연
령 별로는 11~15세가 34.5%로 가장 많고, 16~18세는
25.8%, 6~10세는 26.6%, 0~5세는 13.1% 순으로 많다
(법무부, 2019: 10).
결론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은 2000년경부터 국제재
혼가정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이주여성이 전혼
관계의 자녀와 동반 입국하며 나타나기 시작하여(정희
정, 김소연, 2014: 833), ‘중도입국 청소년’, ‘중도입국 아
동’, ‘중도입국 자녀’ 등으로 불린다(전경숙, 2016: 6). 예
컨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명칭은 정부 부처
간 일치하지 않으나12) 정의에 있어 일부 공통점을 찾
을 수 있다. 그 공통점은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해외
성장 경험이 있고(교육부b, 2021; 여성가족부, 2020), 둘
째, 본인이 국내로 이주하였으며(교육부b, 2021; 여성가
족부, 2020), 셋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
적응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육부b, 2021;
법무부, 2019)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공통점을 지닌
청소년을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
중도입국 청소년은 출생 국가에서 성장하다 국내로
입국하는 청소년인데, 출생국에서 이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였기에 분명히 다른 사회적 가치와 환경
적 특성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
(정세진, 윤헤미, 정다영, 박설희, 2018: 27). 따라서 한
국 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적응’이란 매우 중요하다.
생물 생태학의 기본 개념인 적응(適應, adaptation)은
생물이 생존을 위해 서식 환경에 유리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모든 생물은 적응의 과정을 통해
생태적 지위를 확보하고 생존한다(장문강, 2008: 200).
한국으로 이주하여 삶에 적응해야 하는 중도입국 청소
년 또한 다르지 않다. 이주민의 적응에 대한 견해는 학
자마다 다른데, Berry(1992)는 ‘심리적 문화적응’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새로운 환경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적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주민의 적응
유형을 개념화하여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sation)의 2차원 4중
모델13)을 제시하였다(Berry, 1997). 이러한 적응 유형은
이주민만의 선택이 아니라 주류 사회와의 상호관계에서
12) 참고: 외국인주민의 자녀(행정안전부), 중도입국자녀
(교육부, 법무부), 중도입국청소년(여성가족부).
13) 위를 설명하면, 통합(integration)은 원문화에 정체
성을 유지하며 이주사회에 참여를 추구하는 유형,
동화(assimilation)는 이주문화와 상호작용을 추구하
나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유
형, 분리(separation)는 동화와 반대로 원문화에 정체
성을 두고 이주문화에 소극적인 유형, 주변화
(marginalisation)는 원문화의 유지도 약하고 이주문
화와의 상호작용에도 소극적인 유형을 말한다(최혜
지, 2009: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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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데, 이주민의 사회적응은 상호 간의 역할과
입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김현민, 2021:
117-119). 예컨대 이주를 통해 삶을 개척하려는 성인
이주민의 적응과 준비되지 않은 비자발적 이주가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아
동은 발달에 있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 따라서 이는 아동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사회적 맥락으로 개념화한 Bronfenbrenner(1979)의 생

통의 어려움 또한 갖고 있다(석희정, 하춘광, 2015:
2-3).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족생활 적응의 어
려움은 이중, 삼중의 고난이 될 수 있다.
학교 차원으로 보면, 학령기에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은 국내 이주와 함께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데(이병
철, 송다영, 2011), 학교생활에 있어 부적응이 발생한다
(김민아 외, 2014; 남미연, 오현주, 최광성, 2020; 이유
신, 김한성, 2014). 특히 학교 부적응의 원인은 교육과

태체계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
싼 생태체계는 개인의 일상적 환경이나 공동체 구성원
으로서의 역할, 대인관계의 패턴을 의미하는 미시체계
(microsystem), 개인이 포함된 둘 이상의 맥락 간에 일
어나는 결합과 과정으로 구성된 중간체계(mesosystem),
다수 맥락 사이의 결합과 과정이나 중간체계와는 다르

정, 교과과정의 단원구성, 학년별 영역별 내용 체계, 학
습어휘 등의 차이 등이 제기되고 있다(남미연 외,
2020). 중도입국 학생은 학교진입의 어려움과 함께 학
생에 대한 교사의 낮은 인식을 경험하고 있는데, 김민
아 외(2014)는 이의 해결 방안으로 학교의 협력적인 적
응지원을 제안하였다. 비록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에

게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 외부체계(exosystem), 미시,
중간, 외부체계를 아우르는 하위문화 또는 특정 문화를
일컫는 거시체계(macrosystem)로 구성되어 있다(김태
한, 전영욱, 2021: 82-83). 이를 반영하여 중도입국 청소
년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연구한 박봉수
(2013)는 Berry(2002)의 문화적응 과정과 청소년의 사회
화 기관인 가정, 또래, 학교, 미디어, 대안교육기관을 기
반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화 경험을 적었다.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연구한
오영섭(2019)
또한
Bronfenbrenner(2005)의 인간발달에 대한 생태학적 접
근 등을 기반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개
인, 가정, 학교, 사회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오영섭, 2019: 21-2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차원부터 사회·문화 차
원까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해 적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 볼 때, 만 9세~24세에 속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
를 경험한다. 주로 초기 또는 중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며 신체
적, 사회적, 정서적인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경험하는

서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으나 교사로부터의 사
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유신 외, 2014).
사회·문화 차원의 적응이란 이주국의 문화를 학습하
거나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것(김영순, 박봉수, 팜티
핸짱, 2012: 44)으로 이주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이다. 특히 이는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상 문제 발
생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주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이주국 언어
의 유창성으로 추후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
요 지표로 밝혀진 바 있다(양계민, 조혜영, 2012: 198).
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시기에 있고, 현실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
적이고 객관적인 느낌이나 평가인 자아정체감 형성이라
는 주요 발달과업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다(박옥현,
2017: 13; 신명희 외, 2011: 66). 특히 부모에게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있
는 재혼 가족에게 중요한 가족 응집력과 충돌하여 갈등
이 심화될 수 있다(최영미, 송영호, 2020: 196-197).
가족 차원에서 보면, 국내에서 나고 자란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다르게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어 습득이나 한국문화이해 등에
대한 준비없이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이들은 부모와의
오랜 소통단절로 인한 원망과 분노가 청소년기의 특성
과 맞물려 반감이 표출되기도 한다. 덧붙여 부모의 재
혼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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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 절차와 대상
2000년대 이후 이주민의 증가는 이주배경 청소년들
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
가에 따라 이들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정부 부처와 학계
의 관심은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준 검색어는 ‘중도입국’, ‘적응’으로 하였다14).
본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국내 학술지 논문을 모두 대
상으로 하였다. 한편 학위논문은 학술지 논문과 중복
가능성이 크다(박언하, 2019: 402). 이를 감안하여 학위
논문을 제외하고, 학계에서 검증을 거친 한국연구재단
(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후보)지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위 검색 결과에는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는 직접 연관이 적은 논문(총 119건 중 불일치
80건)도 함께 검색되었다. 이러한 논문은 본 연구의 목
적과 일치하지 않아 제거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총 39
건의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고 최근 연구를 포함하기 위
해 2021년 12월 24일까지 보완하였다.

14) 기준 검색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다문화’, ‘이주배경’은 학계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
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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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기준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선행 연
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분석기준을 마련하였다. 예
컨대 ‘이주배경’, ‘다문화’, ‘중도입국’, ‘탈북’, 제3국‘을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에서 검색하
였을 때, ‘적응’이 포함된 연구 동향을 찾을 수 있었다
(박병금, 2020; 박언하, 2019; 박언하, 2020; 윤갑정,
2018 ; 이정섭 외, 2021). 이에 윤갑정 외(2018) 등 기
존의 적응 관련 연구동향 논문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분석 준거 기준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표 2> 탐색적 연구의 분석기준
연구자
윤갑정,
손환희 (2018)
박언하
(2019)
박병금
(2020)
이정섭,
왕금미 (2021)

연구대상
(연구 기간), 연구 수
다문화가정 유아
(2006-2017), 41건
탈북청소년
(2010-2019), 37건

분석기준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적응개념, 접근법
연구분야, 연구주제,
연구방법

다문화가정 청소년
(2007-2018), 94건

연구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이주배경 청소년
(2006-2021, 52건)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우선 분석 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분석기준-연구현
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설정하고, 위 분석
기준에 맞추어 선정된 39건의 연구를 세밀하게 분석하
였다.
3. 분석 방법
첫째,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현황은 선행연
구(박병금, 2020; 박언하, 2019)를 기초로 하여 학술지
의 발행연도와 발행기관으로 구분하였다. 하위 범주로
발행연도별 연구 편수와 빈도를 구분하였고, 발행기관
별로 각각의 편수와 최다·최하 편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연구별 연구대상은 규모와 중도입국 청소년 이
외의 연구 대상이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중도
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중도
입국 청소년뿐 아니라 주변인 또한 호응함이 옳다는 연
구자의 견해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연구대상은 이주배
경청소년 실태조사에 제시된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학계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셋째,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박병금, 2020; 박언하,
2019; 윤갑정 외, 2018)를 기초로 하여 4개 범주(양적연
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고 분석하였
다.
넷째, 연구동향분석(analysis of research trend)은 이
론적 개념을 토대로 형성된 준거 틀에 따라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연구의 나아갈 방
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방법인데, 이를 위해 기존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창출하거나 귀납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내용분석
을 통해 결과를 창출한다(김수민, 김영순, 2019: 477).
이에 박병금(2020)을 기초로 하여 세부 영역인 개인,

가정, 학교, 사회문화 차원 등을 알아보았다.

Ⅳ. 결과
1. 연구현황
1.1 연도별 연구현황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하여 연도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
소년의 입학 포기, 중도포기 등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
여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진행
되었다(이병철 외, 2011). 이후 등락을 보이며 관심이
지속되어 2018년 총 8건으로 정점을 보인 후 학계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연구현황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

1

6

4

4

1

2

4

8

2

4

3

39

2.6

5.2

5.2

10.2

7.7

100

2.6

15.4 10.2 10.2

10.2 20.5

1.2 발행처별 연구현황15)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게재된 학술
지는 총 27곳으로 다양한 학회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학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4건(김
민아 외, 2014; 김화영 외, 2021; 양계민 외, 2012: 좌동
훈, 2014)을 게재하였다. ‘학교사회복지(석희정, 하춘광,
2015; 이유신 외, 2014; 정세진 외, 2018)’와 ‘다문화교
육연구(남미연 외, 2020; 류방란, 오성배, 2012; 박성옥,
2016)’는 3건의 연구를 게재하였다.
2. 연구대상
분석기준은 연구대상의 규모, 연구대상의 직·간접16)
참여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적응’이란 본인의
노력 못지않게 주변인의 노력 또한 중요한데, 연구대상
으로 주변인의 참여를 알아보며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에 대한 학계의 적응 정도 또한 알아보았다.

15) 청소년학연구(4건)/ 학교사회복지, 다문화교육연구
(3건)/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이중언어학, 인문사회
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GRI연구논총(2건)/ 가
족자원경영과정책, 다문화사회와교육연구, 다문화콘
텐츠연구, 다문화와평화, 디지털융복합연구, 사회이
론, 언어와문화, 열린교육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
티미디어논문지, 지역과문화, 청소년상담연구, 청소
년복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한국어교육, 한국융합학회논문
지, 한국청소년연구, Andragogy Today (1건).
16) 연구대상에서 ‘직접’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간접’은
주변인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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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의 규모, 참여 형식 및 유형
연구자(발표 연도)

22

1

이병철, 송다영(2011)

2

류방란, 오성배(2012)

직접

연구대상(단위: 명)
간접

청소년 7

중도입국 청소년의 유형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교사 18

3

양계민, 조혜영(2012)

4

양미진, 고홍월,
김영화, 이동훈(2012)

청소년 403

귀화신청, 부모동반 입국

청소년 10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6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4

5

김민정, 김선희(2012)

6

조혜영(2012)

7

김영순, 박봉수, 팜티헨짱(2012)

청소년 5

8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2013)

청소년 3

9

한은진(2013)

청소년 16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10

박선웅, 우현정(2013)

청소년 12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11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1

11

엄명용(2013)

실천가 7
청소년 14

청소년 9

모 3/전문가 8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10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4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부/모 2/3

부/모 1/5, 교사 1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12

좌동훈(2014)

청소년 187

13

김민아, 이재희, 라미영. 김기현(2014)

실무자 27

14

신영권(2014)

청소년 207

15

이유신, 김한성(2014)

청소년 141

16

석희정, 하춘광(2015)

청소년 11

모 11

17

박성옥(2016)

청소년51(설문)
/ 8(심층)

현장전문가
5(심층)

18

조형숙(2016)

청소년 22

강사 2, 멘토2

19

남부현, 김지나(2017)

청소년 5

20

권보근, 장인실(2017)

청소년 15

21

이형하(2017)

청소년 6,079

22

박미정(2017)

다문화
191

23

김미강(2018)

청소년 82

외국 성장 경험

24

권구택a(2018)

청소년 112

중도입국청소년

25

조형숙(2018)

26

권구택b(2018)

청소년 5

국내출생 일반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7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1
중도입국청소년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교사,학부모)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9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6
중도입국청소년

비다문화
320

모/실무자 4/8

청소년 123

국내출생 일반청소년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외국 성장 배경
중도입국청소년

27

남부현, 김경준(2018)

28

융티탄프엉, 김기화(2018)

29

정세진, 윤혜미, 정다영, 박설희(2018)

청소년 268

중도입국청소년

30

김미강, 김영주(2018)

청소년 77

중도입국청소년

31

김수영, 이상규(2019)

청소년 120

32

김송설(2019)

33

남미연, 오현주, 최광선(2020)

34

김민경(2020)

35

최영미, 송영호(2020)

부/모 1/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조선족)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베트남)

청소년 5

중도입국청소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5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2

청소년 7
△(문헌)
청소년 6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 13

중도입국청소년

36

전경숙(2020)

청소년 10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6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4

37

서은주(2021)

청소년 279

중도입국청소년

38

이양금, 임진숙(2021)

청소년 25

중도입국청소년

39

김화영, 하정희, 이은지 외(2021)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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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계가 인식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주
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
제시된 이주배경 청소년의 7개 유형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논문의 초록과 본
문을 상세히 점검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
하였으나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경우, ‘중도입국 청소년’
으로 적었다. 한편의 논문에 다른 유형의 연구대상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각각 확인하여 나누어 적었다. 그 결
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대상의 규모는 다양하였다. 질적연구방법 연구대
상의 최소 규모는 5명(김영순 외, 2012; 남부현, 김지나,
2017;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융티탄프엉, 김기
화, 2018; 조형숙, 2018)에서 최대 27명(김민아 외,
2014)까지 있었고, 양적연구방법 연구대상의 최소 규모
는 27명(이양금, 임진숙, 2021)에서 최대 6.079명(이형
하, 2017)까지 다양하였다. 한편 자료 수집을 위해 중도
입국 청소년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설문하는가 하면, 부
모, 교사, 현장전문가, 강사, 멘토 등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변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대상
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가 참여한 연구 중 부(父)
가 참여한 연구는 3건(남부현, 김경준, 2018; 박봉수
외, 2013; 엄명용, 2013)이었다.
본 연구에 선정된 39건의 연구대상에는 중도입국 청
소년 이외에 국내출생 일반청소년(신영권, 2014), 국내
출생 일반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박미
정, 2017)이 있었다. 이는 학계의 관점이 연구대상에 있
어 중도입국 청소년에서 또래 청소년으로의 확장을 보
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 고무적이다. 한편 연구대상인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는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권보근, 장인실, 2017; 김민경,
2020; 김송설, 2019; 남부현 외, 2017; 남부현 외, 2018;
박선웅, 우현정, 2013; 박성옥, 2016; 양미진 외, 2012;
조혜영, 2012; 전경숙, 2020; 좌동훈, 2014).
본 연구에 선정된 39건 중 질적 연구방법(23건)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연구 참여자로 참여한 경우는 19건
에 총 183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17)을 보면, 남자
86명, 여자 75명이었고 초기 청소년(9-14세)은 39명, 중
기 청소년(15-18세)은 100명18), 후기 청소년(19-24세)은
44명이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출신국을 정리하면,
중국(85), 베트남(23), 러시아(17), 몽골(16), 우즈베키스
탄(12), 중국-조선족(8), 필리핀(7), 카자흐스탄(3), 태국
(2), 키르키즈스탄(1), 파키스탄(1), 캄보디아(1), 방글라
데시(1), 브라질(1), 스리랑카(1), 우크라이나(1), 일본(1),
인도네시아(1), 한국(1)19)순이었다.
17) 위 183명 중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조형숙(2016)의
중도입국 청소년 22명은 제외하였다.
18) 조형숙(2016), 조형숙(2018)은 연구 참여자의 학령
정보(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를 제시하였기에 이
를 중기 청소년에 포함하였다.
19) 선정 논문 39편의 연구 참여자 정보 중 현재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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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사회복지분야의 연구 중 주제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거나
본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을 때 귀납적 방법인 탐색적
연구는 수행된다(천정웅, 2017: 83). 본 연구는 연구방법의 분
석기준을 이주배경 청소년의 선행 동향분석을 기본 틀로 하
고, 연구방법의 탐색을 위하여 선정된 39건의 초록과 본문을
상세히 점검하고 분석하는 귀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
법은 하위 4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덧붙여 한편의 연구에 두
개 이상의 연구방법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연구방법을 각각
확인한 후 복수 처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연도별 연구방법
질적
연구
양 1
적
연 2
구
문헌
연구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

%

1

56.1

5

4

1

1

1

2

2*

2

3

1

2*

1

4

1

1

1

1

1

6

4

4

1

4*

4

8

2

3

23
1

12

1

4

1

1

2

4.9

4

3

41

100

39.0

연구방법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질적연구
23건(56.1%), 양적연구 16건(39.0%), 문헌연구 2건
(4.9%) 순으로 많았다. 한편 혼합연구(*) 2건(박성옥,
2016; 조형숙, 2016)이 있었다.
양적연구 16건 중에는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1차 자료(11건)와 기존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4건)가 있었다. 특히 2차 자료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사(이형하, 2017; 정세진 외, 2018),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이유신 외, 2014), 대학 내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실태 조사(서은주, 2021)이었다. 자료 분석은 주로
빈도,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특히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direction) 또는 강도(strength)가 제3의
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면, 두 변수 간의 인과관
계를 조절(moderate)하는 것은 그 제3의 변수이다(이학
식, 임지훈, 2014: 410). 이와 같은 조절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4건
있었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권구택a,
2018), 보호요인(이형하, 2017), 사회적지지(권구택b,
2018), 자아탄력성(박미정, 2017)이 그것이다.
한편 질적연구 23건의 하위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질적연구 방법의 하
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기타로 분
류하였다.

만이 표시된 경우(최영미, 송영호, 2020)는 그대로
적었다.

청소년시설환경 제20권 제1호 (2022년 2월) 23

박옥현, 오영섭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국내 학술지 연구동향 탐색

차원 25.6%, 개인차원 12.8%, 가족차원 7.7% 순이었다.

<표 6> 질적연구의 하위범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
CQR
근거
이론
사례
연구
현상
학

1
1

1

1

1

1
1

기타
합계

2

1

4

1

1

5

4

1

1
1

2

2

1

%

1

4.3

4

17.4

4

17.4

1

2

4

2

1

10 43.5

3

1

3

0

23

17.4

100

질적 연구방법 23건의 하위범주는 합의적 질적분석
(CQR) 1건(양미진 외, 2012), 근거이론 4건(박선웅 외,
2013; 석희정, 외, 2015; 이병철 외, 2011; 한은진,
2013), 사례연구 4건(권보근 외, 2017; 김송설, 2019; 엄
명용, 2013; 조형숙, 2016), 현상학 4건(김민경, 2020;
남부현 외, 2017; 남부현 외, 2018; 전경숙, 2020), 기타
10건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주로 개별 심층면접과 관
찰이었으나 FGI(초점집단면접) 2건(융티탄프엉 외,
2018; 조형숙, 2018) 또한 있었다. 특히 사례연구 4건
중 조형숙(2016)은 총 3회의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례를 기반으로 강사, 멘토, 참여자를 인터뷰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39건 중 2건(남미연 외, 2020; 김
화영 외, 2021)의 문헌연구가 있었다. 특히 남미연 외
(2020)은 한·중 초등수학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중
도입국 청소년의 학습부적응의 원인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화영 외(2021)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 심리·사회적응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4. 연구내용
연구 동향을 탐색함에 있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분석 대상이 되는 논문들로 부터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 준거를 도출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도별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내용 분석은 박병금(2020: 377),
오영섭(2019: 22)을 참고하여 개인, 가족, 학교, 사회·문
화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차원에는 심리·사
회적응, 정체성 형성, 언어·이중언어적응, 사회정체성이
포함되었다. 가족차원에는 가족생활적응으로 가족 재구
성·관계·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학교차원에는 학교생활
적응, 교육기회와 실태, 학교적응·부적응의 영향요인(위
험·보호요인, 교육과정, 다문화배경, 언어재료) 등이 포
함되었다. 사회·문화차원에는 한국사회·문화적응, 문화적
응 스트레스, 초기적응 실태, 사회적응력 비교·상관 등
이 포함되었다.
<표 7>과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
구는 이병철 외(2011)에 의해 학교차원에서 시작되었으
나 2021년까지 사회·문화차원이 가장 많은 53.8%,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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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도별 적응의 하위차원 연구 수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

적
응

개인

2

1

가족

차 학교
원 사회
문화

1
1

1

1
3

3
4

1
2

2

2

1

2

7

1

%

5

12.8

3

7.7

1

1

10 25.6

1

1

21 53.8

특히 사회·문화차원은 2012년, 3건(김민정, 김선희;
김영순 외; 양미진 외)을 시작으로 2013년 4건(박봉수
외; 박선웅 외; 엄명용; 한은진), 2016년 2건(박성옥; 조
형숙), 2017년 2건(남부현 외; 박미정), 2018년 7건(권구
택a; 권구택b; 김미강; 김미강, 김영주; 남부현 외, 융티
탄프엉 외; 조형숙), 2019년 1건(김수영 외), 2020년 1
건(전경숙), 2021년 1건(서은주)으로 총 21건이 있었다.
학교차원은 2011년 1건(이병철 외), 2012년 1건(류방란,
오성배), 2014년 3건(김민아 외; 신영권; 이유신), 2017
년 2건(권보근 외; 이형하), 2018년 1건(정세진 외),
2020년 1건(남미연 외), 2021년 1건(이양금 외)으로 총
10건이 있었다. 한편 개인차원은 2012년 2건(양계민
외; 조혜영), 2014년 1건(좌동훈), 2019년 1건(김송설),
2021년 1건(김화영 외)으로 총 5건이 있었다. 마지막으
로 가족차원은 2015년 1건(석희정 외)으로 부진하였으
나, 2020년 2건(김민경; 최영미 외)이 추가되어 총 3건
이 있었다. 특히 가족차원은 위 4개 차원 중 가장 적은
수의 연구가 있었으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을 위해
가족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부각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현재를 파악하고 추후 나아갈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KCI) 등
재(후보)지에 게재된 39건의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분석 결과, 2020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이 제안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 중 중도
입국 청소년으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으나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을 찾기
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가
포함된 연구가 총 11건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학계의 인식을 반영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범주 및 정
의에 대한 재고를 구한다.
둘째, 연구결과, 연구대상이 중도입국 청소년에서 국
내 일반청소년과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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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주변인으로 부모와 교사 등을 포함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적응’은 본인의 변화는 물론이고 환경의
변화 또한 요구되는 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대상은 의미있는 주변인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
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 적응에 관련된 주요 인물은
한국인 계부와 확대가족의 영향력이 친모(親母)보다 더
크게 작용하였다(석희정 외, 2015: 30). 그러나 연구대
상을 분석한 결과, 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 중 부(父)
의 참여(남부현 외, 2018; 박봉수 외, 2013; 엄명용,
2014: 총 4명)가 저조함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과 새롭게 구성된 확대가족의 참여를 찾을
수 없는 점은 더욱 아쉽다. 덧붙여 조혜영(2020: 96)은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부모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 이
모나 삼촌 등 친지의 지원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따라서 이들이 새로운 부모 및 확대 가족과 긍
정적 관계를 맺으며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
도입국 청소년의 생태체계에 기반한 확대 가족 등의 자
원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연구내용의 분석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
국 사회와 문화, 학교, 가정에 적응하기 위한 우선 과제
는 한국어 습득이었다. 한편 인간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가장 창의적으로 사고하므로, 인류 번영을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소수 민족 언어가 보존되어야
한다(김영순 외, 2020:2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
창하게 모국어를 구사하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 정
주민의 강점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
컨대 중도입국 청소년이 속하는 학교에서 급우들 간에
협동학습하게 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를 통해 자
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해당 학급의 급우는 해당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청
소년기의 또래 영향력을 상기할 때, 기존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교육과정 상의 학습 한국어
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
은 학교 부적응(남미연 외, 2020) 해결을, 한국인가정
청소년은 역지사지(易地思之)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또
래 학습 상담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
구동향을 탐색하며, 전 세계적인 다문화 사회화에서 한
국 학계의 적응 정도를 알아 볼 수 있었다. 반면 한국
은 다문화 사회화 초기에 단일민족 사상으로 인해 이주
민의 모국어를 배제하고 한국어 교육에 함몰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박영진, 장인실, 2018: 228).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다르지 않았다.
이에 이주민을 단순 지원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
한 재고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유형별 맞춤 서비스
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304)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미진했던
동향분석이 진행되었다. 특히 2021년 이주배경 청소년
의 실태조사에 맞추어 학계가 인식하고 있는 중도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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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유형, 성별, 연령대, 출신국 등을 분석하여 관
계 부처 및 학계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찾는다. 다만 이를 위해 ‘중도입국’과 ‘적
응’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이나 ‘다문화
청소년’에 포함되었을 관련 연구가 누락 될 수 있는 등
일부 제한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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