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B3-2011-0001

자 료 명: 이주노동자 사회통합에 관한 인터뷰 조사, 2011 연구책임자: 김석호

- 1 -

노동이주팀(20110716)_심층면접

질 문 지(외국인용)

<기본 정보>

 이름 및 나이(생년월일): 

 성    별 및 연락처:

 가족관계:  

 사 는 곳:   

 직업 및 비자종류: 

<한국으로의 이주동기 및 과정>

1. 한국에 오기 전 당신이 살던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2. 한국으로 이주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 이주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3.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선택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나 제도적 배경이 있었나요?(방문취

업제)

4.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개과정이 있었나요? 

<한국에서의 삶: 일상의 편성>

5. 한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은 무엇인가요? 

6. 일주일 동안 당신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의 생활은 어떻게 편성되나요?  

7. 한국에서의 노동조건은 어떤가요? 노동시간, 노동환경, 인간관계 등 살던 곳에서의 직업

과 비교해서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 여가시간은 하루에 어느 정도이고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9. 당신의 소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송금이나 저축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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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의 접촉 경험> 

10.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11. 한국사회에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요?  

12. 한국인들과의 접촉에서 갈등이나 다툼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3. 한국 TV에서 조선족과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역거주와 커뮤니티에의 참가> 

14. 처음 이주했을 때부터 이 지역에서 살았는가요?(거주지 변경, 직업과의 연관성) 

15.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6. 지역이나 지역이외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 이외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있는

가요?(종교단체 포함) 

17. 이런 모임이나 단체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국적과 소속감>

18. 한국에 귀환하여 정주하고 싶은 희망이 있나요? 한국국적을 가지고 싶은 희망도 있나

요?

       

19. 국적을 획득하지도 않더라도 한국에서 살아갈 경우, 당신에게 필요한 '권리'가 있다면 

어떤 성격의 것인지요? (한국국적을 획득하지 않고 살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이것만은 지켜

줬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20. 한국인이 조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이야

기해 주십시오.

21. 조선족이 한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이

야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