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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탈북청소년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교육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주기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되었고,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수행되었습니다. 2주기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2주기부터는 양적 자료 수집이 탈북

청소년에게 주는 조사부담감을 고려하여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2주기 연구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이들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통합으로

설정하고 매년 연구초점에 따라 생활 맥락, 영역, 전환, 적응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주기 4년차를 맞은 올해 연구는 패널 면담을 기초로 다양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탈북

청소년들의 생애사를 이들이 경험하는 삶의 주요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분석과 함께 이들이 경험하는 전환이 출생국과 가정
환경, 성별로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에 대해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2017년에 1차 면담을 시작으로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올해

중학교 2학년, 당시 중학교 3학년에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탈북청소년들은 저마다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학생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일부는 대학생으로,
일부는 실업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단연구의 특성상 매해 연구를 거듭해가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
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탈북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전환에 대한 분석은 이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여러 전환기
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지원을 파악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 결과에 터하여 탈북청소년의 전환을 이해하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제도적 전환기와 심리정서적 전환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전환기
지원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탈북청소년들의 삶과 교육적 경험을 이해하는 이 연구는 한국의 이주민과 소수집단에
우리 교육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이미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통일에 얼마나 준비되어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
입니다.
이 연구는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어준 탈북청소년들과 부모님,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 면담에 함께한 현장연구원 선생님들과 연구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년간 탈북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연구를 위해 함께 애쓴 연구진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이 연구가 남북 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통합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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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매년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탈북청소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2010년에 이루어진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주기 연구가 진행되었다. 2주기 연구는 2016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2017

년부터 자료수집을 시작하여 올해 4차년도 연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
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국의 이주민과 소수집단에게 우리 교육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사회가 통일에 얼마나 준비되어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년도에 마련된 연구 설계에 따라 생애사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에서 드러나는 주요 전환(turning)을 분석하고
탈북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 전환이 갖는 의미를 탐색
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전환이 성장단계와 탈북청소년의 출생국, 가정배경, 성별로
어떠한 특징을 드러내는지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2주기에 수집한 질적 자료를 토대로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전환(turning)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 개념인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은 2주기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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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외, 2016: 204-211)에서 내린 조작적 정의에 기초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적 성

장을 ‘결과를 예상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성찰하는 가운데 경험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
해 나가는 과정’, 사회통합을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공동의 비
전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규명하였다.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생애사 분석틀에 따라
3차년도 연구는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dimension), 4차년도 연구는 전환(turning),
5차년도 연구는 적응(adjustment)을 분석 초점으로 두고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Mandelbaum이 밝힌 전환의 특성과 이론적 분석에 기초하여 전환을 ‘개인 삶의 방향
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또한 그러한 사건을 전환점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삶의 주요 전환을 네 개 패널의 성장단계별로 분석하고,
패널 간 분석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탈북청소년 내의 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출생지, 가정환경, 성별로 드러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탈북청소년의 생애사에서 드러난 전환을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의 수집 대상은 2017년도에 구성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구참
여자 패널이다. 패널은 총 4개로, 초6, 중3, 고교 졸업 이후, 대안학교 및 학교밖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 중 패널 구성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패널은 올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패널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종단연구의 특성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패널

이 탈락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담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올 해 연구에는
총 31명의 탈북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 탈북청소년들
은 이들의 교사와 학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을 면담하여 그 자료를 학생의 면담 내용과
함께 분석하였다. 이로써 2019년 연구에는 학부모 20명, 교사 18명이 참여하여 총 69명
을 대상으로 면담이 실시되었다. 2주기 연구 설계상 면담은 2017년부터 연 2회 진행되
었다. 따라서 2019년 연구 보고서는 2017년 1, 2차, 2018년 3, 4차, 2019년 5차 면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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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필드노트를 분석한 것이다.
면담 외에도, 질적 자료에는 다양한 면담 보조 자료가 포함되었다. 먼저 면담참여자들
이 두 번의 면담 사이에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전환과 관련하여 면담 중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성찰일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면담 중에 참여자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전환을 상기할 수 있도록 생애사그래프 그리기 활동을 포함하였다. 또한 간략
하게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면담 보조용 설문지가 활용되
었다. 모든 면담질문지와 면담 보조 자료는 생명윤리심의를 받았다.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연구진과 면담원이 함께 연구진 협의회를 진행하였
으며,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함께 개발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도 면담 중에 드러나는 쟁점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진행하였
다. 면담 종료 후에는 분석한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패널 간 공통점과 차이점, 출생국,
가정환경, 성별 특성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협의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오픈코딩, 심층코딩, 범주화, 주제발견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
참여자별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개별 생애사를 파악하고, 삶과 교육경험 전반에서
드러나는 전환을 코드화하였다. 연구자들은 1차 추출된 코드를 중심으로 다시 전체 자료
를 읽으면서 심층코딩을 진행하고, 이를 범주별로 분류하여 개별 전환에 대한 주제를 추
출하였다. 개별 사례에 대한 분석은 먼저 네 개 패널 안에서 종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에는 패널 간 횡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가.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전환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전환을 일으키는 탈북>

공통적으로 네 개의 패널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에게 탈북은 가족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의미화 되는 특징을 지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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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탈북은 그 자체로서 자동적으로 ‘전환’을 일으키거나 ‘전환점’이 되지 않았다. 탈북으
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이로 인한 감정의 변화나 삶의 목표가 변하는 과정들을
통해 탈북은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전환점(turning point)으로서 역할하였다. 이는 자
신이나 가족의 탈북으로 인한 전환과 이후에 청소년들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가족
과의 재결합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환을 모두 포함한다. 탈북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일으키고,
새로운 가족의 구성이나 재구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큰 전환을 일
으키는 요소로 작동하였다.
<제도적 공간 변화와 전환의 경험>

본 연구는 제도적 공간의 변화가 개인 삶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제시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전환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제도
적 공간의 변화와 이에서 기인하는 전환 효과가 패널별로 달리 드러났다. 먼저 초6 패널
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이 갖는 전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중3 패널의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커다란 전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단순히 학교급의 변화를 넘어, 진로와 취업에 있어
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탈북청소년들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되는 전환 경험을
제공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이나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제도
적 변화 역시 탈북청소년의 삶에 큰 전환의 계기로 작동하였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하면서 그동안 의지해왔던 주양육자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였고, 불완전한 형
태로라도 스스로의 삶의 규칙을 만들어나가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행동변화를 일
으키는 전환을 경험하였다.

<전환의 촉진제로 역할하는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의 전환 사례들과 그 사례에서 발견되는 전환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전환이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촉발된다는 점이다. 전환의 계기
는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 외부적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하지만, 친구나 교사,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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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등 의미있는 타인과 맺는 질적인 관계의 변화는 패널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는 특징이었다.
선생님과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만남은 학교급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전환을 일으키
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때 만나는 선생님들은 주로 한국에서의 삶과 학교생활 적
응 전반의 인상을 좌우하는 존재로, 이들과의 신뢰관계는 이후에 만나는 교사나 성인인
법적보호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짓도록 영향을 주었다. 중학교에서 만나는 선
생님들과의 의미있는 관계는 초등학교에서의 만남과 유사하지만, 교과담당교사가 많은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선생
님들과의 관계는 앞서 기술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환의
모습과 유사하면서도 돌봄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의 면에서 전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하거나 직장
인으로서 살아가는 졸업 이후 패널에서는 교수나 직장상사와의 관계에서 이같은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교우관계는 공통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의 삶과 교육에 큰 전환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겪은 교우관계의 위기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전체에 부정
적인 전환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패널 공통적으로 이러한 교우관계의 영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보다 초중등학교에서 더 크게 드러났으며, 신뢰했던 관계가 깨지고 단짝과 심
하게 싸우는 등의 갈등을 겪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동기나 학교적응, 심리정서적 상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환의 계기로 작동하는 다양한 성취 경험>

학교나 사회에서 경험하는 크고작은 성취 경험은 모든 패널에서 공통적으로 탈북청소
년의 삶의 태도와 동기를 변화시키는 작용점이 된다. 그러한 성취의 종류는 패널이 당면
한 환경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였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사례로 등장
하는 성취경험은 학업성적, 발표 경험 및 수상 경험이었다. 관계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성취경험이 발견되었다. 친구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래관계형성에 자신감
을 갖게 된 경우, 자신이 차별받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언어적, 신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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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사를 표현한 경험, 특정 계기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힌 경험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계차원에서의 성공적인 성취경험은 이후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가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전환의 계기로 작동하였다.

<가족의 전환과 맞물려 일어나는 전환>

연구 결과가 드러낸 전환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전환 경험이 가족의 전환
과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가정이 여러 국경을 넘는 가운데 가족
의 해체와 재결합, 재생성을 흔히 경험한다는 점에서 탈북청소년의 전환이 갖는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중3 패널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패널의 경우, 부
모님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거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부정적인 전환을
경험할 때, 청소년들이 이에 반응하여 피양육자에서 양육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
을 갖는 전환을 경험하였다. 또한 성인이 된 졸업 이후 패널의 경우, 자신보다 손위 형제
자매가 한국 사회에서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등의 삶
의 전환을 맞이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를 청사진이나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삶의 계획과 실천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언어의 문제가 전환으로 드러나는 생의 단계>

언어의 문제는 중국 출생이나 한국 출생 모두에게 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전환의 계기
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여 중국어를 모
국어로 사용하는 탈북청소년들은 언어능력이 학교에서 학생이 이해하는 수업의 정도나
맺을 수 있는 교우관계의 폭을 좌우하였다. 북한에서 태어나 조선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는 학생들의 경우도 억양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언어와 결부된
전환을 경험한다. 이러한 언어의 영향은 입국초기에 더욱 단적으로 드러나다가 서서히
한국어 실력이 늘며 그 영향력이 조금씩 줄게 된다. 그러나 언어의 문제는 학교의 테두리
를 벗어나 취업을 해야하는 생의 단계에서 다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3 패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실습할 회사를 찾아야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패
널 학생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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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생활을 통한 전환>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의 전환 경험 중 일부는 종교적인 계기로 일어났다. 종
교생활은 전체 패널 중 일부에게서 드러나는 전환 계기이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삶의 관
점과 태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을 일으켰고,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초6
패널보다 중3 패널, 대안학교 및 학교밖, 졸업 이후 패널로 갈수록 더 강하게 드러났다.
동시에 가족의 종교생활과 청소년의 종교생활이 그 계기나 작동형태의 면에서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6 패널이나 중3 패널에서는 종교생활로 인한 변화는 부
모가 종교생활에 참여하는 형태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면, 고교 졸업 이후 패널과 대안
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는 더 주체적인 종교생활 관련 활동이나 이를 통한 삶의 전환
경험이 발견되었다.

<성찰을 통한 전환>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실패 경험 또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를 적극적인 전환 계기로 삼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초6 패
널보다는 중3 패널, 졸업 이후 패널,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과 같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더 뚜렷이 드러났다. 중3 패널이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의
선택과 입학, 전학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성찰이 향후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환이 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경우 다양한
학교들을 선택하거나 떠나는 과정에서 이전 학교에서의 자신의 생활 태도를 돌아보고 새
로운 학교로의 이동 이후 자신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졸업 이후
패널에서 대학에 진학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휴학을 계기로 지난 대학에서의 삶을 돌아보
고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의 면면을 경험함으로써 성찰의 시간을 갖
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심리 상담, 학업이나 적응적 실패, 북한에서나 중국에서의
삶, 탈북경험 등이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다양한 성찰의 준거가 되었다. 이러한 성찰적
경험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의 성취경험, 실패경험 등을
통해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후의 삶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전환
기제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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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북청소년의 배경변인별 전환 경험
<출생국 및 모국어와 관련한 전환의 특징>

출생국은 특히 정책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 언어적 차원에서 탈북청소년의 전환과 밀
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첫째,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중국은 진로설계의 대안이자,
전환 가능성으로 존재하였다. 둘째,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에게 탈북경험은 통일의 맥락에
서 크고 작은 성취 기회와 전환 계기를 제공하였다. 셋째, 출생국별 특혜와 정책의 대상
이 되는 경험은 일부 북한 출생 학생들에게는 긍정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공정성의 차원에서 부정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중국 출생 학생들에게는
차별과 배제의 전환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넷째, 탈북청소년의 언어 학습은 출생국보다
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학생의 적응과 관계형성의 차원에서 전환
과 연결되어 있다.

<가정환경에 따른 전환의 특징>

탈북청소년의 가계소득은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탈북청소년의
하위범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탈북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 기숙
사, 그룹홈 등의 거주형태나 함께 생활하는 거주구성원이 전환에 주는 영향은 개인의 생
애 경험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되었다.

<성별 전환 경험의 특징>

탈북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특징적인 전환 경험을 하였다. 탈북청소년 중 여학생의 경
우에는 양육자 중 어머니와의 관계나 어머니의 전환경험이 자녀의 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계기로 작동하였다. 반면 일부 남학생들의 전환 경험에서는 일탈행동의 경험과 수정이
전환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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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가. 종합 논의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삶에서 경험되는 전환이 이들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의 전환 경험
이 장기적으로 이들의 교육적 성장의 과정이 되려면 성찰적 사고와 외부환경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크게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이 변하는 축과, 내부
적인 반성적 사고의 축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주체
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는 학생의 생각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지만
이는 자동적으로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을 지원하는 환경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긍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생의 교육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개인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연속적이고 누적
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일어난다.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개인의 생애사에 국한된 것이거
나, 단발적인 사건으로 촉발되어 하나의 전환점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환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있는 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고, 하나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생애의 여러 순간에 경험된 누적적인 사건과 경험을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탈북청소년은 어떠한 전환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와 이를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생애사적 경험의 재인식을 통해 재해석된다.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개인의 발달과정에 따라 직선적으로 경험되거나 성취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점에 따라 생애사적 경험의 재구조화(reconstruction)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의 전환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해석하며, 의미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탈북이나 전학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경험한 전환은 이를 돌아보고 인식하는
시점과 맥락에 따라 달리 의미화될 수 있다.
넷째,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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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국한 이후에 경험하는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다름과 차이에 대
해 통합적인 사회인가를 보여준다. 탈북청소년의 부정적 전환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것이
결코 개인적인 성향이나 조건, 개인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숙도
나 불평등한 구조와 직결되어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탈북청소년만의 독특한 경험이기보다, 한국 청소년의 전
환경험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청소년의 특징적인 전환 경험
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이 겪는 전환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고, 가족구성의 면에서 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야 했으며,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해야 했던 탈북청소년의 전환 경험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
약계층이 겪는 어려움들이 조금 더 집약된 사례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방향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
라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고민과 발전의 방향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나. 이론적 기여 및 시사점
◦ 탈북청소년 생애사 연구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은 2019년 5차 면담 기준 중학교 2학년부터 20대 초중반
의 실업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생애주기 분석
을 실시하는 데는 연구방법적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환을 담을 수 있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전환의 개념
을 Mandelbaum의 생애사 연구의 분석이론에서 차용하되, 본 연구에서 전환을 ‘개인의
삶의 뱡항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또한 그러한 사건을 전환점으로 조작적으로 정
의내려 탈북청소년의 미시적인 생활태도나 학습, 관계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행동의 변
화를 전환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동시에 연구 방법적으로는 탈북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를 가시화할 수 있으면서도 억지로 밝히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적 경험은
제외시키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생애사그래프를 면담 보조 자료로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전환 경험의 특징과 하위범주별 전환의 특징 분석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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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Mandelbaum(1973)이 도출한 전환의 특징을 확대, 보완시켰다. 특히 본 연구는
분석 결과에 터하여 이러한 개인의 전환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외부적 변화와 내면적 성
찰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시에 그러한 전환 중에서도 긍정적 전환이 개인의 교
육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촉진요인으로 의미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개인의 생애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연령과 성, 출생국 및 가정환경
을 지닌 서른 한 명의 탈북청소년의 생애를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는 각 패널의 생애에서
드러나는 전환의 다양한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중에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논의한
전환의 종류 외에도 가족이나 의미있는 타인의 전환과 맞물려 일어나는 전환 간의 관계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의 생애사 전반에 드러난 전환에 대한 다면적 고찰은 기존에 분
절적 주제로 이루어진 탈북청소년 대상 생애사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후속 연구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종단연구 및 생애사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첫째, 탈북청소년의 전환이 부여하는 의미가 연구참여자의 삶에 장기적으
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생의 주요 영역과 전환, 적응에 대한 연구 초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추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탈북청소년 생애사의 연구는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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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 전환기 지원

◦ 초-중 연계: 중학교 입학시기 기초학습지원 및 초-중 교사연계 강화(교육부)
◦ 중-고 연계: 예비 고등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학습 지원(교육부)
◦ 초중고 종합: 진로 변경 및 학업중단 이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의 다양화
(교육부/통일부)

◦ 고교졸업이후 연계: 취업준비 탈북청소년 대상 언어교육 지원의 다양화와 체계화(교육부)

2) 심리정서적 전환기 지원

◦ 가정: 가족 심리상담 지원의 강화와 절차적 간소화(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
◦ 학교: 관계 중심의 학교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문화조성 방안(교육부)
◦ 마을공동체: 회복탄력성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성취기회의 제공(시도교육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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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기 지원의 토대 강화

◦ 기반구축: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역기반 지원 체계 구축(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
◦ 교원전문성: 탈북청소년 지도 교원 전문성 신장(교육부)
◦ 복지연계: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경제적 지원 마련
(통일부/교육부/보건복지부)
4) 중장기적 정책 추진 방향

◦ 교육의 사회통합적 목적 제고(교육부)
◦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마련(교육부)
◦ 정부부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부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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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연구의 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탈북청소년들의 정착과 삶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매년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탈북청소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정규학교와 대안교육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탈북학
생의 수는 2,531명으로, 그 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 또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다(교육부, 2019). 이
처럼 북한을 떠나 한국 사회로 이주한 탈북청소년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
러 소수자 집단 중 하나이며,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겪고 있는 학교 구성
원의 다양화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문화, 언어, 지리적으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점은
일반 이주배경청소년의 경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한 한국으로의 이
주와 학교 및 사회에의 적응은 일반적인 청소년의 국제 이주 경험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김정원 외, 2018; 김지수 외, 2017). 이들은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인 북한에서
생사의 기로를 넘어 한국행을 결심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다. 이들 상당수는 부모의
탈북계획을 알지 못한 채 타의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국적
을 부여받고, 입국 이후에도 3개월 간 특수기관에 거주하며 교육을 받는다. 통일이라는
오랜 민족적 과제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남북관계의 변화, 또는 상대의 정치적 이념에 따
라 사회적으로 거부되기도 하는 이들은 입국 이후의 생활 장면에서 북한이라는 배경을
숨기고자 한다. 이처럼 적대의 대상이었다가 포용과 협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탈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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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끼인(in-between)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해는 소외계층에 대한 현 정부의 국
정 과제1)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서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남북한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크게 진전되면
서 현 정부의 국정기조는 물론, 시민사회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학생들이 겪는 경험이
어떠한지, 한국에서의 학창시절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여 살아가고 있
는 탈북청소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일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탈북민이라는 특정 대
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민과 여러 소수자 집단의 배
움과 삶에 우리 교육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안정적 추진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 경험과 삶에 대해 입국 초기부터 추적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안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드
러난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단계별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1주기 연구
가 수행되었다(한만길 외, 2010; 이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구섭 외, 2014; 강구섭 외, 2015). 그러나 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 북한이
탈주민의 이주 목적이나 이주상의 특성이 변화하고 이들이 정착해야하는 한국 사회 역시
변화하기에 그러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는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가 진행되었다(김정원 외, 2016; 김지수 외, 2017; 김정원 외, 2018).
질적, 양적 자료를 함께 수집해 온 1주기 연구에 비해 2주기 연구에서는 조사의 어려
움과 패널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패널을 구성하
여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2주기 종단연구는 한국 입국 4년 이내의 일반학교 재
학생 두 패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과 일반학교 재학을 중단하고 대안학교에
1) 51-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92-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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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이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패널,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1주
기 연속 패널의 총 네개 패널로 연구참여자를 구성하였다.
2주기 종단연구의 1차년도 연구는 1주기에서 실시된 5년 간의 종단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2주기 종단연구의 이론적 및 실행적 프레임을 설계하
였다(김정원 외, 2016). 2차년도 연구에서는 연속 패널을 포함하여 2주기 패널을 구축하
였으며,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적응과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의 분석틀로 면담 내용을 분
석하고, 1주기 연구의 양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김지수 외, 2017). 3차년도 연구에서
는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을 분석하
였으며 출생국이나 계층, 젠더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동시에 1주기 연구의 양적 자료 분
석을 실시하였다(김정원 외, 2018). 이러한 연장선에서 2019년도에 실시되는 본 연구는
2주기 4차년도 연구로, 탈북청소년들의 삶의 주요 전환을 탐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

며, 5차년도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주요 적응양식 탐색, 6차년도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의
삶과 교육에서 포착되는 주요 주제와 함께 이들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포착되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2주기 종단연구가 설계되었다.
2차년도 연구가 2주기 탈북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및 생활 맥락을 탐색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면, 3~5차년도 연구는 생애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삶의
영역과 전환, 적응양식을 포착하는 것에 각각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영역은 한 사람의
연속적인 행위나 일련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토대를 의미하며, 전환은 개인의 삶의 뱡
항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적응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조건에 대하
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위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Mandelbaum, 1973;
재인용 김정원 외, 2018: 30). 이 세 가지 연구 초점은 엄밀하게 말해 독립적이지 않고
연구참여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 연결되어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세가지 초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생애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Mandelbaum,
1973). 6차년도 연구는 영역, 전환, 적응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5년 동안의 종단연

구를 통해 드러난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2주기 연구는 학년과 학교급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탈북청소년들의 경험
적 특성을 각 연도의 분석 초점과 학생들의 적응과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삶을 다각적이고 시계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종단연구의 연속성 위에서
2019년도에 계획된 4차년도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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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차별 연구 초점(김정원 외, 2018: 34 수정보완)

▢ 4차년도 주제로서 전환(turning) 연구의 필요성
2019년도에 실시되는 4차년도 연구의 분석 초점은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전환(turning)

이다. 이는 Mandelbaum(1973)이 생애사 연구 분석틀로 제안한 영역(dimension), 전환
(turning), 적응(adaptation)을 3차, 4차, 5차년도의 연구 분석 초점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과정에서 본 4차년도 연구의 분석 초점으로 설정된 것이다(김정원 외, 2018: 29-34).
Mandelbaum(1973)에 의하면 한 사람의 삶의 주요 단계는 생의 주요 전환에 의해 설정

된다. 즉, 전환은 개인이 여러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거나 세계
관이나 자아상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개인의 전환점 이후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Wingens et al., 2011). 탈북청소년의 삶을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것으로 이해할 때, 이들의 교육경험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북 이전,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 입국 이후 삶의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 주요 전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 통합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긍정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1주기 양적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1주기에 수집된 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리하여 데이터 활용 지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6년간 진
행된 1주기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
를 개최한 바 있다(김정원 외, 2016). 이를 토대로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에서는 공개
범위를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제한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김지수 외, 2017; 김정원 외, 2018). 올해 4차년도 연구에서도 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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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데이터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장
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2주기 4차년도 연구로서 본 연구는 기 마련된 연구 설계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삶에서 드러나는 주요 전환을 분석하고 탈북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 전환이 갖는 의미를 탐색한다.
둘째,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 전환 분석을 통해 출생국(중국/북한), 가정환경, 성
별 세부 영역에서 드러나는 전환의 특징을 추출한다.
셋째, 초중등 학생 연령의 탈북청소년과 중등단계 이후의 탈북청소년의 삶을 다면적으
로 분석하여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적 성장에 있어서 전환의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토
대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가. 이론적 배경 분석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에 대하여 5년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이
다. 특히 올해는 전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생애사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2주기 연구
참여자들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살펴보
아야 할 이론적 배경들은 다양하다. 종단연구라는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된 2주기 연구는 해마다 다른 초점을 두고 실시되어왔다. 2016년도에는 전체 2주기
연구를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적 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었다. 2017년도에는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하여 탈북청
소년의 학교 적응 관련 선행연구와 질적 종단연구라는 연구 설계적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보았다. 2018년도에는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별 일반 학생과 다문화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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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출생국, 계층, 성과 같은 탈북청소년의 하위 범주별 차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
장선상에서 2주기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 탈북청소년 정의와 현황
본 연구는 먼저 연구대상인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탈북청소년
의 개념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정의되며, 따라서 ‘탈북청
소년’이라는 기표에 따른 기의는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통일부에서 사용하는 탈북청소년의 법률적 의미가 있고, 이와 유사하지만 교육부에서 사
용하는 탈북학생이라는 정책 실행 차원에서 작동하는 용어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적 특성이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오늘날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특성과
과거의 탈북청소년이 내포하는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올해 연구에서는 탈
북청소년의 정의와 최근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탈북청소년의 의
미와 최근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개관
2주기 4차년도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앞선 종단연구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1주기 탈북청소년 종단연구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진행된 2주기 연구의
내용과 주요 방향,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와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연구를 살펴보고 탈북청소년
에 대한 최근의 종단적 연구와 본 종단연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 4차년도 연구의 초점인 전환(turning)의 이론적 탐색
2018년에 실시된 2주기 3차년도 연구에서는 1주기 각 연도별 연구의 초점을 제시하여
2주기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 틀을 구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의 연구 초점

은 탈북청소년 삶의 영역(dimension)이었으며, 2019년 본 연구의 초점은 전환(turning),

8

Ⅰ. 연구의 개요

2020년도 연구의 초점은 적응(adaptation) 양식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환

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여 연구의 분석 토대를 마련하였다.
▢ 청소년 생애사 연구에서 삶의 주요 전환 관련 선행연구 검토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생애사의 다양한 대상 중, 청소년 생애사 관련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생애사 관련 연구를 주로
검토하였고, 이러한 생애사 연구에서 전환을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 탈북청소년 질적 연구의 방법상 쟁점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는 대상이 갖는 사회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유의
점이 존재한다. 특히 종단적으로 실시되는 질적 연구에서는 오랜기간 청소년 연령인 연
구참여자와 성인 연구자가 다회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방법상의 쟁점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
법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연구과정에서 이를 참고
하고자 하였다.

나.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의 전환(turnings) 분석
2019년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 삶의 전환을 그 주요 분석 초

점으로 두고 실시되었다. 이는 2018년에 제시된 2주기 연구의 연도별 초점에 따른 것으
로서 Mandelbaum(1973)의 생애사 연구의 분석틀에 기반하여 개인의 삶을 보다 사회과
학적으로 분석 가능하도록 구안한 것이었다.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의 전환(turnings)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생애사 질
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상학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연구자와 참여
자를 가르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였다. 따라
서 연구자가 다회의 면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일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의
삶의 전환을 끄집어내기보다,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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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건과 경험을 진술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해석이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
았다. 이는 생애사 연구법이 가지는 자기분석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서(Cole &
Knowles, 2001: 10), 전환이 외부의 시각에서 관찰될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

등 내면적 변화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분석적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는
형태의 전환을 구별하여 내기보다, 면담 내용인 자료를 중심으로 탈북청소년의 전환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근거이론 연구의 특징을 지닌다. 이는
이론적으로 탈북청소년의 전환에 대한 분석틀을 기존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서, 성인이나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설계된 분석틀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면 탈북청소년의 전환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전환과 관련된 이론적 틀을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이
전에 만들어서 적용하는 분석을 실시하기보다, 질적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의 전환을 귀납적으로 파악해내고, 이를 통해 이론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형태
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생애사 연구, 전환 연구, 탈북학생 관련 문헌 및 이론 분석을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밝
힌 전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구성
하고 면담보조자료를 구성하는 바탕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위해 시공간적 전환점의 존재
및 특성을 고려하였다. 특히 이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은 전환이 시공간
적 변화에 의해 경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간적으로는 생활하는 지역과 국가
의 이동으로 인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감안하여 면담질문을 구성하였다. 제도
적인 시간인 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입학 또는 취업 등 개인이
사회의 제도를 따라 경험하는 시간적 이동에 따른 전환의 존재 가능성은 고려하되, 이것
이 개인에게 전환으로 작용하였다는 가정을 하지 않기 위해 직접적으로 면담질문에 반영
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는 심리정서적 전환점의 존재 및 특성에 대한 것이다. 심리정서적 전환은 본
연구의 전환 분석의 핵심으로, 시공간적 전환과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시공간이 변화하였다고 하여서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변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에 따라서 외부적 영향인 시공간의 변화가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정서적 변화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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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변화까지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전환을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본다는 측면에서, 심리정서적 전환은 삶의 태도 변화를 추출해낼 수 있는
주요한 분석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사건, 정치사회적 사건, 소속 집단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외부적 계기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면 또는 관계와 연결된 비가시적인 사
건들이 탈북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
로는 탈북청소년의 출생국인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 가정환경 및 성과 관련하여 전환
의 측면에서 특징이 드러나는지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다. 1주기 종단연구 양적자료 개방과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연구 주제 발굴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1차년도 연구(김정원 외, 2016)에서 제시한 매뉴얼

과 관련 지침에 따라 매년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양적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공개해왔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양적 데이터를 공개하고 연구 주제를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주제 공모 심의 및 자료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연구 주제
를 공모한 결과, 총 4개의 연구가 심의에 통과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
적으로 두 개의 연구가 선정되어 2019년 11월 개최된 학술대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
를 통해 탈북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수집 데이터의 공적 활용범
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본 연구는 먼저 탈북청소년의 정의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를 개관함으로써 1주기에 이어 2주기 4차년도 연구로 실시되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
와 맥락을 분석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다문화청
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와 탈북청소년이 부분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는 다
문화청소년 종단연구를 탐색하였다. 생애사연구 방법 중에서도 올해 연구의 초점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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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환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사 연구에서 전환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문헌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질
적 연구에 있어서 드러나는 방법상의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나. 질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4차년도 연구는 면담을 기반으로 한 질적 데이터 수

집과 분석을 연구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면담의 목적은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 경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김정원 외, 2016)에서 제시한 연구의 틀에 기반하여 면담 조사 계획을 세웠다. 면담
참여자는 2차년도 연구(김지수 외, 2017)에서 구축한 네 개 패널을 중심으로 유지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부터 매년 탈북청소년은 연 2회, 교사 및 학부모는 연 1회 면
담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 구축한 연구참여자 패널은 종단연구가 실시되면서 변화하였다. 탈북청소년

을 기준으로 고려할 때, 2017년에는 초6 패널 10명, 중3 패널 10명,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패널 6명, 1주기에서 연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졸업 이후 패널 10명 등 36명의
탈북청소년과 그 교사 및 학부모가 패널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매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각 패널에서 소수의 인원이 연구에서 탈락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도 3차년도 연구에서는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패널을 1명 추가하였다. 이로써 3차년도에
는 총 탈북청소년 32명, 학부모 20명, 교사 1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9년도 4차년도 연구는 먼저 기존 패널 31명이 패널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 패널 구축을 고려하여 면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진 워크숍
을 통해 면담 질문의 구성과 면담 방법, 면담시 유의할 점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패널 현황과 자료수집 절차, 면담 내용, 면담 보조용 설문지 및
면담 보조도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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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용
설문
내용 확정

6차
면담 실시
(2020년 반영)

[그림 Ⅰ-2]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질적 데이터 수집 절차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되었으며, 녹음 자료는 전사되었다. 전
사된 자료와 면담을 실시하면서 작성한 필드노트인 면담기록지, 면담보조용 설문지와 보
조도구인 생애사그래프 및 성찰일지는 함께 분석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면담기록지는 대
화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면담 장소의 특성이나 면담 장소 및 시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주목할 점, 녹음을 시작하기 전이나 녹음을 마친 후에 있었던 참여자와의 상호작
용과 관련한 현장의 관찰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패널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먼저 패널별로 면담 전사 자료, 면담기
록지, 면담보조용설문지, 생애사그래프, 성찰일지를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초6 패
널, 중3 패널, 졸업 이후 패널,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별로 연구자들에게 전달되어 종
합적으로 분석되었다.
각 패널별로 분석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Ⅰ-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패널별 분석 자료
초6

중3

고교 졸업 이후

대안학교 및
학교밖*

면담 전사 자료

○

○

○

○

면담기록지

○

○

○

○

면담보조용설문지

○

○

○

○

생애사그래프

○

○

○

○

성찰일지

○

○

○

○

자료 유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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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학부모

교사

고교 졸업 이후

대안학교 및
학교밖*

초6

중3

면담 전사 자료

○

○

△

면담기록지

○

○

△

면담보조설문지

○

○

△

면담 전사 자료

○

○

△

면담기록지

○

○

△

면담보조설문지

○

○

△

*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경우, 졸업을 하였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 면담을 실시하지 않음.
졸업을 하였고, 성인인 경우에는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지 않음.

위의 표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패널의 각 사례별로 먼저 종적으로 분석한 이후, 패널
별, 패널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집된 면담 전사자료와 면담기록지, 성찰일지를
반복하여 읽으며 일차적으로 개방 코딩 및 축코딩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애사그래프
와 면담보조용설문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사례별로 범주화, 주제화되어 종적 분석
된 코딩 결과는 패널별로 묶어 다시 중주제 테마를 추출하는 코딩을 실시하였다(Bogdan
& Biklen, 1982; Weiss, 1994; Spradley, 1980). 연구자들은 이러한 일차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함께 모여 패널별 코딩 결과를 논의하는 가운데 각 사례의 맥락에 따라 범주와
테마를 도출한 결과를 이해하며 서로의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패널 내의 사례분
석을 기반으로 패널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들을 발견하였고, 출생국이나 가정환경, 성
등의 하위주제에 따라 패널 간 횡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9년도 보고서는 2017년에 진행된 1, 2차 면담자료와 2018년에 진행된 3, 4차 면

담자료,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5차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019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6차면담 자료는 2020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7차면담 자료와 함께
2020년 5차년도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림 Ⅰ-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 일정
(김정원 외, 2018: 14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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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명윤리심의
본 연구에 참여하는 탈북청소년과 그 학부모는 다층적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이
라 할 수 있다. 연령적으로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배경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생명윤리심의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별로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지와 면담보조용설문지, 면담보조자료인
생애사그래프와 성찰일지의 내용을 구성한 이후 2019년 3월 18일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2019년 4월 1일에 시정승인을 받았다. 그 이유는 추가패널 구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과 면담보조용 성찰일지 양식을 첨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수정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2019년 6월에 최종 승인을 받아
이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라. 기타: 전문가협의회 및 학술대회 개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연구기간 동안 수시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대상은 탈북청소년 대상 연구 및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자문을 줄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협의회의 주제는 탈북청소년 질적 종단연구 수행
에서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탈북청소년의 심리 및 전환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장기
적 패널 관리 및 유지 방안, 면접원의 역할 범위 설정 및 효과적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것이었다.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2016년부터 1주기 양적 종단연구 자료를 제한적

으로 공개하고, 이를 더 많은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를 실시해왔다. 2019
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1주기 양적자료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자료는 5년간
(2011-2015) 수집된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설문 조사 자료들이다. 발표 논

문에 대한 공모는 2019년 6월에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 7월 31
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하였다. 이를 위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연구 주제
를 검토하여 4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과제가 선정된 연구자들은 8월부터 10월까지 한
국교육개발원 내의 지정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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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5일까지 발표 대상 원고를 마감하고, 11월 8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19년 11월 8일 발표 원고를 선정하여 공지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두 개의
연구가 선정되어 11월 22일에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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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탈북청소년의 정의와 현황
2. 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개관
3. 2주기 4차년도 연구의 중심 분석 초점: ‘전환’(turning)의
이론적 배경
4. 탈북청소년 대상 생애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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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총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문헌을 나누어 이론적 배경을 탐색
하였다2). 첫째로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살
펴보았다. 둘째로는 기존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들을 개관하는 가운데 본 연구가 1주
기 연구와 갖는 연계성을 밝히고 2주기 연구의 연차별 조사 및 분석 구조를 살펴보았다.
셋째로는 올해 연구의 핵심 분석 초점인 전환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색하여 4차년도 연구
의 방향을 명료화하였다. 넷째로는 청소년 삶의 주요 전환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질적 연
구물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는 탈북청소년 대상 질적 연구의 방법상 쟁점을 논의하여 취약계층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유의점과 점검해야 할 가정 등을 선행연
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탈북청소년의 정의와 현황

가. 정의
탈북청소년의 의미를 명확히 알기 위해 관련 법령과 행정문서, 관련 연구물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의하면 탈북청소년은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북한출신으
로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만 6세~24세 이하인 자”를 지칭하
며, 그 중에서도 입국 후 현재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탈북학생으로 정의하고

2) 2주기 2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질적 종단연구 관련 선행연구, 학교 적응 관련 선행연구, 2주기 3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비교집단 특성 및 하위 범주별 탈북청소년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질적 연구 일반의
방법상 쟁점 논의는 반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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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14: 7).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정책과 법령, 관련 사업
이나 연구 등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되기 때문에 탈북청소년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먼저 법령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
민법)」을 통해 법적 정의를 알 수 있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는 제2
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n.d.). 이 법령에는 이 외에도 ‘보호대상자’라는 용어
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뜻한다(국
가법령정보센터, n.d.). 보호대상자는 이 법의 제13조에 의해,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조는 이러한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것에 대한 의무,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학
력진단, 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 지원 등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의 법령에 의거하면 북한이탈주민, 줄여
서 탈북민의 자녀 중 북한에서 낳아 한국으로 입국한 자녀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 탈
북의 과정에서 제3국에 머무르는 동안 출생한 자녀나 한국에 입국한 이후 출생한 자녀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러나 교육 지원 영역에 있어서는 탈북민에 대한 기준을 넓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이는 탈북청소년 용어 정의의 확장과도 연관이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4조의 2항은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과 관련된 조항이며,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탈북청소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용어에
대해 해당 조항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
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설명하고 있다. 즉, ‘탈북민’으로 스스로
분류 가능한 북한 출생 자녀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태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의 자녀 역시 탈북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단, 이 개념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탈북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의 변천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실시한 2주기 탈북청소
년 교육 종단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김정원 외, 2016). 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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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밝힌 행정문서상 탈북청소년을 지칭하는 첫 용어는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
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새터민 청소년’(교육과학기술부, 2008. 6.: 김정원
외 2016: 19에서 재인용)이었다. 그러나 새터민이라는 어감이 내포하지 못하는 북한에
대한 거부와,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후 사회적으로 ‘탈북자’
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반영해서인지 2008년 12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2009년부터는 이를 줄여
‘탈북청소년’ 용어를 사용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12.: 김정원 외 2016: 19에서 재

인용).
반면, 교육부 외의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다음의 표
는 탈북과 관련된 정부부처별 명명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이기영·김민경, 2015: 96).

<표 Ⅱ-1> 탈북청소년 입국유형 및 관계 부처별 명명 방식(이기영·김민경, 2015: 96 수정보완)
출생국

입국 유형

탈북청소년

북한 출생

가족 동반입국 또는
가족 선 입국 후 단독
입국
단독 입국

무연고 탈북청소년

가족 동반입국

중국 등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국 등 제3국
출생

남한 출생

초청, 안내인을 통한
입국
해당 없음

통일부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관계 부처별 명명
교육부

여성가족부

탈북학생
또는 탈북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위의 표에서도 잘 나타나듯,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더라도 어떠한 정책적인 맥락에 놓
이느냐에 따라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로만 불리기도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나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지역과 상관없이 2009년 이후 일관되게 관련 정책
에서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상은 ‘탈북학생’으로, 그 외의 대상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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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0년대 초부터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대책을
마련하였다. 2003년에는 탈북학생 적응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탈북학생 전환기 학교로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정부는 탈북청소년 교육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의 시행령으로 학력인정,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방안
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력인정, 입학
전형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김정원 외, 2015). 이와 같은 교육부
의 적극적인 노력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는 교육부에서 실시하
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지원에 대
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의해 2018년 입시까지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으로만 제한되
었던 특례입학제도도 바뀌어, 2019년 대학 입시부터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도 정원
내에서,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일부 대학입학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그러나 정원 내 특별전형은 대학이 정한 자율
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나 그 범위는 다양하나,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정의를 따른다.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 출신일 때, 북한
이나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중 한국에 입국한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탈북청소년으로 간주한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청소년 실
태조사(2019)의 경우, 조사대상인 탈북청소년 모집단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
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들 중, 2018년 5월 기준 만 10세에서 만 18세 사이”로 제한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2019: 11).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예비학교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7조의 2, 김정원 외,
2016).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정의 내용의 일부로 연령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김정원 외, 2016). 따라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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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정의는 포괄적으로 초중등교육을 받아야하는 범위를 지칭하며, 중등교육 이후 고등
교육을 받거나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정의라 할 수 있다.

나. 현황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2년 이후부터는 입국인원이 다소 줄어들어 2013년까지 1,500여명으로 집
계되었다. 이후 2015년까지 입국인원은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6년도에 일시적으로 증
가하였고, 이후 1,100여명대로 유지되고 있다(통일부, n.d.). 2019년 3월까지의 잠정 통
계를 포함하여 국내에는 총 32,705명의 탈북민이 입국해있다. 이 통계자료는 성인과 아
동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전체 통계상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Ⅱ-2>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및 여성비율(통일부, n.d.)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남성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여성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합계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여성
비율

75%

70%

72%

76%

78%

80%

79%

83%

85%

2019년 4월 기준으로 한국의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은 2,531명이다(교

육부, 2019)3). 이는 2005년 기준 421명에서 약 6배가 늘어난 숫자로,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더불어 탈북청소년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초등
학생 위주였던 재학학생 비율이 변화하여 최근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가 계획된 2016년을 기준으로

3) 이 숫자는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의 재학인원을 합한 것이다(교육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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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초등학생은 전체 2,517명의 탈북학생 중 45.4%, 중학생은 30.7%, 고등학생은
23.9%였고, 가장 최근 통계자료인 2019년에는 초등학생이 34.7%, 중학생이 29.2%, 고

등학생이 29.7%를 차지하였다(교육부, 2019).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청소년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만 10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북한출생 탈북
청소년 중 전체 86.7%는 일반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었고, 10.7%가 학력인정 대안학
교, 2.6%가 기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림 Ⅱ-1]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반 초·중·고등학교 탈북학생 비율
(교육부, 2019 자료 재가공)

그러나 성인 탈북자와 달리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녀 학생의 비율이 유사하다. 다음의
[그림 Ⅱ-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2010년에 남학생 비율이 다소 높았던 것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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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반 초·중·고등학교 탈북학생 남녀비율
(교육부, 2019 자료 재가공)

탈북청소년의 출생지역별 비율에서는 점점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의 비율
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2019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전체 학생의 36.2%에 불
과하던 중국 등 제3국 출생의 탈북청소년 중 일반 초중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은 점점 늘
어나,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패널 구축이 계획된 2016년도에는 전체 학생
의 52.3%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 4차년도 연구인 2019
년에는 전체 탈북학생의 61.2%를 차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2019년 기준 전체
비율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학생이 73%에 해당하였다.

<표 Ⅱ-3>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반 초중등학교 탈북학생 중 출생국별 비율
(교육부, 2019 자료 재가공)

북한출생
중국 등
제3국 출생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73

1,284

1,182

1,204

1,226

1,200

1,101

1,008

982

608
708
840
979
1,249
1,317
1,437
1,530
1,549
(36.2%) (35.5%) (41.5%) (44.8%) (50.5%) (52.3%) (56.6%) (60.3%) (61.2%)
1,681

1,992

2,022

2,183

2,475

2,517

2,538

2,538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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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꾸준히 증가하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의 폭이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보다 좁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생국이
북한인 경우에는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정원 외로 특례입학이 가능하며, 국립대학교는 학
비를 전면 지원,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마다 상이하나 국가에서 5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탈북민이라 하더라도 출생국이 중국 등 제3국인 경우
에는 정원내로 특례입학이 실시된다. 2019년 입시부터는 대학의 입학정원 내 특례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의 자율성에 의해 운영되는만큼 그 수가 적어 효과는 미미
하다. 장학금의 경우에도 제3국 학생의 경우 남북하나재단 등에서 외부 기부금 연계와
선발을 통해 입학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통일부에서 증명하는 「북한이탈주민」
인 북한 출생 청소년에 비해 지원의 폭이 좁다. 교육부에서는 초중등학교 기간 동안 교육
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탈북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으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
북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경우는 포함대상이
아니며,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만 탈북학생 대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받는 지원의 수준과 종류는 이들이 초중등학교에서,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전환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의 생애사와 그 안에서의 전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출생
국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과 환경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2

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개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0년부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1주기 연구는 2010년에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6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2010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2011년부터 5년간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하였다. 2016년부터는 2주기 연구를 시작하였다. 2주기 연구는 1주기 동안 수집된 자
료를 활용하면서 연구 방법적으로는 질적 연구에 비중을 실었고, 연구 내용 차원에서도
변화를 주어 새롭게 2021년까지의 연구를 설계하여 추진해 왔다. 2주기 1차년도 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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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는 2주기 전체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7년도에는 2차

년도 연구, 2018년도에는 3차년도 연구가 실시되었다.

가. 1주기 탈북청소년 종단연구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 과정에 대하여 거

시적 및 미시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여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강구섭 외, 2014). 이를 위해 질적,
양적인 차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특히 질적 자료는 양적 조사 분석 결과를 미시적
으로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활용되었고(한만길 외, 2010; 이향규 외, 2011)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적 특성을 질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이강주 외, 2012).
이를 위해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872명의 탈북학
생 전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46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이향규
외, 2011: 55). 그러나 패널의 잦은 탈락으로 인해 3차 조사 때부터는 탈락된 패널을 새
로 모집하여 전체 조사참여자 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구 모형과 조사 설계, 그리고 조사 시기별 학년

별 조사 응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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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요인 (1차년도 조사)

시계열적 가변요인 (종단적 조사)

[투입: 입국전 경험]

[과정: 가정 및 학교환경]

배경요인

가정･부모

∙성
∙연령
∙출생지
∙거주지

북한에서의 경험

∙출신지역
∙가족구성
∙교육연한
∙교육경험
∙부모의 교육연한
∙부모의 직업
탈북과정 경험

∙탈북시기
∙탈북동기
∙제3국 체류지역
∙체류기간
∙체류환경
∙교육연한
∙교육경험
∙동반가족
∙한국에 대한 사전인식
∙한국 입국시기

[환경]
∙거주지
∙동거가족
∙미입국가족
∙종교
∙부모직업
∙가계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재북가족송금여부
∙부모의 심리적적응
∙부모의 적응행동
[자녀교육 지원]
∙부모의 교육지원
∙부모의 학업성취기대
∙가족유대감
∙학부모의 교육정보 원천
∙교사-학부모 관계
학교･교사

[환경]
∙학교급 및 학년
∙학교소재지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재학 탈북학생수
∙교육복지학교 여부
∙담임교사 교직경력
∙탈북학생지도경력
∙연수경험유무 (관리자, 담임교사)
∙교사의 다문화효능감
∙교사의 북한인식
∙교사의 심리적 지지

[지원제도]
∙전담교사 유무
∙학생 및 학부모 상담횟수
∙1:1 멘토링 운영
∙1:1 학습지도 운영
∙방과후 활동

[결과: 적응변인]
학 생
➡

[학습적응]
∙학습동기
∙수업태도 및 준비
∙수업이해정도
∙성취경험
∙학교만족도
∙학업성취 (성적)

[관계적응]
∙한국친구 수
∙북한친구 수
∙교우관계
∙출신공개여부
∙학습조력자
∙고민상담자
∙교사와의 관계
[심리적응]
∙스트레스/우울
∙자아존중감
∙자기개념
∙정체감
∙포부수준
∙사회적 효능감
∙주관적 안녕감
∙신체 건강상태
[사회적응]
∙문제행동
∙피차별의식
∙준법의식
∙한국에 대한 인식
∙진학/진로 의식

[그림 Ⅱ-3]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모형 (2차년도) (이향규 외, 2011: 58)

28

Ⅱ. 이론적 배경

<표 Ⅱ-4>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1주기 조사 설계 (이향규 외, 2011: 57)
연차
2011

초등학교
4

5

중학교
6

1

2

고등학교
3

1

2

중도 이탈/졸업 1년차
3

1년

2년

3년

4년

5년

1차 조사 및 분석 (6개 학년 코호트)

2012

학교밖
청소년

2차 조사 및 분석

2013

3차 조사 및 분석

2014

학교밖 청소년

4차 조사 및 분석

2015

학교밖 청소년

5차 조사 및 분석(졸업1년차)

학교 밖 청소년

※ 2015년 조사에서 빗금친 부분은 정규학교 재학생 패널 가운데 일부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이나 취업
등으로 졸업 1년차로 편입하므로, 이 집단과 신규 발생한 학교밖 청소년 집단이 졸업1년차에서 겹칠 수 있음
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 Ⅱ-5> 1주기 조사 시기별 학년별 응답자 수(강구섭 외, 2015: 36 수정 보완)
구분
(년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2011

111

127

77

47

39

38

85

34

25

18

26

118

93

74

48

46

62

104

120

87

49

55

72

97

116

74

45

51

2012
2013
2014
2015
*(

69

고1

고2

고3

졸1

합계
461(31)*
257(30)*
438(30)*
487(20)*

32

415(15)*

)는 질적 조사 참여 학생 세트 수(1학생 세트는 학생 1명, 학부모 중 1명, 교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결과 중 하나는 탈북청소

년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들이 부모나 친구, 교사들과 맺는 관계라는 것이
다(이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구섭 외, 2014; 강구섭 외,
2015). 동시에 탈북청소년들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인 가족 형태의 복잡성

이나 상대적으로 권위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양육방식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강구섭 외, 2014). 또한 탈북청소년의 집단 안에는 학생 개인의 사회적, 가정적
배경이나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입국 전에 경험한 내용 등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단일 범주로 가정하고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이
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구섭 외, 2014; 강구섭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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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주기 탈북청소년 종단연구의 설계
1) 1차년도 연구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위한 기초연구(김정원 외, 2016)에서는 1주기 연구

에서 5년간 수집한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토대로 탈북청소년의 다양한 적응 양상
을 분석하고, 2주기 연구를 설계하였다. 먼저 1주기 양적 자료 분석 결과, 탈북청소년의
적응 유형은 적응 변인들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안정형, 심리나 관계, 사회 측면의
적응수준에 비해 학습 측면의 수업이해도는 이후 줄어드는 만족형, 초반에는 수업이해도
가 높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모든 변인들의 수준이 낮아지는 위기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적응했다고 판단되던 학생이 학년이 바뀌면서 문제학생으로 부각되기도 하
고, 특정 시점의 학생이 부모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교사에게는 부적응으로 판
단되기도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적응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1주기 질적 사례 분석
결과들은 ‘적응’을 넘어선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이해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김정원 외, 2016: 193-19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2주기 연구 설계에서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적응으로 보기보다는 학생 차원에서는 교육적 성장, 사회 차원에서는 사회통합으로 재설
정하였다. 또한 1주기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드
러난 양적 조사를 배제하고 질적 조사를 핵심으로 하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2주기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패널을 새롭게 구축하고, 동시에 1주기 연구
에 참여하였던 패널 중 고등학교 졸업 이후 패널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두 트랙의 조사
패널을 만드는 것으로 설계하였다(김정원 외, 2016).
적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1주기 연구에서와 같이 이를 탈북청소년 교육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와 학교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으로 재설정하였다(김정원 외, 2016). 따라서 적응을 “개인이 자신이 부딪치는 환경의 특
성을 내면화하여 그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되는 것”이며, 가치 판단이 배제되어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와 학교의 요구에 탈북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뜻한다(김정원 외, 2016: 206).
또한 ‘교육적 성장’은 탈북청소년이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태도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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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방향으로의 변화”로, ‘사회통합’은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
서 공동의 비전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1주기 연구와
차별화하였다(김정원 외, 2016: 206-208).
시계열적 변화
(5년 종단 조사)

고정 요소
(1차년도 조사)
개인 배경
배경요인
[개인 정보]
∙성
∙ 출생연도
∙ 출생지

[입국이전 경험]
∙ 입국 전 가족구성
∙ 부모의 교육이력과
직업
∙ 학생(청년)의 교육
연한과 교육경험의
특징
∙ 한국에 대한
사전인식
∙ 한국 입국 연도와
당시 본인과 가족
상황

[탈북과정(북한출생)]
∙ 탈북연도와 동기
∙ 동반가족
∙ 탈북경로의 특징
(제3국 체류지역,
체류기간,
체류환경 등)

환경과 실태

성과

가정･부모

학교･교사

학생 (교육적 성장)

[일반 환경]
∙ 거주지 환경과 지역 환경
∙ 가족 구성의 특징
∙ 미입국가족 상황
∙ 본인과 부모의 종교
∙ 부모배경(국적, 직업, 가계
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등)
∙ 부모의 한국 사회 적응
인식

[일반 환경]
∙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
(소재지, 규모 등)
∙ 재학 탈북청소년 수
∙ 교육복지환경
(기초생활수급자비율,
교육복지학교 여부 등)
∙ 담임교사의 교직경력 및
탈북청소년 지도나 관련
연수 경험
∙ 탈북주민과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심
∙ 탈북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자신감]
∙ 학업(직업활동)에서의
성취 가능성에 대한 믿음
∙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

[가정의 교육지원]
∙ 자녀교육지원의 특성
∙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
∙ 자녀와의 관계 특징
∙ 교육정보 수집 방식
∙ 교사와의 관계

[지원제도]
∙ 학교 내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활동 현황(1:1
멘토링, 방과후활동 등)
∙ 탈북학생 교육 관련
지역네트워크 현황

[개방적 태도]
∙ 여러 가능성에 대한 고려
∙ 차이에 대한 수용
∙ 상황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몰입]
∙ 학업과 직업의 내재적
가치 인식
∙ 학업과 직업에 대한 열정
[책임감]
∙ 진로에서 예견되는 결과
수용
∙ 자율적 선택과 결정

적응
[심리/신체 건강적응]
∙ 정신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우울 여부
∙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수준
∙ 신체적 특징, 신체적
건강 상태

[관계적응]
∙ 친구관계 범위와 질
∙ 탈북자 커뮤니티 참여
∙ 출신 공개여부와 그 이유
∙ 교사와의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여부와 관계

사회 (사회통합)
[평등]
∙ 일상생활에서의 배제 경험
∙ 탈북민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
[참여]
∙ 학교 활동(학생회, 동아리)
에 대한 관심과 참여
∙ 봉사활동 및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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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적응]
∙ 수업태도, 준비, 수업
이해 정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 학업성취(성적) 수준
∙ 학력(學歷)에 대한
포부수준

[사회·문화적응]
∙ 의사소통 수준과 특징
∙ 생활문화이해 수준에
대한 인식
∙ 진로 탐색 경험
∙ 학교생활만족 수준에
대한 인식
∙ 사회 및 학교의 법과
규칙에 대한 이해
∙ 한국 생활에 대한 인식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귀속]
∙ 탈북민 또는 탈북민
자녀로서의 정체성
∙ 한국인으로서의 의식
∙ 한국 학교 및 한국
사회에의 소속감

[그림 Ⅱ-4]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구모형 (김정원 외, 2016: 215)
<표 Ⅱ-6> 2주기 1년차 기초연구에서 제시한 조사 시기별 학년별 연구참여자 구성안
(김정원 외, 2016: 223 수정보완)
조사
시기

초6

2017

10

2018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0
10

2019

대1
대2
대3
대4
졸1
합계
졸1
졸2
졸3
졸4
졸5
10

10
10

2020
2021

10
10

10

30
10

10
10

30

30
10

10

30
10

30

1주기 패널 계속 조사 계획
2주기 신규 패널 연차별 조사 계획. 2주기 신규 패널의 경우 학생 20명 외에도, 학부모 20명과 교사 20명을
포함하여 총 60명 계획.

2) 2차년도 연구
2주기 2차년도 연구이자, 처음 질적 자료 조사가 시작된 연구(김지수 외, 2017)에서는
2주기 1차년도에서 실시한 기초연구에서 제시된 기본 틀을 바탕으로 패널을 구축하되,
‘학업중단’ 학생 패널을 추가하여 질적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업중단 패널은 일반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적응이나 생계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패널이나, 이후에 대안학교에 다시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학생들이 많
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학업중단자라 지칭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후 3차년도 연구에서
는 해당 패널의 명칭을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패널이라고 수정하였다. 당초 2주기 1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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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초연구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패널집단이고 전체 탈북청소년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
율은 높지 않지만, 일반학교에서의 학업중단 경험은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유지하
는 데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과 우리 사회가 지닌 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새로운 패널로 추가되었다(김지수 외, 2017).
2차년도 연구는 1, 2주기 패널에 대한 질적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탈북청소년들이 한

국 사회 초기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들인 가정 돌봄의 결핍, 기초한국어 또는 학습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문제 등 1주기 패널에서도 드러났던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패널과 학업중단 패널 자료 분석은 한국에
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탈북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삶과 학교 밖의 삶
에서 어떤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 패널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북한 배경을 공개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것에 부담을
덜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학업중단 패널에서도 개인별로 매우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학
업중단의 사유와, 경제적 지원이나 개인 맞춤형 학습 및 진로지도와 같은 대안학교 유입
경로에 대해 밝혔다. 이를 통해 2차년도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배경을 한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존재하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김지수 외, 2017). 2차년도 연구의 결과는 탈북자 정체성이 진로 개발에서 제
약인 동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던 이전 연구(김정원
외, 2016: 149-151)의 결과를 학업의 중단이나 대안학교 선택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 확
인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2차년도 연구는 적응을 심리·신체, 관계,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

는 과정으로서의 특성이며, 탈북청소년이 이주민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
정적인 삶을 누리는 상황에 있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김지수 외, 2017: 28-29; 김정
원 외, 2018: 27에서 재인용). 따라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적응과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
이라는 큰 세 가지 개념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청소년의 변화를 분석하고,
2021년에 이를 종합하여 2주기 연구 결과를 집약하여 향후 전망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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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2주기 2년차 연구에서 설정한 연차별 조사 계획 (김지수 외, 2017: 62 수정보완)
2주기 신규 패널

조사
시기

초6

2017

9

중1

중2

중3

고1

1주기 연속 패널
고2

고3

졸1

10
10

2018

10

10

졸5

10
10

10

2021

졸4

10
10

2020

졸3

9

10

2019

졸2

10
10

10

학업
중단

계

6

35

6

35

6

35

6

35

6

35

<표 Ⅱ-8> 2주기 2년차 연구에서 설정한 연차별 조사 및 분석 내용 (김지수 외, 2017: 59-60)
2017

2020

2021

- 가정생활
- 학교생활

-변화된
내용 중심

-변화된
내용 중심

-변화된
내용 중심

-변화된
내용 중심

심
리
·
신
체

- 심리적
- 신체적
- 전반적
- 적극적

-1년 전과
비교, 변화
정도

-발전/퇴보의
원인/계기

-개선 방법
및 인식

-발전 가능성
및 전망

관
계

- 관계 범위, 질
- 다른탈북학생과의관계
- 출신배경공개 여부
- 의미있는 타자유무
- 관계형성능력향상정도인식

-관계의 확대
(양적/질적)
-관계형성능
력의 변화

-관계 발전/
퇴보의 원인
평가

-관계개선
방법 습득
정도, 원인
진단

-향후 관계
형성/발전
가능성
-만족 수준

학
습

- 수업태도,준비도,이해도
- 성취가능성기대
- 열정, 포부수준
- 학업진보 정도

-학업성취
수준

-학업 성취/
퇴보 원인
평가

-학업성취
개선 방법
인식

-학업성취,
진보 평가
및 향후
전망

사
회
문
화

- 의사소통수준
- 일상생활문화이해수준
- 한국생활일반적인식
- 탈북민차별인식
- 적극적 참여(실제경험)

-이해수준
향상정도
-의사소통,
대화참여
정도

-이해수준,
참여수준
향상/퇴보
원인 평가

-개선 방법,
전략에 대한
인식

-5년 평가,
향후 전망

환경

34

2019

- 입국 전: 가정, 학교, 생활,
탈북과정
- 입국 후: 초기정착과정,
출신배경공개, 생활기대

기본조사

매
년
조
사

2018

적
응

건상상태
건강상태
만족도
태도 증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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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적
성
장

사
회
통
합

2017

2018

2019

2020

2021

자
신
감

- 학업가능성 자신감
-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
- 삶,생활에 대한 긍정적
관점 정도(실제 경험)

-1년전 비교
변화정도

-향상/퇴보
원인 평가

-개선 계기,
방법에 대한
인식

-5년 평가,
향후 전망

개
방
적
태
도

- 여러 가능성 고려
- 차이에 대한 수용
- 상황, 자신에 대한 성찰
- 새로운도전, 시도 정도

-1년전 비교
변화정도

-향상/퇴보
원인 평가

-개선 계기,
방법에 대한
인식

-5년 평가,
향후 전망

몰
입

- 학업, 직업의 내재적
가치인식
- 학업, 직업에 대한 열정
- 진로선택, 확신 정도
- 적극적 활동/태도

-1년전 비교
변화정도

-향상 정도
평가

-개선 계기,
방법에 대한
인식

-5년 평가,
향후 전망

책
임
감

- 예견되는 결과수용
- 자율적 선택과 결정
- 자발적 결정 및 행동 수준

-1년전 비교
변화정도

-향상 정도
평가

-개선 계기,
방법에 대한
인식

-5년 평가,
향후 전망

평
등

- 일상생활 배제 경험
- 차별에 대한 인식

-1년전 비교
변화정도

-변화/무변화
원인 분석

-개인차원의
해결책 모색

-5년 평가,
향후 전망

참
여

- 학교생활
- 봉사활동
- 시민사회활동

-1년전 비교
변화정도

-변화/무변화
원인

-대안모색

-5년 평가,
향후 전망

귀
속

- (탈북민)정체성
- 한국인인식
- 사회소속감
- 집단소속감

-1년전 비교
변화정도

-변화/무변화
원인

-귀속감
증진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전략

-5년 평가,
향후 전망

3) 3차년도 연구
3차년도 연구는 기초연구의 설계에 터하여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차별

연구 초점을 생애사적 방법론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수집되는 질적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는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영역(dimension), 전환(turning), 적응(adaptation)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연구에서는 분석 초점을 영역에, 2019년 연구에
서는 전환에, 2020년 연구에서는 적응 양식의 분석에, 2021년 연구는 교육적 성장과 사
회 통합에 방점을 두고 전체 연구 자료를 관통하는 주제를 분석하도록 연차별 분석 초점
을 설계하였다. 주요 개념인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 ‘적응’은 1차년도 기초연구에서
제시한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설정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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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차별 연구 초점(김정원 외, 2018: 33)
구분

면담 초점

분석 초점

<1주기 연속 패널>
∙ 고교 졸업 후의 환경 특성과
이전과 다른 주요 변화
2017년

∙ 맥락(context) 분석*
- 개인 특성
- 가정배경 특성(가족사)
- 학교･직장 및 지역사회 특성
<2주기 패널>
- 수준별 특성에 대한 대응 방식
∙ 북한에서와 탈북과정에서의
※ 1주기 연속 패널의 경우, 달라진 환경 특성 및 주요 대응 방식
경험,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의
분석에 초점
초기 정착 과정

2018년

∙ 지난 1년간의 주요 변화
∙ 변화의 주요 원인

∙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의 주요 영역(dimensions) 분석
- 주요하게 부각되는 삶의 주요 영역 분석
- 집단 내부 이질성 탐색

2019년

∙ 지난 1년간의 주요 변화
∙ 변화의 주요 원인

∙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의 주요 전환점(turnings) 분석
- 물리적, 심리적 전환 시점의 존재 및 그 특성

2020년

∙ 지난 1년간의 주요 변화
∙ 변화의 주요 원인

∙ 탈북청소년의 적응 양식(adaptations) 분석
- 학교 및 사회생활
- 진로탐색 및 결정

2021년

∙ 5년간의 삶에 대한 회고
∙ 전체 변화 방향과 그 의미

∙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을 관통하는 주제 추출 및 교육적 성장, 사회
통합에 비춘 의미 분석
- 관련 정책 제안

※ 매년
으로
※ 매년
책적

분석 대상 자료는 기존 연도 수집 자료 전체(예: 2019년 연구는 2017, 2018, 2019년 수집 자료를 대상
분석)
분석 결과가 갖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최종 성과인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에 비춘 의미를 분석하고 정
시사점 추출

3차년도 연구의 핵심 개념인 ‘영역’은 “한 사람의 연속적인 행위 또는 그가 갖는 일련

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토대”를 의미한다(Mandelbaum, 1973; 김정원 외, 2018: 30
에서 재인용).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영역 분석은 탈북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질적 자료 분석 결과, 패널별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공부와 진로’, ‘친구와

4) 교육적 성장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성찰하는 가운데 경험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
해 나가는 과정”으로, 사회통합은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공동의 비전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적응은 “한 인간이 삶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조건에 대응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위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김정원 외 201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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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휴대폰･게임･온라인세계’, ‘정체성’의 네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범주의 발견은
외부로부터 주어지거나 외현적으로 파악되는 탈북청소년들의 삶의 영역이기보다, 탈북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해나가는데 중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을 구체화시켰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관련 정책 또한 이를 중심으로 제언되었다.
또한 3차년도 연구는 질적 연구 결과를 탈북청소년의 출생국, 계층, 성이라는 하위범
주에 따라서도 분석하여 하위 범주들이 ‘영역’과 관련하여 미치는 쟁점을 추출하였다. 이
러한 시도는 탈북청소년을 일원화된 정책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
성을 파악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원 정책을 도출해내기 위함이었다.

[그림 Ⅱ-5] 성장단계별 탈북청소년 주요 삶의 영역 (김정원 외, 2018: vi)

3차년도 연구는 1주기 양적 자료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주기 연구에

서 수집된 양적 자료에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에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여 이를 변인
으로 구성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별로 교육적 성장을
위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감소 노력, 개별 탈북청소년의
성장 뿐 아니라 보다 통합된 한국 사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다.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및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연구
이와 같이 진행되어온 1주기 및 2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종단연구는 질적으로, 동시에
종단적으로 다년간에 걸쳐 실시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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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온 여러 조사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 외에도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
모 조사연구로는 크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와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가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연구는 2011년부터 격년으로 탈북청소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2011, 2012, 2014, 2016, 2018년 조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9). 이 조사는 학령기에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로, 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탈북청소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변화가 있는데 2011, 2012, 2014, 2016년에는 북한 출생 학
생들과 제3국 출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수조
사의 대상연령도 8세에서 18세였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서는 북한 출생 학생들로 조
사대상을 한정지었으며, 전수조사의 연령도 만 10세에서 18세로 조정하였다. 조사항목
과 관련하여서도 변화가 있다. 2011년에는 교육상태 및 가족상황, 탈북과정 교육수혜,
교육 및 학교생활, 인구통계상 정보 및 북한 탈북 후 경험을 조사내용으로 삼았고, 2012
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와 유사하나 학교생활 적응 및 인터넷 이용현황, 건강이 새로운
조사내용으로 추가되었다. 2018년에는 전면적으로 조사항목이 바뀌어 입국 전 교육경
험, 교육현황, 학교생활, 진로 및 진학, 신체 및 심리건강, 가정 및 사회생활로 재편되었
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9).
2018년 조사부터 변화된 조사항목은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항목과 교차

되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탈북청소년 실태조사는 양적 조사로만 이루어지는 대규모 연
구로서 이미 설문지를 개발할 때부터 정해진 범주에서 선택하여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탈북청소년의 경험을 지형화하기에는 유용하나, 개별 학생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같은 패널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함으로써 발달
적 단계나 학교급에 따른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종단연구에 비하여 해당 연도
의 통계를 통해 시간에 따른 탈북청소년의 경험의 변화를 미루어 추측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2018년 연구에서부터는 2018년 기준 전체 초·중·고등학교 재학 학생의 60%에
육박하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실태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적응과 비
적응,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해 정량화된 수치로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삶의 정황이나
발달과정에서의 어려움, 표면적인 상황 이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의 질
적 종단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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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경우,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데이터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양계민·박주희, 2013; 김승경, 2013; 양계민 외, 2014a, 양계민 외,
2016).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예비조사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년 동안 종단

적으로 설계되었고, 매년 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패널은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
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총 1,625쌍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부가적으로 실시되었는데, 300명을 조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추가적
으로 출신국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도 2012년부터 서울과 경기권
을 위주로 약 35사례가 실시되어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양계민 외,
2014a; 양계민 외, 2014b).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건강상태, 거주지역), 이중문화
환경(부모의 외국인 여부 등), 언어능력, 학업성취, 심리사회적 적응(자아존중감, 자아탄
력성 등), 가족관계(가족의 지지, 양육태도 등), 사회적 관계(친구, 성인지지자, 거주지역
등), 문화적응(국적 의식, 다문화수용성 등)을 비롯하여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특성(스트레
스 등), 부모의 문화적응 특성, 학교환경(학교의 다문화 프로그램 등)이 학생의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친구 및 교사의 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이다(김승경, 2013: 29-32). 추가적으로 이 연구는 조사결과를 일반 아동 및 청소년
의 발달과 다문화학생의 발달 및 적응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탈북청소년은 소수가 포함된다. 북한이탈주
민은 한국 입국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쪽이 중국 등 제3국
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에서 어머니가 중국인 또는 조선족인 경우는 26.3%, 아버지가 중국인 또는 조선족인 경
우는 0.3%이며, 이들 중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양계민
외, 2012).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두 북한이탈주민일 경우, 또는 둘 중 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지만 다른 한 쪽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한
국문화와는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다문화청소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사는 특징적으로 다문화학생의 학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국적이나 심리상태, 문
화적응정도 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는 우리나라 다문
화청소년의 배경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2016년 연구에 의하면 전체 패널 중,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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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경우는 3.7%,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는 97%가 해당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청
소년의 적응 양상에 미치는 어머니의 효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의 경
우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중국 한족 출신이거나 조선족인 경우가 많다5). 반면,
아버지가 탈북민이고 어머니가 중국 국적을 가졌거나 조선족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
다. 또한 이 조사가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학생은 한국 출생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문
화청소년 종단조사의 연구결과를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입하여 이해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이질적인 문화가 한국의 학교 및 생활 적응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한국어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이들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으로 나타나는 학교적응이 유의
미하게 낮아진다는 것이나(김승경, 2013), 다문화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특수목
적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내용(양계민 외, 2016) 등은 지금까지 진행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구 결과와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종

단연구는 탈북청소년 중에서도 제3국 출생 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
한다고 볼 수 있다.

3

2주기 4차년도 연구의 중심 분석 초점: ‘전환’(turning)의 이론적
배경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4차년도 연구는 분석 초점을 ‘전환’에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3차년도 연구에서 설정한 생애사 연구방법에서 널리 활용되는
Mandelbaum(1973)이 제시한 개념으로서의 전환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 자료를 분석하
5) 탈북청소년 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2016)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탈북민이어서 제3국 출생 탈북청
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생 들 중 북한이나 중국 등 제3국에 아버지가 남아있는 경우는 14.7%, 어머니가
남아있는 경우는 1%이다. 또한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97%,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53.2%였다(복수응답 가능). 이는 제3국 출생 학생들의 대다수가 탈북민,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탈북민 아버지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많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제3국 출생 학생들의 아버지 국적이 중국인지 북한인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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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6)7).
먼저 Mandelbaum은 그의 연구에서 생애사(life history) 연구가 생애 주기(life
cycle)연구와 분명한 차별점이 있음을 강조한다. 생애 주기 연구가 사회가 젊은 세대를

해당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화하는 요구에 집중한 연구라면, 생애사 연구
는 이와 달리 개인의 경험과 요구에 집중하여 개인이 사회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집중
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Mandelbaum, 1973: 177). 그리고 그러한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상의 삶 전부를 알 수 없기에 자료화 하는 내용을 선택하
고 해석하는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가 제시한 영역(dimension, 3차년 분석 초
점), 전환(turning, 4차년 연구 분석 초점), 그리고 적응(adaptation, 5차년 분석 초점)의
개념이다.

가. 전환의 개념과 유사 개념
전환의 개념은 한 사람의 인생의 주요 시기가 그가 경험한 전환(turning)과 전이
(transition, 또는 변화)들로 이해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전환은 한 사람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거나, 새로운 자의식
을 획득하는 것으로 성취될 수 있다(Mandelbaum, 1973: 181). 따라서 전환은 결혼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 사건이나 경험인 ‘전환점(turnings point)’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사
람이 노화가 되듯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다. 동시에 전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에 입학하는 것처럼 시간상 예정된 사건일 수도 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갑자
기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사건이 없었다 할지라도 깨달음 등을 통해 스스로 무엇
인가를 느껴서 개인의 전환이 생기기도 하고, 사회역사적 일로 사회 전체가, 혹은 장례
등과 같이 가족이 함께 전환을 경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전환은 긍정적이기만 한 것
이 아니며, 부정적인 전환도 존재하여 개인의 삶의 방향을 갈등이나 위기로 빠뜨릴 수도
6) Mandelbaum(1973)이 생애사 연구법으로 제시한 영역, 전환, 적응의 개념은 3차년도 연구(김정원 외,
2018)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전환 개념에 집중하여 서술하였다.
7) Mandelbaum은 간디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생애사 연구방법을 구체화 했다. 그는 간디의 자아개념의
형성을 그가 경험한 유년기의 인도, 학창시절을 보낸 영국, 정치가로 활동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년에
민족적 지도자로서 돌아온 네 가지 상이한 지리적인 장소에서의 삶의 궤적의 영역(dimension)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Mandelbaum은 간디의 민족주의적인 전환(turning)을 강조한 자서전들이
이 네 가지 영역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Eder, 2000: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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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ampson & Laub, 1993). 이와 같이 그 형태는 다양하나, Mandelbaum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개인은 전환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변화하며, 전환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방
식이나 행동이 이전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개인의 역할, 사회적 관계, 그
리고 자의식의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개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Mandelbaum, 1973: 181).
Mandelbaum이 논의한 전환과 관련된 유사 개념들은 생애사 연구, 행동발달학, 인지심

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민과 사회통합에 대하여 연구
한 Wingens와 그 동료들(2011)은 전환점(turning point)을 생애주기연구(life-course
research)에서 중요한 분석지점으로 강조하였다. 이들은 개인 삶에 있는 여러 변화 중에서

도, 사회적 구조와 소속 기관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변화, 즉 인생
궤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을 전환점으로 설명한다(Wingens et al., 2011: 15-16).
전환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이(transition)와 궤적(trajectory)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
요가 있다. 궤적을 인생을 관통하는 여러 개의 발달선이라고 생각할 때, 이는 직장생활,
결혼, 부모역할, 범죄행위 등의 장기적인(long-term) 행동패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Elder, 1994). 반면, 전이는 그 궤적 안의 짧은 기간의(short-term)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새로운 직장의 시작이나 결혼식, 임신, 감옥에 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인생의 궤적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전이적 사건들(transitionary events)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전환(tur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Enz와 Talarico(2016) 역시 전환과 전환점, 전이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환이 개인의 삶에서 방향이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면, 전환점은 그것이 일어나게 된 구
체적인 순간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또한 전이(transition)는 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 하
나의 사건이나 삶의 한 시기에서 다음 사건이나 시기로 옮겨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
서 개인이 가족, 기관, 연령 등 사회적 구조의 단계를 옮기는 데 초점을 둔다.
Rutter(1996) 역시 전환과 전이를 달리 개념화한다. 그는 전이는 반드시 삶의 궤적을 변

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이 인지적 역량이 변화하는
것도 전이의 한 양태이지만, 그것이 삶을 장기적이고 전면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
에 전환(turning)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이보다는 전환이야말로 개인 삶
의 중요한 변곡점이며 심리적, 행동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다(Rutter,
1996: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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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생애사 연구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한
전이(transition)는 전환(turning)을 일으킬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전환
을 일으키는 전환점으로 전이가 역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들은 결
국 삶의 궤적을 예측할 수 없이 변화시키는 요소로, 개인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전환의 종류
Pinder은 Denzin의 전환점 연구를 범주화하여 그 특징에 따라 전환점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하였다(Denzin, 1989; Pinder, 1994: 212-213에서 재인용). 먼저 첫째는 주요
(major) 전환점으로서 이 전환점 이후의 삶은 다시는 이전의 삶과 같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위기의 전환점으로, 심각한 질
병의 발견과 같이 ‘이전의 나’와 같을 수 없다는 감정을 일으킬 만큼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누적적(cumulative) 전환점으로, 이는 한 사람의 생에서 지속적으로 경
험한 것이 축적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기제로 역할하거나,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
한다. 셋째는 작은(minor) 전환점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과 무관하거나 중요하지 않
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커다란 상징적 의미가 되어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을 설명한다. 넷째는 회고적으로 의미있는(retrospectively meaningful) 전환점으로, 연
구참여자가 현재에서 스토리텔링을 계속하며 과거의 사건을 재구조화, 재배치하는 가운
데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있는
이야기를 찾는 가운데 의미의 교섭과 재교섭을 계속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네 종류의 전환점은 한 사람의 경험을 생애사적으로 이해할 때 독립적인 분석
틀로 작동하기 보다는 동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며, 연구참여자의 삶을 다면적으
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분석틀로 Denzin의 전환점에 대한 해석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연구참여자의 전환 경험을 카데고리화하여 분절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다양한 종류
의 전환점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으로서의 전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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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과 생애사 연구방법
전환, 또는 전환점은 생애사 연구에 적합한 분석틀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과거 경
험에 대한 시간적 회귀는 생애사 연구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Abbott에 따르면
일정한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자신이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시간이 흐른 뒤에 이를 회고적으로 되돌아볼 때 그것이 개인의 삶을 얼만큼 변화시켰는
지 깨닫고 그 전환점을 발견하게 된다(Abbott, 1997: 89; Wingens et al., 2011: 15에서
재인용). 따라서 개인의 삶을 내러티브적으로 분석하는 생애사 연구에서 생의 전환점은
주요한 분석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전환점은 연구참여자 스스로 생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생애사 연
구와 연관이 깊다. 전환점은 외부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로 발견되기도 하지
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가운데서도 발견된다(Wingens et al., 2011: 15). 따라
서 타인의 시각으로 본 개인의 삶의 의미 외에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함께 찾아내기를 강조하는 생애사 연구는(박성희, 2016) 이러한 전환 및
전환점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궤도(trajectory)의 분석틀과 전환을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애
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석틀로서 궤도는 일반적으로 “인과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라 할 수 있는 반면, 전환점은 “인과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Abbott, 2001: 248;
O’Carroll & Gray, 2010: 10에서 재인용). 즉, 궤도는 전환에 비하여 보다 예측가능하

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궤도에 대한 개인의 준비와 기대를 가능하게 하지만,
전환은 개인의 삶에 더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전환점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을 특정 단계들로 구획하는 것이 가능하며(한경혜, 2005: 15)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환은 예측 불가능한 전환들을 경험하는 탈북청소년의 삶을 이해하는데 활용 가능한 분
석틀이라 할 수 있다.

라.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와 분석틀로서의 전환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4차년도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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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elbaum(1973)의 생애사 연구 분석틀 중 ‘전환’을 주 분석 초점으로 삼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환은 생애사 연구에 있어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과 그 이유를 아는데 유용한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전환을 ‘개인의 삶의 뱡항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또한 그러한 사건
을 전환점’으로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사회적 변화나 시간적 변화와 같은 외부적
변화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삶의 방향과 태도
가 변화된 경험을 전환으로 삼는다. 단, 삶의 방향이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만 전환의 사건으로 분석하기보다, 기존의 방향과 유사하더라도 연구참여자가 인지할
정도로 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강화시키는 전환 역시 이전의 삶과 결이 다른 변화로
간주하고 전환의 한 형태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전환을 탈북청소년 연구에 적용하면서 주의해야하는 점은 분석틀로서 전환을
전이(transition)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ampson과 Laub(1993)의 연구는 비
행청소년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결혼이나 취업, 군 입대와 같이 인생의
분명한 전이 경험이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자동으로 인생에서 전환점의 역할을 하지는 않
는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 세 가지의 경험은 여러 성인의 삶, 특히 그들이 연구한 비행청
소년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전환점이다. 그러나 동일한 결혼
이라는 전이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유대관계가 있는지, 애착이 형성되었는지 여
부에 따라 그것이 연구참여자의 삶에 전환점으로서 역할하기도 했고 또는 그렇지 못하기
도 했다. 따라서 인생의 큰 전이 경험이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은 있으나 반드시
전환으로 귀결되지는 않으므로 분석틀로서 전환을 전이와 구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패널 탈북청소년들의 교육과 삶의 경험 가운데 어떠한 전환과 전환
점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의 소속된 국가적 경계(북한,
중국을 포함한 제3국, 한국)나 도시적 경계, 가정의 변화, 개인이 소속한 기관(학교, 보호
시설)의 변화에 따른 전이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Denzin(1989; Pinder, 1994: 212-213
에서 재인용)이 제시한 네 가지 종류의 전환점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환을 주목
하여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적 전이나 공간적 전이, 제도적
(institutional) 전이가 참여자들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되, 그것

이 자동적으로 이들의 삶과 행동의 방향 전환을 이루었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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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개인의 전환경험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분석되기 보다는, 전환이 일어나게
된 개인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고려되었다. 따라서 Denzin이 제시한 다양한
전환점의 종류는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전환을 파악하는 틀
로서 작동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포착되는 전환과 3차년도 연구에서 드러난 삶의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는 5차년도 연구에서 초점으로 삼을 탈북청소년의 ‘적응 전략’ 분
석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경험하는 전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ampson & Laub, 1993), 탈북청소년의 전환에 대한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삶을 깊

이 있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전환을 지원하
고, 부정적인 전환 경험의 파장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이들의 교육
적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4

탈북청소년 대상 생애사 연구

가. 탈북청소년 대상 생애사 연구: 선행연구 개관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 접근의 한계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생애사 관련 연구나 생애사에서의 전환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주
로 이루어지며(Rutter, 1996), 탈북학생 대상으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생애사적 요소를 포함한 형태로 질적 연구를 통해 탈북청소
년들의 삶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먼저 원미순, 유영림, 방진희의 연구(2015)는 학교 밖 탈북청소년들에게 탈북의 의미
와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한 생애사 연구이다. 이를 위해
10명의 학교 밖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회기, 2~3시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Schutze의 생애사 이야기식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3단계 생애사 이야기식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밖 탈북청소년들에게 있어 탈북의 의미는 ‘가족’으로 드러
났다. 가족은 이들에게 탈북의 목적이기도 하고, 비자발적 탈북의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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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한국에서의 삶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한국 사회의 밝은 미래를 꿈꾸거
나,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떠나고자 하거나, 한국 사
회의 성과주의에 따라가지 못해 자신의 삶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아(2014)의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의 경계적 경험과 한국에서의 정체성 재구성 과
정을 생애사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생활한 지 3년에서 9년이
경과한 세 명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
들의 삶이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이주 과정의 연속인 것으로 보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나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삶
이 한국 사회의 질서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거나 동화되는 과정이 아닌, 물리적, 사회적,
정서적 경계를 넘나들며 정체성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임을 드러냈다. 조정아의 연구는 우
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차이의 경계를 드러내고 그 사이에서 경계를 가로지르며 살
아가는 탈북청소년의 존재 양상을 밝힌 연구라 할 수 있다.
전정이와 이은미(2018)의 연구는 탈북청소년 중, 대학생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난 긴장
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9명의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중
국,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하여 Van Maanen이 제시한 시간성과
공간성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독특한 탈북 과정이 생애
과정에 자리하면서 일으키는 긴장감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이자 심리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신체를 통해 드러난 긴장감은 이들의 생애과정에서 형
성된 필사적 방어 전략이며, 생존을 위한 내적 투쟁의 결과인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성공
하기 위한 원동력임이 드러났다. 전정이와 이은미의 연구는 북한에서 탈북청소년들이 겪
었던 감시와 처벌에 따른 긴장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방인으로서
받는 감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위기감 등이 지속된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이 지니는 긴장감의 속성을 밝힌 연구라 할 수 있다.
신영과 임미연(2017)은 탈북청소년들 중 간호사로서의 진로를 희망했던 여섯 명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이자 생애사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문화역사적 시
각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진로선택과정에 대해 이들이 활동하는 사회적 공간을 분석의 중
심으로 두고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이 자주 선택하는 진로 방향 중
하나인 간호 관련 직종에 대해 집중하였다. 연구 결과, 이러한 진로 선택은 탈북청소년들
의 생애사적 경험에 의한 안정화의 전략이자, 진로선택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47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미래를 연결하여 스스로의 역사성을 회복하려는 통합적 정체성 구성의 시도임을 밝혔다.
신영과 임미연의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진로 선택에 내재되어있는 의미와 의도를 이들이
살아온 생애 전체를 통해 해석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유은정, 박명숙, 김찬종(2010)의 연구는 탈북 대학생들의 학습자 정체성 유형을 생애
사적 접근을 통해 탐색하였다. 이들은 연구참여자의 생애 중에서도 북한 이탈과 한국 입
국이라는 결정적 사건에 집중하여 이 사건 이후로 세 명의 탈북청소년들의 정체성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심층면담 외에도
그림, 설문지 등을 이용하여 이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학습자 정체성 유형을 미래 지향형, 현재 만
족형, 과거 성찰형으로 분류하였다. 유은정과 박명숙, 김찬종의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의
생애사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론적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술
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나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 자기소개, 설문지, 생애사곡선
그리기와 자아상 그리기,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기록물, 필름 등의 인공물(artifacts), 관련
자 증언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생애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탈북청소년들을 연구참여자로 하는 연구 외에,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연구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 중에는 주로 탈북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
는데, 한국 입국 후 탈북여성의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전명희, 2017), 중년기 탈북 여성
의 한국에서의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임세영·김재숙, 2017), 탈북 여성의 어머니화 되기
를 초국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의 정치학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이지연, 2018), 탈북 여성
의 생애사를 통해 남북한의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박소연, 2017)
등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도 탈북 청년의 가족관계 경험에 대한 생애사
분석(전명희, 2016), 탈북이주민의 적응과정 경험을 학습생애사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들의 정체성 재구성에 대해 분석한 조정아(2010)의 연구 등이 실시되었다.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탈북청소년들의 삶을 생애사 연구를 통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탈북청소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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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는 생애사 연구가 지니는 회고적 특징으로 인해 아동들에 비해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
사 연구가 더 많이 실시된다는 특징(박성희, 2016; Rutter, 1996)을 반영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참여자들의 탈북 경험을 중심으로 주로 한국에서 어떠
한 정체성이나 심리정서적 특징을 지니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들의 연구는 본 연구와 탈북청소년의 이주 경험을 중심으로 이들의 내러티브에
집중한다는 점, 이들의 정체성이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적응 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분
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 방법 중 Mandelbaum이 제시한 분석틀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한다는 점이
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 중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인 코딩과 주제 추출을 통해 현상학적으로 의미를 도출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하
고 있었고, 일부 연구들은 van Maanen이 제시한 공간/시간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었다(전정이·이은미, 2018).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를 분석하는 다양한 틀
중에서도 전환(turning)에 터하여 분석함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는 등
가시적이고 외부적인 변화에 집중하기보다 그러한 경험과 사건을 통해 개인이 삶의 방향
과 교육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대해 보다 집중하여 분석한다.
둘째는 연구 대상의 폭과 다양성이다. 본 연구는 동시에 총 네 개 패널을 6명에서 10
명으로 운영하고, 패널 내에서도 성별, 북한과 제3국 출신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비슷
한 연령이나 집단 안에서도 하위범주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탈북청소년
생애사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중학생(초6 패널)과 고등학생(중3 패널)을 포함시
켜, 어린 나이에 국가적,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넘은 탈북청소년들의 생애 경험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 패널의 경우, 학생 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도 동시
에 면담하여 다각적으로 학생의 삶과 교육경험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셋째는 연구 기간에 있어서의 차별성이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의 특색을 살려 1주기
연구에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9차례의 면담이 이루어진다. 이는 연구참여
자와 연구자 사이의 신뢰와 라포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패널
탈락과 재구축의 어려움, 연구진의 변화 등의 한계가 있지만 장기간의 추적연구를 통해
생의 단면이 아닌 연속적 측면에서 탈북청소년의 삶을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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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에 비춘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밝혀낸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매 해의 분석 초점은 맥락(2017년)이나 영역(2018년), 전환
(2019년), 적응양식(2020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결국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이라는 큰 주제로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교
육적 성장은 학생의 자신감과 개방적 태도, 몰입, 책임감으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평등과 참여, 귀속(김정원 외, 2016: 207)으로 설명된다. 즉, 학생이 한국 사회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얼만큼 잘 적응하거나 귀속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조율해나갈 수 있는가와 우리 사회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러한 분석적 초점을 통한 함의는 탈북청
소년의 교육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드러낼 수 있다.

5

탈북청소년 질적 연구의 방법상 유의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는 생애사 연구를 비롯한 질적 연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Wingens et al., 2011). 이는 국가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 한 사람의 생
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과,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의 내러
티브를 탐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이주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롭게 터를 잡은 국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살아간다. 본 연구
의 대상인 탈북청소년들도 취약계층으로 여겨져, 많은 정책적 대상이 되곤 한다. 따라서
이들의 삶을 깊이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화, 탈맥락화하지 않고자 하는 윤
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2주기 3차년도 연구에서는 종단적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았고, 더불어 올해 4차년도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쟁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가. 탈북청소년 질적 연구의 쟁점: 대상화와 이름짓기(naming)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 특히 생애사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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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지는 않다. 우선 탈북민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적인 부담감 때문이기
도 하고, 연구참여자가 ‘탈북민’이라는 틀로 불리거나 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각종
조사나 연구에 도구화된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양영자, 2018).
특히, ‘탈북’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한 부담은 이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다(이기영, 2002; 김지수 외, 2017; 김정원 외, 2018). 이는 나에 대한
주체적 태도나 감정, 생각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명명하는 것으로 내 존재가 이름지
어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다. Martin Buber(1970, 이희연, 2017: 10에서 재인용)
는 주체에 의해 대상화된 객체는 주체의 지배를 받는 피동적 존재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수단적 객체로 형상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탈북청소년 연구에서 대상화는
탈북청소년이 주체에서 벗어나 연구자, 또는 타인에 의해 그들이 구성하는 형태의 객체
로 형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Hacking은 그의 연구(2002)에서 사회적 변화
가 만들어내는 이름짓기의 위험성을 논의하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종류
의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범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특정한 사람의 특질이 있어서 범주로 구별한다기보다는, 범주가 있어서 그
러한 사람이 ‘만들어지는(make up)’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청소년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대상화와 이름짓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노력은 여러 형태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는
전문가주의적 입장에서의 진단을 보류하는 것이다(임정현, 2012). 물론, 법적인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이 사용되고 있고, 이를 줄여 ‘탈북청소년’으로 명명하는 것 자체를 거부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되어오고 탐구되어온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청소년에 대해 미리 짐작하거나 이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자적인 입
장으로 연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연구참여자 개인의 생애를 탐구하는
가운데 그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범주 안의 다양성을 포착하고, 이를 공통의 성향으로 서
둘러 결론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이자 외부자로서 개인 삶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신 생애의
내러티브를 풀어내는 연구참여자의 해석과 이야기 선택, 드러나는 각 전환의 의미에 대
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 생애사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 방식과
내용을 제한하거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전문가와 비전문가, 연구주체와 객체, 정책적 함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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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해내는 주체와 정책수혜자로서의 이분법적 관계를 지양해야 한다. 연구참여자와 연
구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고, 필요에 의한 부분은 삼각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되 참여자 역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배워나가는 생애사적 학습 능력
(Alheit, 1995: 292, 박성희, 2016: 194-195에서 재인용)을 지녔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나. ‘탈북청소년’ 용어 사용
위와 같은 연구상 유의점에 근거하여, 3차년도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북한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제시한 바 있다(김정원 외, 2018)8). 이는 특히 남
북한 화해 시대에 ‘탈북’이나 ‘북한이탈’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사회
는 적대의 대상이기보다 화해의 대상이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북한을 대하는 분위기
가 무르익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을 이탈했다는 표현으로 청소년을 가리키는 것은
이 단어가 내포하는 떠남과 탈주의 의미로 이들의 북한과 남한을 대하는 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과의 협력 과정에서 그들 체제를 떠나온 탈북민은 정치적으로 다루
기 어려운 주제이기도하기에 더욱 이 용어의 함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가리키는 북한이탈청소년은 법과
행정상 효력이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법령상의 용어가 바뀌기 전에, 이러한 용어로 설명
되고 시행되는 여러 통일부 및 교육부의 정책들을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구의
진행상 연구자들이 이러한 범주화가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나고
이들과 면담할 때, 이 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북한배경청소년’과 같은 대안적인 표현
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면담 중에 직접적으로 연구참여
자를 ‘탈북청소년’으로 지칭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표현도 참
여자가 면담 과정에서 북한을 지칭하며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9). 이러한 노력과 함께 당장의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8) 이와 관련하여, 이기영과 김민경의 연구(2015)에서는 ‘탈북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개념을 포괄
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탈북배경청소년’을 제시하여 기존의 ‘탈북청소년’ 용어가 배제할 수 있는 대상
을 보다 폭넓게 포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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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에 변화를 요청하고 연구의 결과가 함의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탈북청소년 질적 연구와 연구윤리
본 연구는 연령 면에서 면담 대상이 1차면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를 졸업한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질적 연구 진행상 연구윤리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탈북청소년은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이질적
인 공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 가운데 일반적인 이민에 비해 위험하고 트라우마적
인 경험을 하기 쉽다는 점, 그리고 한국 입국 이후에 북한에 대한 배경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질적 연구의 실행 과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이나 청소년, 환자와 같이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연구참
여자로 하는 질적 면담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문제
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고민해왔다(Miller et al., 2012; Seidman, 2006). 예를 들어,
가족의 상실에 대한 질적 면담 연구를 진행한 Rosenblatt(1995)의 경우, 종종 면담참여
자에게 가족의 죽음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치유적인 효과를 가져오거나, 오히
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아닌 가족을 면담할
때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담가가 아닌, 연구자로서 연구참여자와 라포를 형성
해야 하며 연구 과정에서 면담참여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태도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연구자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이 상담사, 교사, 간호사인 경우에 연
구참여자를 치료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Rosenblatt은 면담연구 자체가 가지는 대화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가 상대방의 이야기
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참여자의 감정을 명료하게 이
해하기 위해 다시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연구대상은 계획되지 않은 치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Seidman(2006) 역시 면담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가 치료적이 되어서는 안된
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면담의 목적이 연구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현상을 이해하기

9) 기실 ‘북한’은 한국인에 의해, 한국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을
‘조선’, ‘북쪽’, ‘위쪽’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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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자 스스로가 심리치료를 위해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분히 라포가 형성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관계에서 감정의
표현이나 해소가 일어날 수 있지만, 연구자는 이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음을 인
정하고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유지해야 한다(Seidman, 2006:
107-109).
탈북청소년은 학교성적, 교우관계,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진학에 필요한 정보의 불
충분(김지수 외, 2017; 김정원 외, 2018) 등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 및 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면담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ott과 White(2005, 김정원 외,
2018: 54에서 재인용)는 Rosenblatt(199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요구에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도움을 주기보다 실무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mith(1992)는 연구자는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해야 하
며, 면담 장면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간호사나 의사와 같이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그러한 개입이 보다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반적
으로는 연구자로서 참여자에게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간호
사가 아닌 연구자로서 참여자를 만나지만, 동시에 이들은 연구장면에서도 환자를 보호해
야 하는 전문적 행동 수칙과 의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Holloway & Wheeler,
2002; Shaw et al., 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개입의 장면에서도 역시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Shaw et al., 2010).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교육학 또는 인류학 관련 전공
자이며, 동시에 탈북청소년과 관련한 지원정책이나 관련 연구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특성은 특히 학령기 연구참여자를 면담할 때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로부
터 교육이나 지원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받도록 한다. 면담 장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개입을 최소화해야하는 연구자 윤
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참여자가 접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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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정 방향에 치우치지 않는 평가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제나 자원에 대해
소개해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전환에 대하여 면담을 하는 가운데 참여자가 경험한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 라오스나 태국 등 국경
을 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생사를 넘는 경험을 하며, 그 가운데 가족을 잃거나 가족과
헤어지는 트라우마적 경험을 하기도 한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부모의 별거나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 탈북청소년을
면담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질 때, 연구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위해
더 깊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되새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화
의 주제를 바꿀 수도 있다. Orb, Eisenhauer 와 Wynaden(2001)은 전자의 경우, 연구
자가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참여자의 스트레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힘든 기
억을 직면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치유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취약성과 그 권리
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에게 대화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해 더 질문을 할지, 또는 이에 대하여 대화를
중지할 것인지를 묻고 그 결정권을 참여자에게 주는 것이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에 적합
하며, 필요할 경우 면담 이후의 전화연결이나 방문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탈북청소년은 북한과 한국, 중국이나 제3국의 경계를 넘는다는 특징과 이로써 촉발되
는 가족의 해체와 결합이라는 경험, 또한 청소년기라는 면담 참여자의 연령으로 인해 연
구자의 윤리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활용하는 가운데
삶의 다양한 전환에 대한 대화의 주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면담 장면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인 탈북청소년이 면담 내용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
나 태도를 민감하게 살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언제든 참여자가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내
용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권리와 거부권에 대해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리고 면담 중에도 항상 분명히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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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참여자 현황과 질적 자료 수집 절차

패널 현황

가. 면담참여자 규모
2017년도 2차년도 연구에서 구축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로 구축된 탈북

청소년 패널은 총 35명이었다. 이는 초6 패널 10명, 중3 패널 10명,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당시 학업중단 패널) 5명에 1주기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한 고교 졸업 이후 패널 10
명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2차년도 연구 진행 가운데 실제 섭외를 통하여 구축된 패
널 구성은 계획과는 조금 달랐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은 6명, 고교 졸업 이후 패널
9명이 최종적으로 구성되어 총 35명의 탈북청소년이 참여하게 되었다(김지수 외, 2017:
65). 초중등 학령기 탈북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한 교사와 학부모를 면담에 참여하도록

하여 2017년 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탈북청소년 35명, 학부모 18명, 교사 24명을
포함하여 총 77명이었다(김지수 외, 2017: 65-67).
2018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당초 중학교 1학년이 된 초6 패널 10명, 고등학교 1학년

이 된 중3 패널 10명,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패널 7명, 1주기 연속 졸업 이후 패널 9명
등 총 36명의 탈북청소년 패널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패널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패널을 1명 추가모집하였고, 학령기 학생들은 교사와 부모 면
담도 계획되었다. 그러나 연구 진행 결과, 3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은 총 32
명이었다. 이에 학령기 탈북청소년들의 교사 18명과 학부모 20명이 면담에 참여하여 총
7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6 패널과 중3 패널에서 한 명씩의

연구참여자들은 향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동시에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고교
졸업 이후 패널 중 한 명은 입시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면담 참여를 연기하였다.
2019년 4차년도 연구에서는 당초 초6 패널 10명, 중3 패널 10명, 대안학교 및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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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패널 7명, 1주기 연속패널인 고교 졸업 이후 패널 8명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는 2018년도 연구에서 연구 참여 중단을 통보한 초6 패널 1명, 중3 패널 1명, 연락이
닿지 않게 된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1명을 대신하여 추가 패널을 모집할 계획을 포함
한 것이었다.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잠시 참여를 보류한 고교 졸업 이후 패널은 2019년
도에도 동일한 이유로 면담 참여가 어려워, 2020년도에 연구 참여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추가패널 모집 결과, 중3 패널과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는 추가 연구참여
자를 섭외하기가 어려워 실제 2019년도 5차 면담에는 초6 패널 10명, 중3 패널 9명, 대
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5명, 졸업 이후 패널 7명 총 31명의 탈북청소년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들의 교사나 학부모 중 면담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
18명, 학부모 20명이 참여하여 총 69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 2016년 계획된 패널: 탈북청소년 30명
(총 70명: 탈북청소년 30명, 학부모 20명, 교사 20명)
- 1주기 연속 패널: 고교 졸업 이후 탈북청소년 총 10명
- 2주기 신규 패널: 학생 20명, 학부모 20명, 교사 20명
- 초6: 학생 10명, 학부모 10명, 교사 10명
- 중3: 학생 10명, 학부모 10명, 교사 10명

◦ 2017년 구축 계획 패널: 탈북청소년 35명
(총 85명: 탈북청소년 35명, 학부모 25명, 교사 25명)
- 1주기 연속 패널: 고교 졸업 이후 탈북청소년 총 10명
- 2주기 신규 패널: 학생 25명, 학부모 25명, 교사 25명
- 초6(중1): 학생 10명, 학부모 10명, 교사 10명
- 중3(고1): 학생 10명, 학부모 10명, 교사 10명
- 대안학교 및 학교밖10): 학생 5명, 학부모 5명, 교사 5명
- 2016년에 만들어진 구축 계획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대안학교 및 학교밖 ’

패널이 2017년 2차년도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되어 구축됨
10) 2017년 1차 조사에서 ‘학업중단학생’으로 표현된 패널은 성격상 일반학교에서 나와 대안학교에 재학하
고 있는 학생들이거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2018년 연구부터 이 패널
을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패널로 표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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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실제 면담에 참여한 패널: 탈북청소년 34명
(총 76명: 탈북청소년 34명, 학부모 18명, 교사 24명)
- 1주기 연속 패널: 고교 졸업 이후 탈북청소년 총 9명
- 2주기 신규 패널: 학생 25명, 학부모 18명, 교사 24명
- 초6(중1): 학생 9명, 학부모 8명, 교사 9명
- 중3(고1): 학생 10명, 학부모 9명, 교사 10명
- 대안학교 및 학교밖: 대안학교 학생 5명, 학교 밖 청소년 1명, 학부모 1명, 교사 5명
- 당초 탈북청소년 35명을 구축 계획으로 세웠으나, 면담 부담으로 인해 초6 패널

및 고교 졸업 이후 패널에서 1명씩 면담을 거부하여 최종 패널에서 탈락함
◦ 2018년 실제 면담에 참여한 패널: 탈북청소년 31명
(총 68명: 탈북청소년 31명, 학부모 19명, 교사 18명)
- 1주기 연속 패널: 고교 졸업 이후 탈북청소년 총 8명
- 2주기 신규 패널: 학생 23명, 학부모 19명, 교사 18명
- 초6(중2): 학생 9명, 학부모 9명, 교사 8명
- 중3(고2): 학생 9명, 학부모 9명, 교사 8명
- 대안학교 및 학교밖: 대안학교 학생 5명, 학교 밖 청소년 1명, 학부모 1명, 교사 2명
- 면담 부담 및 참여자 일신상의 이유로 고교 졸업 이후 패널에서 1명이 면담을 거

부하였음
◦ 2019년 실제 면담에 참여한 패널: 탈북청소년 31명
(총 69명: 탈북청소년 31명, 학부모 20명, 교사 18명)
- 1주기 연속 패널: 고교 졸업 이후 탈북청소년 총 7명
- 2주기 신규 패널11): 학생 24명, 학부모 20명, 교사 18명
- 초6패널(현 중2): 학생 10명, 학부모 9명, 교사 8명
- 중3패널(현 고2): 학생 9명, 학부모 9명, 교사 8명

11) 2주기 신규 패널의 경우, 입국한 지 3년 이내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2017년
실제 조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탈북청소년 참여자를 찾기 어려워 입국한지 4년 이내로 조정함. 대안학
교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입국 연도를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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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 5명, 학부모 2명, 교사 2명(현 대안학교 재학

생일 경우 교사 및 학부모 면담 진행, 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 학부모 면담
제외)
- 중3패널은 교사의 면담 거부,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는 학생이 학부모 면담

또는 교사 면담을 거부하여 학부모 면담 대상 4명 중 2명, 교사 면담 대상 3명
중 1명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지 못함

나. 2019년 패널 현황
2019년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5차면담에 참여한 패널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패널 현황
유형*

초6 패널
(2019년
기준 중2)
(N=10)

중3 패널
(2019년
기준 고2)
(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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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출생국

입국
연도

출생
연도

진학 및 현 소속

A1

남자

북한

2015

2004

일반초 → 일반중

A2

남자

북한

2014

2004

일반초 → 일반중

A3

여자

북한

2015

2004

일반초 → 일반중

A4

여자

북한

2013

2004

일반초 → 일반중

A5

남자

중국

2013

2005

일반초 → 일반중

A6

여자

북한

2012

2005

일반초 → 일반중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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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남자

중국

2013

2005

일반초 → 일반중

A9

남자

중국

2017

2004

일반초 → 특성화중

A10

남자

북한

2017

2005

일반초 → 일반중

A11

여자

북한

2017

2005

일반초 → 일반중

B1

남자

중국

2013

2001

일반중 → 특성화고

B2

여자

북한

2014

2001

일반중 → 특성화고

B3

남자

북한

2013

2000

일반중 → 특성화고

B5

여자

북한

2016

2001

특성화중 → 일반고 → 각종학교

B6

여자

북한

2014

2001

특성화중 → 특성화고 → 각종학교

B7

남자

중국

2015

2001

일반중 → 일반고

B8

남자

북한

2013

2001

일반중 → 특목고(마이스터고)

B9

여자

중국

2015

2001

일반중 → 특성화고

B10

남자

중국

2013

2001

일반중 → 일반고 → 특성화고

B4

2017년 2차 면담부터 패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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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성별

입국
연도

출생국

D1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N=5)

진학 및 현 소속

2018년 3차 면담부터 패널 탈락

D2

남자

중국

2009

1999

일반중→대안학교 위탁→
각종학교(졸업)

D3

남자

중국

2011

2000

일반학교→대안학교→일반학교→
자퇴후 검정고시→ 각종학교(고3)

D4

여자

북한

2008

2001

일반학교→대안학교→일반학교(고2)

D5

고교
졸업 이후
패널
(N=7)

출생
연도

2019년 5차 면담부터 패널 탈락

D6

여자

북한

2007

1999

일반학교→대안학교→대학진학→
휴학 중(입시준비)

D7

여자

북한

2016

2002

각종학교(고2)

C1

여자

북한

2009

1996

직업전문학교

C2

남자

북한

2010

1994

사업장

C3

여자

북한

2006

1995

4년제 대학

C4

남자

북한

2009

1996

4년제 대학

C5

여자

북한

2008

1994

4년제 대학, 개인 사정으로 면담 거절

C6

남자

북한

2007

1998

중소기업

C7

남자

북한

2008

1998

대입준비로 면담 거부

C8

여자

북한

2008

1996

4년제 대학

C9

여자

북한

2007

1998

직업전문학교

2019년도 5차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지역별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탈북청소년의 지역별 재
학 현황과도 유사한 비율이다.

<표 Ⅲ-2> 5차년도 면담 참여 패널 특성(지역별)
구분

세부 유형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

계

1주기
연속

고교 졸업 이후

5

2

-

-

-

-

-

-

7

초6 패널(현 중2)

4

3

2

1

-

-

-

-

10

중3 패널(현 고2)

4

2

-

-

-

-

2

1

9

대안학교 및 학교 밖

4

-

-

1

-

-

-

-

5

17
(55%)

7
(23%)

2
(6%)

2
(6%)

0
(0%)

0
(0%)

2
(6%)

1
(3%)

31
(100%)

2주기
신규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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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전국 탈북학생 지역별 재학 현황 (교육부, 2019년 4월 기준)
학생 수

구분

재학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서울

238

193

143

173

78

587

23.2%

부산

57

24

28

32

4

88

3.5%

대구

39

28

16

20

0

64

2.5%

인천

75

67

91

58

4

220

8.7%

광주

54

20

24

33

0

77

3.0%

대전

40

32

14

10

1

57

2.3%

울산

31

26

15

8

0

49

1.9%

비율

세종

5

1

2

2

0

5

0.2%

경기

312

259

224

224

62

769

30.4%

강원

41

20

16

23

1

60

2.4%

충북

56

48

34

15

2

99

3.9%

충남

81

45

40

43

10

138

5.5%

전북

38

13

18

13

0

44

1.7%

전남

35

16

13

15

0

44

1.7%

경북

75

37

21

37

1

96

3.8%

경남

70

37

29

38

1

105

4.2%

제주

19

11

10

8

0

29

1.1%

계

1,266

877

738

752

164

2,531

100.0%

연구참여자들의 성별 및 출생국별 특성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남
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비슷하나, 출생국별로 보면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이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보다 두 배 정도 많다. 중국 외의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은 없었다.
<표 Ⅲ-4> 연구참여자 패널 특성(성별, 출생국별) (2019년 기준)
구분

세부 유형

1주기 연속패널
2주기 신규패널

출생국별

남자

여자

북한

중국

계

고교 졸업 이후

3

4

7

-

7

초6 패널(현 중2)

6

4

7

3

10

중3 패널(현 고2)

5

4

5

4

9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총계

64

성별

2

3

2

3

5

16
(52%)

16
(48%)

23
(68%)

9
(32%)

3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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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의 입국시기별 특성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2017년 신규패널 구성
당시, 초6 패널, 중3 패널의 경우 입국한 지 약 4년 이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도록 기준을 삼았다. 학교 밖 및 대안학교 패널의 경우 입국시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표 Ⅲ-5>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2주기 초6, 중3 패널 입국 시기
구분

2주기
패널
총계
(%)

2

유형

2012년
입국

2013년
입국

2014년
입국

2015년
입국

2016년
입국

2017년
입국

계

초6

1

3

1

2

1

2

10

중3

0

4

2

2

1

-

9

1
(5%)

7
(37%)

3
(17%)

4
(22%)

2
(11%)

2
(11%)

19
(100%)

자료 수집 절차

가. 면담 계획 수립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매년 2회의 면담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중, 탈북청소년은 연 2회에 모두 참여하되 교사나 학부모 면담은 연 1회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교 졸업 이후 패널이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 탈북청소년이 성
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 면담을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거나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도 교사면담을 실시하지 않는다.
2017년도에 탈북청소년 패널 면담이 총 2회(1차, 2차) 실시되었고 2018년도에도 연
2회(3차, 4차) 면담이 실시되었다. 2019년도에는 연 2회(5차, 6차) 면담이 계획되어있으

나, 보고서 작성 일정상 2019년도 보고서에는 1차에서부터 5차에 걸쳐 수집된 면담 내
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12).
올해 실시한 5차면담에서는 탈북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면담을 통해 개발한 반구조화
12) 1주기 탈북학생 교육 종단연구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한 고교 졸업 이후 패널의 경우 생애사 분석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1주기 면담 자료를 분석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65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된 면담질문지에 따라 질문하였으며, 특히 전환을 중심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2019년
도 두 번째 면담인 6차면담은 탈북청소년 패널 본인만을 면담하되, 5차면담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영역에 대해 보충질문하거나 5차면담 이후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참여
자의 삶 전반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연차별 면담 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Ⅲ-6>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면담 조사 계획(김정원 외, 2018: 115 수정보완)
2주기 신규 패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분

초6

중1

중2

중3

고1

1주기 연속 패널
고2

고3

졸1

졸2

졸3

졸4

졸5

대안
학교 및
학교밖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학생은 학년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학년을 표시하지 않음
※ 1, 3, 5, 7, 9차 면담은 매년 실시되는 주 면담, 2, 4, 6, 8차면담은 보조면담

이와 같은 연차별 면담계획을 통해 다룰 주요 분석 초점은 다음의 그림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의 맥락(2차 년도), 주요 영역(3차 년도), 전환(4차 년도),
적응 양식(5차 년도)이며, 6차 년도 연구는 이를 종합하여 탈북청소년 삶의 교육의 핵심
주제 분석 및 이들의 교육적 성장, 한국 사회의 통합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Ⅲ-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차별 연구 초점(김정원 외, 2018: 34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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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담 내용
면담 내용은 2016년에 제시되고 2018년 연구에서 수정, 보완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모형을 활용하여 조사내용을 구성하고, 올 해 연구초점에 따라 연구참여
자별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정하였다.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
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고정 요소
(1차년도 조사)

시계열적 변화
(5년 종단 조사)

개인 배경

환경과 실태

성과

배경요인

가정･부모

학교(직장)･교사(동료)

[개인 정보]

[일반 환경]*

[일반 환경]*

∙성
∙ 출생연도
∙ 출생국

[입국이전 경험]

∙ 입국 전 가족구성
∙ 부모의 교육이력과 직업
∙ 학생(청년)의 교육 연한과
교육경험의 특징
∙ 한국에 대한 사전인식
∙ 한국 입국 연도와 당시
본인과 가족 상황

[자신감]

∙ 거주지 환경과 지역 환경
∙ 가족 구성의 특징
∙ 미입국 가족 상황
∙ 본인과 부모의 종교
∙ 부모배경(국적, 직업, 가계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등)
∙ 부모의 한국 사회 적응 인식

∙ 학교(직장)에 대한 기본 정보
(소재지, 규모 등)
∙ 재학 탈북청소년 수
∙ 학교(직장)환경
∙ 담임교사의 교직경력 및

탈북청소년 지도나 관련 연수
경험**
∙ 교사(동료)의 탈북주민과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
∙ 탈북학생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 여러 가능성에 대한 고려
∙ 차이에 대한 수용
∙ 상황과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가정의 교육지원]*

[지원제도]*

∙ 학업과 직업의 내재적 가치
인식
∙ 학업과 직업에 대한 열정

∙ 자녀교육지원의 특성
∙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
∙ 부모-자녀 관계 특징
∙ 부모의 교육정보 수집 방식**
∙ 부모-교사와의 관계**

∙ 학교(직장) 내 관련 지원활동
현황
∙ 탈북학생 교육 관련 지역 네
트워크 현황(지역 내 지원 프
로그램 현황)

적응

[탈북과정(북한출생)]
∙ 탈북연도와 동기
∙ 동반가족
∙ 탈북경로의 특징
(제3국 체류지역,
체류기간, 체류환경 등)

학생 (교육적 성장)

[심리/신체 건강적응]*

∙ 정신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우울 여부)
∙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수준
∙ 신체적 특징, 신체적 건강 상태

[학습적응]*

∙ 수업태도, 준비, 수업 이해 정
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
식(업무태도, 업무 이해 정도
에 대한 인식)
∙ 학업성취(업무성취) 수준
∙ 학력(직업) 포부수준

∙ 학업(직업활동)에서의 성취 가
능성에 대한 믿음
∙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

[개방적 태도]

[몰입]

[책임감]

∙ 진로에서 예견되는 결과 수용
∙ 자율적 선택과 결정

사회 (사회통합)
[관계적응]*

∙ 친구관계 범위와 질
∙ 탈북자 커뮤니티 참여 현황
∙ 출신 공개여부와 그 이유
∙ 교사(상급자)와의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

[사회·문화적응]*

∙ 의사소통 수준과 특징
∙ 생활문화이해 수준 인식
∙ 진로 탐색 경험
∙ 학교(직장)생활만족 수준인식
∙ 사회 및 학교(직장)의 법과 규
칙에 대한 이해
∙ 한국 생활에 대한 인식

[평등]

∙ 일상생활에서의 배제 경험
∙ 탈북민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

[참여]

∙ 학교 활동(학생회, 동아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
∙ 봉사활동 및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귀속]
∙ 탈북민 또는 탈북민 자녀로서
의 정체성
∙ 한국인으로서의 의식
∙ 한국 학교 및 한국 사회에의
소속감

[그림 Ⅲ-2]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구모형(김정원 외, 2018: 117)
* 초중등 학생의 경우, 본인, 부모, 교사 등 세 차원의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며, 고졸 이상의 경우에는
탈북청소년 본인을 통해 관련 내용 확인
** 기울임 표시의 내용은 초중등 학령기 학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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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별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청소년용, 교사용,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용,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면담 장면에서는 아래 제시
된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활용하되, 모든 내용을 다 질문하지 않고 연구자가 면담의
진행에 따라 심화된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게 하였다. 아래의 면담
질문지는 3차년도 연구부터 매해 동일한 범주의 항목을 질문하되, 면담 내용에서의 변화
를 연구자가 포착하도록 구성되었다. 올해의 면담 질문지 역시 기존의 항목을 유지하되,
전환과 관련된 면담 질문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면담보조용 설문지와 면담 보조
자료인 생애사 그래프 그리기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참여자의 전환과 관련한 주제에 대
해 포착하고 이에 대해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탈북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면담은 학생의 면담 내용
을 다각적으로 분석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면담 시 가능하면
학부모, 학생, 교사의 순서로 진행하여 학생에 대한 사전정보를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획득하고 난 뒤에 학생과 면담하도록 하였으며, 교사는 학생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진행된 1학기 말에 실시하도록 하였다13).

<표 Ⅲ-7> 면담 질문지: 청소년용(학생)
1. 개인 상황
- (지난면담 이후) 건강 상태의 변화
- (지난면담 이후) 그 동안 내게 생긴 중요한 변화
-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설레는 일, 걱정되는 일), 이전 대비 변화
-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 그간의 새로운 경험(여행, 관계, 우연한 만남 등)
2. 가정 및 지역생활
- 가족과 주변 환경의 변화
- 부모님과의 관계 변화, 부모의 역할 변화
-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
- 그동안 가정에서 겪었던 즐거운 일, 힘든 일
- 이웃과의 관계, 학교 밖 주요 네트워크 존재 여부 및 관계
- 지역 기관 프로그램(봉사활동 및 시민활동, 종교활동) 참여 경험과 관심, 변화
- 사교육(또는 지역 공부방) 경험과 변화
-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 지금까지 있었던 역할 변화의 시점

13) 이는 3차년도 연구(김정원 외, 2018)에서부터 시작한 면담 순서이며, 면담참여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최대한 학부모, 청소년, 교사의 순서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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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생활
- 학교생활 일반에서의 변화
- 교우관계에서의 변화
-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변화
- 학교수업에 대한 전체적 느낌과 참여 상황
- 학업(흥미로운 과목/활동, 어려운 과목/활동, 학업에 대한 태도 등)
- 수업 외 학교활동(학생회, 동아리, 학교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
- 그 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즐거운 일, 힘든 일
- 기타 학교생활에서 특이한 점
-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관계와 학업에 있어서 변화의 시점
4. 정체성
-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자아정체감)와 변화
- 출신배경 공개 여부와 그 이유
- 정체성 관련 생각과 태도가 바뀐 시점과 이유
5. 진로
- 진로 계획
- 이제까지의 진로 계획 변화 및 그 이유(정규/대안학교경험, 유의미한 타인, 기타 경험 등)
- 진로 탐색 경험(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과 이전과의 주요 변화
6. 지원 제도
- 희망 지원 제도와 그 이유
7. 전환점 관련 추가 질문
-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사건
- 꿈이나 결심이 바뀐 시점, 그 이유

<표 Ⅲ-8> 면담 질문지: 청소년용(취업자)
1. 개인 상황
- (지난면담 이후) 건강 상태의 변화
- (지난면담 이후) 그 동안 내게 생긴 중요한 변화
-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설레는 일, 걱정되는 일), 이전 대비 변화
-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 그간의 새로운 경험(여행, 관계, 우연한 만남 등)
2. 가정 및 지역생활
- 가족과 주변 환경의 변화
- 부모님과의 관계 변화, 부모의 역할 변화
-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
- 그동안 가정에서 겪었던 즐거운 일, 힘든 일
- 이웃과의 관계, 학교 밖 주요 네트워크 존재 여부 및 관계
- 지역 기관 프로그램(봉사활동 및 시민활동) 참여 경험과 관심, 변화
- 사교육(평생교육) 경험과 변화
-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 지금까지 있었던 역할 변화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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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생활
- 직장생활 일반에서의 변화
- 동료관계에서의 변화
- 상급자와의 관계에서의 변화
- 직장 업무에 대한 전체적 느낌과 참여 상황
- 업무활동: 흥미로운 활동, 어려운 활동, 업무에 대한 태도
- 수업 외 직장활동: 학생회, 동아리,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
- 그동안 직장에서 겪었던 즐거운 일, 힘든 일
- 기타 직장생활에서 특이한 점
- 지금까지 직장에서의 관계와 업무에 있어서 변화의 시점
4. 정체성
-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자아정체감)와 변화
- 출신배경 공개 여부와 그 이유
- 정체성 관련 생각과 태도가 바뀐 시점과 이유
5. 진로
- 진로 계획
- 이제까지의 진로 계획 변화 및 그 이유 (정규/대안학교경험, 유의미한 타인, 기타 경험 등)
- 진로 탐색 경험(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과 이전과의 주요 변화
6. 지원 제도
- 희망 지원 제도와 그 이유
7. 전환점 관련 추가 질문
-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사건
- 꿈이나 결심이 바뀐 시점, 그 이유

<표 Ⅲ-9> 교사용 면담 질문지
1. 교사에 대한 일반 정보
- 교직경력
- 탈북청소년 지도 경험/ 연수 경험
-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심 정도
-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2. 탈북학생 관련
- 학생의 학교생활 일반(학업, 태도, 교우관계 등) 및 학기초와의 변화
- 학생의 특성(고유한 특성, 일반한국학생이나 다문화학생과의 비교에 의한 특성)
- 학생 지도의 보람 혹은 어려움
- 학생의 가정환경에 대한 파악
3. 탈북학생 학부모 관련
- 학부모 상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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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특징
- 일반 한국학생 가정과의 차이점 여부
4. 탈북학생 지원에 대한 제언
- 학생이 받고 있는 교육지원 상황
-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평가
- 지원제도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제언

<표 Ⅲ-10> 부모 및 법정대리인용 면담 질문지
1. 학부모 자신
- 건강
- 지난 면담 이후 내게 생긴 변화
- 지난 면담 이후 가족에게 생긴 변화
-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 (설레는 일, 걱정되는 일)
- 학부모의 사회적 관계, 지지집단
- 앞으로의 계획
2. 자녀
-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변화(학업, 교우관계,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등)
- 자녀에 대한 현재 자신의 역할과 이제까지의 변화
- 현재 자녀와의 관계: 어려운 점, 이전과의 차이
- 현재 자녀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전과의 차이
- 현재 자녀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전과의 차이
- 학교 선생님들과의 소통(가정통신문, 상담, 학교행사 참여 등)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관련 정보 수집
- 자녀의 학업 관련한 고민이나 생각
- 지금까지 자녀가 이전에 비해 학업이나 관계, 정체성 면에서 변화되었다고 느꼈던 시점
3. 정체성
-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자아정체감)
- 출신배경 관련 자녀와 자신의 인식 차이
- 자녀 출신배경 공개 여부와 그 이유
4. 진로
- 자녀 진로에 대한 기대
- 자녀의 진로 탐색 경험(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잘하는 일)
- 자녀의 진로 계획과 이제까지의 변화, 그 이유
5. 지원 제도
- 희망하는 지원 제도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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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담 방식
면담을 실시하면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학생-교사 순으로 면
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일정 조정이 어려워 학생과 학부모를
같은 날 면담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2주기 1~4차 면담 자료에 기초하여 학
생 면담을 준비하였다.
또한 학교 차원의 접촉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3차년
도 연구와 동일하게 면담 추진을 학교를 통해 하지 않고, 학생 개인별, 학부모 개인별로
연락을 취하여 면담 일정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면담 일정을 약속한 경우에도 계획대로
면담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학생의 경우,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도 있었으며, 당일이나 전날 급히 약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 면담도 이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다.
면담은 연구진과 현장연구원이 복수면담자로 연구참여자와 만나 진행하였다. 이 과정
에서 참여자가 두 명의 면담자와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동등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도
록 면담 시 두 명의 면담자와 연구참여자가 삼각형을 이루어 앉도록 하였다14). 단, 교사
면담은 연구진과 교사 두 명으로 1대1 면담을 진행하였다.
올해 면담을 실시하는 가운데 일부 탈북청소년이 부모와 연구진의 면담, 또는 교사와
연구진의 면담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면담내용에 대해 학부모가 알게 되
거나, 학생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연구진과 면담하는 것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불편함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본 연구진들은 청소년의 면담 거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해당 사례
의 경우 학부모 면담 또는 교사 면담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시되지 않은
면담은 학부모 2회, 교사 1회가 있었다.
▢ 면담 시간
학부모 면담과 청소년 면담은 약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되었다. 3차년도 면담에 비
해서 4차년도 면담인 올해는 청소년과의 면담시간이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추세를 보였
1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3차년도 보고서(김정원 외, 2018)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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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원인은 청소년과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진과의 라포가 더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생의 다양한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참여자의 해
석이나 생각, 기억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2차년도 연구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초6 패널 참여자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채로워지
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범위가 넓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2차년도 또는 3차년
도에 비해 높아진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중국 출생의 학생들의 면담 시 표현
이 더 풍부해진 것도 면담 시간이 늘어난 이유로 볼 수 있다.
학부모 면담의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교사와의 면담 시간에 비해 비교적 긴 2시간 내
외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내용에 있어서 일부 학부모의 대답은 같은 사건에 대한 회상
이나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회상의 측면에서 이전 년도의 면담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
였다.
교사 면담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주로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 연
구자가 학교로 찾아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교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면담의 취지를 이
해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면담시간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
▢ 면담 장소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면담참여자가 선호하거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면담 장소를
정하였다. 대부분 집 근처 사설 모임장소를 활용하거나, 카페 등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가능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만한 곳
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나,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사례별로 가능한 장소의 환경이 다양
했다. 집에서 면담을 실시할 경우, 대화 내용이 집 안의 다른 가족에게 들리지 않도록
면담 참여자가 원하는 공간에서 최대한 문을 닫고 실시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면담을
실시할 경우 교사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의식하여 면담 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교를 면담장소로 정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고려하였으며, 기숙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기 중 면담만 가능할 경우에는 상담실과 같이 면담에 방해되는 환경
을 최소화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부모의 경우도 학생과 유사하게 참여자가 선호하는 집, 모임공간, 또는 카페에서 면
담이 진행되었다. 교사의 경우에는 모두 재직하는 학교에서 면담이 진행되었고, 면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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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다른 선생님에게 들리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사
전에 양해를 구하였다.

라. 면담 보조자료 활용
1) 성찰일지

본 연구는 면담 보조자료 중 하나로 성찰일지를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에 참여하는
탈북청소년들 중 면담 환경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연구자와의 충분한 라포 형성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 경우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한 5차 면담이 이루어지
는 4월과 5월 이후에 떠오르는 생각을 전하고 싶을 경우, 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연구
참여자와 글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성찰일지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성찰일지의 기본적인 형태는 일기 또는 키워드에 의한 짧은 서술문이며, 성찰일지를
위해 따로 마련된 온라인 공간에 작성하되 내용은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에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지만 최대한 연구참여자의 거부감을 줄
이고자 작성인 란에 별명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별명을 연구자에게 별도로 알려주도
록 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온라인 성찰일지와 유사하게 온라인 웹사이트
에 자율적으로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도록 하되, 면담의 예를 제시하여 작성 범위나 내용
을 제한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유로운 포맷을 사용하였다.

1. 이름: (별명을 기입해주세요, 별명은 면접원 선생님에게만 알려주세요)
2. [못다한 이야기] 작성 방법
- [못다한 이야기]는 면담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면담 때 못다한 나의
이야기, 면담 이후에 생긴 일 등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림 Ⅲ-3] 성찰일지 [못다한 이야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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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사그래프 그리기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사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사 연구의 특성상 청소년들은 삶의 전환과 전환점을 포
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이를 가시화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생애사그래프 그리기 활동을 면담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도구의
작성방법은 면담 중간에 연구자가 가상 인물의 예시를 보여주며 설명하도록 하였다. 생
애사그래프의 작성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생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돌아보도
록 하고, 자신의 주요 변화를 원하는 만큼의 높낮이를 지닌 점과 선으로 표현하도록 하였
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 감정이나 인생 방향의 변화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정도가 다양하
였다. 이 자료는 수치화하여 분석하거나 일원화된 패턴을 그려내는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활용되지 않았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보조적인 도구로서의 목적
으로만 사용되었다. 동시에 연구자는 그래프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설명을 들으며 탈북청
소년 개인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전환에 대해 이해하며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참여자가 그린 생애사그래프는 전환 관련 코딩 및
맥락 이해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림 Ⅲ-4] 생애사그래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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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담 보조용 설문지
2주기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설계에서부터 면담 보조용 설문지를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면담 보조용 설문지를 통해
연구자는 면담자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최근 연구참여자가 느끼는 스트레
스나 우울 여부와 같은 심리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면담에서
추가 질문을 생성할 수 있다. 동시에 매년 유사한 내용의 설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통
응답 내용에 대한 참여자의 환경, 심리, 학습과 관련하여 종단적 변화를 포착할 수도 있다.
면담 보조용 설문도구는 2주기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도구(김정원 외, 2018: 121)를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은 입국 이전 거주지나 탈북시기와
같이 반복되는 질문은 제외하고 건강상태, 학습, 관계, 진로탐색 등의 항목만 포함하여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용, 고교졸업자용,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용, 교사용으로
연구참여자 유형에 따라 달리 개발하였다. 또한 중국 등 제3국에서 지낸 기간이 오래되
어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들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설문지
를 준비하여 편의에 의해 선택적으로 조사언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Ⅲ-11> 면담 보조용 설문 내용(청소년: 중·고등학생)
영역
개인정보
일반 환경
가정의 교육 지원
심리･신체, 건강
학습

항목
학교, 학년, 이름
성별, 연령
가족 구성의 특징
미입국가족의 상황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
신체적 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우울 여부
수업 태도, 수업 준비, 수업 이해 정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
친구관계 범위와 질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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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면담 보조용 설문 내용(부모/법적대리인)
영역

변인
자녀 이름

개인정보

성별
연령, 출신 지역
거주지와 이사 횟수
공동체 생활(종교,지역)

일반 환경

직업(현재)
가계소득
학생의 건강 상태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

가정의 교육 지원

자녀교육지원 및 정보획득의 특성
학생-학부모 관계
학부모-교사 관계

<표 Ⅲ-13> 면담 보조용 설문 내용(교사)
영역

변인
성별

개인정보

연령
교직경력, 담당학생 이름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 (소재지, 규모 등)

일반 환경

재학 탈북청소년 수
교육 복지 환경 (교육복지학교 여부)
담임교사의 탈북청소년 지도 경력과 관련 연수 경험

학습

학생의 수업 태도, 준비 상태, 이해 정도와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신체 건강

학생의 신체적 특징, 신체적 건강상태

관계

학생의 친구관계 범위와 질

지원 제도

학교 내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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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면담 보조용 설문 내용 (청소년: 고교 졸업 이후)
영역

세부 영역

변인
소속기관

개인정보 및 일반환경

이름, 성별
부모소득
가족유대감

가정의 지원
심리적 지지 가족
공통

신체적 건강 상태
심리･신체, 건강
정신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우울 여부
관계

친구관계 범위와 질

사회･문화

진학･진로계획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

장래 직업
장래 희망직업과 이유
취업하려는 이유
취업
준비생

취업 준비 현황

진로 선택 관련 경험
취업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수업에서 토론 및 발표 참여

학습

학업 관련

대학생
팀 프로젝트 참여
대학생활에서 어려운 점

학습, 관계, 재정, 사회 등
직장 선택 방법, 경로
직장 선택 이유
직장생활 만족도

취업자

직장 생활 적응
직무 적합도
직장생활 중 어려움
직장생활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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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패널 유지 방안 구안
패널별로 다년간 이루어지는 종단연구의 특성상 패널 탈락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패널 탈락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패널 유지 방안을 구안하였다. 패널 유
지를 위해서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명절과 입학, 졸업과 같은 시기에 카드를 발송하거
나 기념품을 발송하고, 학생용으로 별도의 면담 답례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널
탈락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라포 형성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실시하는 면담은 면담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의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인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참여자의 삶과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녹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참여자가 이에 대해 답하는 방식의 면담은 면담 참여
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부담이 크다. 물론 종단연구의 특성상 지난 1에서 4차면담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라포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삶의 주요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야하는 올해 연구는 청소년과 연구진 사이의 충분한 라
포 형성이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흔쾌히 동의할 경우 면담 전후 연구진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대화
시간에는 면담을 진행하거나 녹음을 하지 않았고, 편한 환경에서 연구진과 연구참여자가
다음 면담 일정에 대해 계획하거나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구진 워크숍 및 협의회 실시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연구진 워크숍 및 협의회를 자료 수집 전과 수집 과정
중, 수집 후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초반에 이루어진 연구진 워크숍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면담 준비를 위
한 사전 준비였다. 함께 면담하는 면접원과 연구진이 소그룹으로 모여 5차 면담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이슈를 공유하고, 지난 1차에서 4차 면담 내용을 읽고 개별 면담
사례에 대해 논의하며 면담질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대그룹으로 전체 연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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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원이 모여 5차 면담을 앞두고 협의해야 할 면담상의 유의점을 토의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2019년 연구의 초점인 전환과 관련하여 공통된 이해를 돕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며, 1차에서 4차
면담 내용을 전환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면담 진행 중에는 지속적으로 공동연구진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공동연구진 협의회에
서는 연구자들과 면담자들이 면담 상황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면
담 진행상의 어려움이나 사례별 특이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면담을 실시해야 할지 의견을
공유하였다. 또한 질적 종단연구에서 제기되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순차적으로 완료된 면담 내용 공유 및 분석 방향에 대하여 회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자신이 면담하는 패널 외에도 전체 패널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패널의 분석이 전체 연구 맥락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
였다.
면담 이후에 실시한 연구진 워크숍에서는 질적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먼
저 수집된 질적 자료의 1차 분석 이후 코딩 내용에 대해 사례별 및 패널별로 공유하고
분석 내용을 상호 검증하며 분석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시에 1차 보고서 작성 내
용을 상호 교차해서 읽고 토의하며 패널 간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였다. 또
한 출생국, 가정환경, 성과 같이 탈북청소년 집단 내부에 드러나는 다양한 특징에 따라
달리 드러나는 전환에 대해 횡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 집중 면담 조사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전환과 관련하여 집중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탈
북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5차면담을 진행하였고 도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탈북청소년 삶의 전환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교육 및 삶에서의 전환과 관련한 지원 과제 및 탈북청소
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탈
북청소년 학업지도 및 생활지도 전문가 집단과 탈북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 집단을 대상
으로 9월 중 두 차례 집중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는 각 전문가 집단별로
분석한 후, 공통요소를 추출해내어 탈북청소년 전환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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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성장단계별로 드러나는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전환에 대하여 패널별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4차년도 연구가 진행되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초6 패널, 고등학
교 2학년이 된 중3 패널, 1주기부터 연구에 참여해서 현재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이 된
고교 졸업 이후 패널, 그리고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 대한 패널별 분석이 실시되었
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경우 2018년에 실시된 3차년도 연구에서 학교에 재학하
고 있지 않은 연구참여자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을 알려와, 대안학교 사례만 포함되었다15).
면담 보조 자료 중 모든 연구참여자가 생애사그래프를 그렸고 이는 자료 분석의 결과로
활용되었으나 많은 그래프는 학교 이름이나 지역명,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단어 등 학
생의 배경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식들이 많았다. 따라서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사례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담았다.

1

초6(중2) 패널

가. 패널 현황
2017년에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패널 구축 당시 총 10명으로 출발한 초6

패널은 2019년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다. 2018년에 1명(A7)이 탈락하여 총
9명이 되었으나 2019년 추가 패널 모집을 통해 한 명(A11)이 보충되었다. 탈락한 패널
(A7)이 여학생이었음을 고려하여 추가된 연구참여자인 A11도 여학생으로 섭외하였다.

15) 본 장의 서술 중 큰따옴표로 표시된 내용은 1차에서 5차까지의 면담 내용에서 직접 인용된 것이다. 2차
년도 보고서(김지수 외, 2017)는 1차 면담, 3차년도 보고서(김정원 외, 2018)는 1~3차 면담, 4차년도
보고서는 1~5차 면담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매년 주제에 따라 코딩이 달리 이루어지므로 일부
인용문은 이전 년도 보고서와 중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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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은 북한 출생으로 수도권에서 일반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현재 어머니와 거주하

고 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서 학생과 어머니에 대한 첫 번째 면담이 완료된 상태
이며, 패널이 뒤늦게 추가된 관계로 일정상 교사 면담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대다수 패널의 경우에는 2018년과 비교하여 각 패널의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
다. 다만 A6의 경우 거주구성이 조금 변화하였다. 원래 가족은 어머니, 여동생, 본인 등
총 3명이지만 A6과 여동생이 “아빠”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최근까지 지방에
서 일하며 주말에만 함께 지내다가 이제는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A6의 집에서
함께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다.
A4의 경우에는 2017년 본 연구 출발 시부터 어머니 면담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본 연구에 참여했고 올해도 A4의 어머니는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 2019년에는
A4의 담임교사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4월 A4 담임교사는 병으로 수술을 하게

되어 1학기말까지 병가를 내게 되었다. 이 기간에 기간제 교사가 A4의 학급을 맡았는데
이 교사는 A4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 연구의 면담을 거절하였다.
학교에서는 A4 담임교사가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을 허락하면 연구자에게 연락을 주겠다
고 했으나 이후 연락을 받지 못하여 A4와 관련된 내용 중 2019년 자료는 A4 본인 면담
에만 의존한 것이다.
일부 특수한 상황인 A5와 A11(신규패널)을 제외하고는 모든 초6 패널(현재 중2)에 대
한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면담이 실시되었다.

<표 Ⅳ-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의 초6(중2) 패널 현황
사례

성별

출생국

입국
연도

출생
연도

현 소속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남
남
여
여
남
여
남
남
남
여

북한
북한
북한
북한
중국
북한
중국
중국
북한
북한

2015
2014
2015
2013
2013
2016
2013
2017
2017
2012

2004
2004
2004
2004
2005
2005
2005
2004
2005
2005

일반중
일반중
일반중
일반중
일반중
일반중
〔2017년 2차 면담 부터 패널 탈락〕
일반중
특성화중
일반중
일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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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가족 형태)
모, 본인
부, 본인
모, 본인
모, 본인
부, 모, 형, 본인
모, 여동생, 본인
부, 본인
누나, 본인(기숙사), 모(가정)
모, 본인
모,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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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별 전환 분석
1) A1

◦ A1의 생애사
A1은 2015년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다. 북한에 있을 때 가정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학교 성적도 좋은 편이었다. A1은 북한에서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탈북하였으며, 정착 과정에서 먼저 탈북하여 한국에 와 있던 큰외삼촌과 사촌 누나
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별히 A1은 사촌 누나에게 많은 조언과 보살핌을 받았으며,
둘 사이의 관계는 각별하였다. 사촌 누나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고, 한
국에서 와서는 명문대에 진학하였다. A1은 사촌 누나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의 모습을
보며, 누나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A1의 어머니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지병이 있어서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

황인 까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A1의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A1 또한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A1은 북한에서는 물론 한국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도 공부를 잘하고자 열
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그
럴 수 없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 직면하게 된 ‘자유학기제’는 A1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주었다. 수
행평가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A1
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었다. 심적으로 더욱 힘들었던 것은 수행평가가 조별 활동으로
진행되는데, 이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해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었다. 이
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역복지관과 담당형사의 소개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반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기쁨도 맛보았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치른 첫 시험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얻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다
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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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흐르며 전환되는 북한에 대한 인식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는 과거의 삶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재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 체제와 그 속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재인식과 재해석은 현재 한국에서의 삶의 의미
를 깨달아갈수록 달리 일어나며, 그 결과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도록 한다. A1
은 북한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밖에서 놀다가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며” 즐겁게 귀가하던 학생이었다. 오히려 한국에 처음 와서 학교생활을 시작했을 때,
공부에 대한 압박과 학원에 다니느라 자신과 놀 수 없는 친구들 때문에 “심심해서” 북한
이 그립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학생이 된 이후 A1은 북한 사회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A1은 남북한 화해의 상징이 되는 성과(올림픽 단일팀, 개성 공단)들에 대해 북한이 남한

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북한은 “착한 척”을 하고 있는 것이며 훗날 “등을
돌릴 것”으로 보았다. 북한에 살았을 때에는 “충성심 가득하여” 보지 못했던 점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탈북 직후 받은
국정원에서의 교육과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얻게 된 다양한 정보,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는 법이나 규칙들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시작된 것이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남한 사회를 바탕으로 북한을 다시 조망할 때, 사람들을 총살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던 A1의 북한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이 이러한 생각을 강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국정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고 하면서 ‘아, 북한이 안 좋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야?
A1: ‘속았다.’
연구자: 속았다. 근데 이제 나와서 ○○가 직접 살아보니까, 어때? 남한에서 살아보니까 국정원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아, 역시 저기가 안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A1: [끄덕임]
연구자: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야?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게.
A1: 법이 좋아요.
연구자: 어떤 법이?
A1: 그러니까 힘 센 사람들을 막 그런 거. 북한이면 (불가능한) 그런 거.
연구자: 힘센 사람 감옥에 들어가는 거?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게?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도 감옥에 가는 거, 이게 좋다?
A1: 북한에는 아무리 좋은 짓을 해도 충성심이 없으면 다 총살당하고 이러니까.
(2018년 3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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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면서 A1이 새로 경험한 법이 지배하는 사회,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
하다는 원칙은 A1에게는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런 원칙이 통하는 한국 사회를 알
아갈수록 법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A1에게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북한은 A1이 한국 사회에 점차 적응하면서 그 인식이 전환되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북한 사회를 현재 한국 사회에 비추어 평가하는 과정
이 있었다.
◦ 회장 선출 경험으로 얻게 된 자신감
A1은 한국에 온 직후 한국 사회에 많은 이질감을 느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TV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 다 저렇게 잘 사는구나. 거기 가면 우리도 저런 집 받겠네”라고 생
각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좋은 집이 제공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
을 사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방과 후 학원으로 향하는 친구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함께 그들은 자신과는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이질감’과 ‘소외감’의 부정적 감정은 A1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급 회장으로
선출되는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연구자: 회장 경험이 ○○한테 남긴 건 뭐야?
A1: 반장이요? 그냥 한국에 와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한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2019년 5차 면담)

학급 회장으로 선출된 경험은 A1에게 일종의 ‘비주류’에서 ‘주류’로의 편승을 의미하
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그것은“북
한에서 온 한국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과거의 자신에게서 “북한에서 온”
이라는 단어를 도려내어 “한국 사람”으로 존재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학급 회장이 수행하는 역할은 A1에게 어려운 것이었다. 특히
교실에서 아이들을 정숙시키는 일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반 대표로서 전체 학생회
회의에 참석하여 예산안을 짜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이었다.
학급 회장 선출에서 얻어진 자신감은 A1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마음먹는 용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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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 아직은 중학교 2학년이지만 향후에 대학교도 탈북자 특별 전형(정원외 특례입
학)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남한 학생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떳떳하
게 입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걔네(보통 한국 학생들)는 실력으로 (대학에) 온 거라면 저희(탈북 학생)는 그냥 간 거잖아요. 기업
에 취직하려고 지원서를 작성해서 내면 (기업에서) 저희는 혜택으로 대학에 간 거라고 말할 거 같아요.
저는 떳떳하게 제 실력으로 왔다고 말하고 싶어요.
(2019년 5차 면담)

자신도 평범한 한국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학급 회장 선출의 경험
은 A1의 마음속에 탈북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떳떳하게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자리 잡도록 하였다. 이제 A1은 2학년이 되어서 다시 한 번 회장
선거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 전환의 동력이 되어준 사촌누나의 존재
A1의 사촌누나는 A1보다 먼저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해 있었다. 그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영재학교인 제1중학교에 다니던 수재였고,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
여 명문대에 다니고 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동아리 회장은 물론, 인권 관련 국외 행사
에 한국 대표로 뽑히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누나는 A1의 공부,
학교생활, 친구 관계 등에 조언을 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다. A1에게는 “목표
가 누나” 였으며, “누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같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A1의 희망이었
다. 사촌 누나는 매년 열리는 대학 축제에 A1을 초대하여 대학에 대한 동경을 유지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A1에게 있어서 사촌 누나는 동기 유발의 원천이었으
며, 이상적인 롤 모델이었다.
연구자: 근데 어쨌든 계속 유발시키는 요인이 있어? 원인이라든가. 생각하기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A1: 엄마보다는 누나를 기쁘게.
연구자: 어, 누나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정말 크구나. 북한에 있을 때도 누나랑 같이 살았지? 누나
여기 오기 전에. 그때부터 누나를 엄청 따랐어?
A1: 네.
(2019년 5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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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이 한국 사회에 대한 강한 적응 및 성공 의지를 보이는 데에는 견고한 토대로 역할

하는 ‘가족’이 있다. 사촌누나는 A1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태양’과 같
은 존재이고, A1의 어머니는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이 있으나, 다른 탈북 학생들의 학부모들에 비해서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보호자였다. 또한 큰 외삼촌은 인자함과 따뜻함으로 A1에
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로 역할하였다.
탈북 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외로움, 고립감, 정서적 결핍의 문제들이 A1의 경우에
는 강한 가족 간의 유대감을 통해 해소되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A1은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 폰이 아닌 2G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탈북 학생들이 외로움
과 고립감을 잊기 위해 핸드폰 게임 등에 빠져 있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프신 어머니와의 강한 연대와 사랑은 장래 희망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A1은 아프신 어머니를 보며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약을 개발

하는 ‘생명 공학자’의 꿈을 꾸고 있다. 이처럼 A1은 자신의 중독을 치료하거나, 삶의 의
지를 북돋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에 가족, 특히 롤 모델인 사촌누나를 두고 있었다.
가족은 A1에게 있어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 A2

◦ A2의 생애사
A2는 2014년에 아버지와 함께 탈북하여 한국으로 왔다. 가장 먼저 외할머니가 한국

에 왔고, 뒤이어 어머니와 누나가 먼저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후, 어머니의 독려와 아
버지의 결단으로 맨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북한에서 생활했던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으며, 한국에 먼저 넘어온 어머니가 탈북 전까지
생활비를 송금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생활도 크게 빈곤하거나 어렵지 않았다.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아버지의 철저한 보호 아래 A2에게 비밀로
했기 때문에 탈북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도 거의 겪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온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였고, A2는 버스 운행을 직업으
로 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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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다니게 된 A2는 학업에 큰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도 학업 스트레스
를 크게 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오시기 때문에 A2는 집에
서 대부분의 시간에 핸드폰이나 TV를 보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랬다. A2의 생활을 적절
히 관리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지각과 결석도 빈번하게 했으며, 결석하는
날에는 PC방, 동네 도서관 등을 전전하고 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는 같은 탈북 배경을 가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지원으로 학원에 다니게 되
었다. 초등학교 때 빈번하게 하던 지각과 결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2가 되어 최근에
본 시험 결과는 공부에 대한 열정을 사라지게 했다.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주요 과목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부에 다소 흥미를 잃게되어
학원을 그만 다니는 것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탈북 배경을 가진 주변의 한 친구
가 배우는 복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학원 수업 후, 체육관에 다
닐 수 있게 되었다.
A2는 요즘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아버지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버스 운전도 ‘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직업상 좋겠다
는 생각도 한다. 이런저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주위에 진지하게 진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로 인해 희미하게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이혼 이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의 다
툼 후에는 A2와 어머니가 장기간 서로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최근에는 아버
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조금 회복되어 A2 생일에 함께 모여 식사도 하였다.
◦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핸드폰에 중독된 경험
A2가 탈북하여 한국에 왔을 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몽땅 다 가지고

있다는거”였다. A2도 한국에 오자마다 어머니를 통해 핸드폰을 받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으나 한국에 와서는 주변의 탈북한 친구들이 핸드폰 게
임을 즐기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A2도 함께 빠져들었다. 버스 운수업을 하시는 아버
지는 늦은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고, 그 사이 혼자 있게 된 A2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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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루에 4시
간 이상씩 하게 되었다. 즉 삶의 빈 공간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채웠던 것이다(김정원 외,
2018: 161).
A2는 본인 스스로 ‘핸드폰 중독’을 인정했다. 중학교에서 한 중독테스트에서도 ‘초고

도중독’으로 판정되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시도도 해보았으나 번번히 실패
하였다. 정한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A2는 핸드폰을 자제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연구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
A2: 아! 꾸준한 사람. 계속 실천하는 사람. 그냥 뭐 정한 거 그냥 매일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한
거 끝까지 그냥 매일 연속적으로 하는 사람.
연구자: 혹시 정한 거 있어? 지금 뭐 꼭 하자, 하루에.
A2: 지금은, 원래 공부 하루에 한 2시간씩 매일 하려고 했는데, 계속 게임 생각이 나가지고 게임 또
틀고 그랬어요.
연구자: 어. 그거를 한 번 다시 시도해봐야겠네.
A2: 아니. 거 하다보면 계속 못 해요. 아, 혼자 통제하긴 좀 어려워요.
(2018년 4차 면담)

A2는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반복하여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며 고전하였

다. 특히 4차 면담 때는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자 여러 번 결
심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결심을 번번이 포기하게 되면서 5차 면담인 올해에는 어
느 정도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을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는 핸드폰 사용을
‘합리화’하는 구실을 찾았다.

연구자: 너 옛날에 질려가지고 한 동안 끊었었던 적도 있잖아. 게임 잘 안 했던 때도 있었잖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A2: 별로 없어요. 게임을 안 하는 건 충분히 되는데. (지속하는 것도) 일 년이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면 또 거기에(빠져서) 그걸 또 몇 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턴 다음 날엔 그냥
또 그걸 또 하고 싶어져가지고, 한 번 그때 한 몇 시간 하고 나면 또 원점이라서.
(2019년 5차 면담)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중독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A2는 점차 실패를 반복하며‘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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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무기력’처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아버지가 없는 빈 집에서 아무
도 없이 하루 종일 혼자 보내는 시간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
운 일이었다. 그 결과 A2는 삶의 빈 공간이 만들어 내는 외로움을 핸드폰으로 달래고
있었으며, 그 대가는 ‘핸드폰 중독’이었다. 이는 A2가 한국에 들어와서 맞게된 생활환경
의 변화 가운데 생긴 부정적인 전환이었다.
◦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해 결정의 기준이 되는 탈북 친구의 존재
일반 사춘기 소년들처럼 A2에게 친구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과 버스 운전기사라는 직
업적 특성상 충분한 대화와 교감을 나누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A2와 아버지와의
대화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A2의 기억에 의하면 과거에는 대화를 많이 했는
데 어느 날 어버지가 말을 하는 A2에게 “시끄럽다”라고 화를 낸 이후에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당시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A2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와 질문
에 조금 짜증이 난 상태였다. A2는 아버지가 자신과의 대화를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이후 부자간의 대화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A2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친구였다. 특별히 A2는 성향이 전
혀 다른 두 명의 탈북 배경을 가진 친구에게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인 A1이었다. A1은 학업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다. A2는 A1에게 자극을 받아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
나 한국에서의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으며, 성적도 쉽게 오르지 않았다. 더욱이 A1은
공부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놀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학원에서도 반이
달라서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A2에게 A1은 본받고 싶지만 저 만치 ‘멀리 앞서가
는’ 친구였다.
반면, 친구 현석(가명)이는 복싱 선수를 꿈꾸는 친구였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A2와 취향도 비슷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과 핸드폰·PC게임을 즐겼다. 초등학교 6학

년 때는 A2 가족 여행에도 동행하여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정도로 A2와는 막
역한 사이였다. 무엇보다도 A2에게 먼저 연락해서 함께 놀자고 권유하는 ‘늘 곁에 있는’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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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엔 (공부에) A1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요즘은 별로 안 미치기 때문에 요즘은 현석(가명)이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현석이가 복싱 해가지고 저도 요즘에 거기 한 번 가봤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아버지께) 체육관 다녀보겠다고 했는데 ‘뭣하러 해?’ 그러다가 제가 재밌어가지고 몇
번 말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2019년 5차 면담)

A2는 학원을 그만둔 후, 복싱을 3개월 간 다녔으나, 결국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

만두었다. 현재는 다시 학원을 다닐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와의 대화부족은 A2로 하여금 친구에게 더욱
의지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공부를 할까, 운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를 부모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결정하기보다 친구와 이야
기하거나 친구가 하는 것이 좋아보여서 결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친구들의 모
습을 열심히 따라해 보다가 금방 시들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A2는 5년 전 부모의 결정으로 인한 탈북 사건으로 삶의 터전을 북에서 남으로
옮기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온 이후에는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직장생
활로 인해 절대적으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A2의 삶에 작은 변화들
을 일으키는 요소는 다름아닌 친구들로부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3) A3

◦ A3의 생애사
A3은 어머니가 북한을 떠나기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A3 세 식구가 풍요롭게 살았다.
A3의 아버지는 군인이었으며 어머니는 전문학교를 나와 작은 공장에서 회계원으로 일하

다 결혼 후에는 “집에만 있었”다. 공장 회계원으로 일할 때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는 A3의 어머니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결혼 10년쯤 되는 즈음
부터 가족이 함께 탈북을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A3의 아버지는 제대를 했고 세 명의
가족이 모두 함께 탈북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어머니만 먼저 탈북했다. 그러나
이후 A3 아버지는 가문을 생각해서 탈북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바꾸었고 결국 북한에
남아 새 가정을 꾸렸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후 A3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더 이상 돌봐주는 사람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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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풍족한 집안 배경 탓에 학교에서도 대우받던 학생이다가 갑자기 ‘엄마 없는 아
이’가 된 A3은 한국으로 오기 전 2년 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A3을 아내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아버지 때문에 A3 어머니는 학교에 간 A3을 “빼돌

려” 남한으로 데리고 왔다. 어머니가 떠난 지 2년이 지난 후,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이모집
에 가자며 A3을 데리고 나왔는데 압록강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A3은 자신이 엄마한테
간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강을 건너면 엄마가 있을 줄 알았으나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한국에 입국해서도 하나원에 들어가서야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A3의 엄마가 탈북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탈북 과정에서 A3은 큰
고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과 태국을 거쳐 A3이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15년이다.
A3이 살게 된 집은 서울의 중산층 밀집 지역 인근의 임대아파트였다. A3은 1차면담

에서부터 북한에서도 아파트에 살았었고 북한을 떠나기 얼마 전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
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엄마 집에 처음 왔을 때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작아서 매우 실망
했었다고 이야기했다.
A3은 북한에서 소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탈북했고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A3이 다닌 초등학교는 “경쟁적이지 않거나 형편상 그런(좋지 않
은)” 아이들이 오는 학교였다. “형편이 더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이 학교에서는 A3은
크게 “티가 안 나는” 아이였다. 작년에 진학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A3과 같은 학년 학생들은 기존의 다른 학년에서 만났던 학생들에
비해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이런 아이들 속에서 A3은 “막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
라고 이야기한다.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로 평가받는 A3은 영어, 수학 등, 교과 관련 학원뿐만
아니라 미술 학원도 함께 다니고 있다. 미술학원은 엄마가 원하지 않아 가지 못하다가
최근 A3의 노력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HOPE(탈북학
생 잠재역량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중 미술 영역에 지원하여 참여하고 있다. 중1 때에는
화장하고 다니는 “날라리”들과 같은 애들과는 친하지 않다고 말하던 A3이 올해 5차면담
때에는 손톱에 화려한 매니큐어를 하고 나타났다.

94

Ⅳ. 성장단계별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전환

◦ 엄마의 탈북으로 대우받던 학생에서 엄마 없는 아이로 전락
A3에게 인생의 첫 번째 전환은 엄마의 탈북으로 잘 살던 가정의 ‘대우받던’ 학생에서
‘엄마 없는 아이’라고 업신여김 받는 위치로의 전환이다. 큰 어려움 없이 학교 공부도 잘

했고 선생님이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 학교에 다니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던
A3의 삶은 엄마가 떠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엄마가 떠난 후에는 친구들이 엄마가 없는

아이라고 괴롭혔고 선생님의 태도도 급변하여 북한을 떠나기까지 2년 동안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해야만 했다. A3의 어머니에 따르면,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간부로 활동하던 A3이 엄마가 사라지자 “간부에서 해임되고” 그 위치가 “쫘라락” 떨어졌
다고 한다.
애는 뭐 학교 잘 다녔죠. 거기는 뭐 선생님한테 뇌물 좀 많이 갖다주면 선생님이 잘 봐주니까. 집이
뭐 계속 뭐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우리 A3 뭐 만땅 보장해주지~ 맨날 A3 A3. 뭐 안 하겠다 “선생님,
그 프로그램 우리 A3 싫다고” 해도 “[흥분한 목소리로]아우, A3 해야 돼요” 하면서 A3 갖다 넣고
막 그러지. 그리고 애가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오고부터 애가 그냥 아주 쫘라락 떨어진 것 같아
요. 애가 그 스트레스를, 여기 와서 보니까, 엄청 당했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없어지고 몇 달 안 되니
까 바로 간부에서 해임시켜놓고 자기를, 애들이 업신보더라고. 자꾸 울고 싶었다고 애가 그러더라고
(A3 어머니, 2017년 1차 면담)

A3의 엄마에 따르면, A3은 엄마가 없을 때 “자신이 몹시 서러웠”고 그 때문에 이전에

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봐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떠난 후부터는 “그런
게 막 보였”다고 한다. 잘살았던 친한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주눅이 들어가지
고... 계속 우는 애로 완전히 성격이 변”하는 것을 봤던 기억, 발이 얼어 두 발을 다 자른
“꽃제비 애”를 사람들이 추운 겨울임에도 집에 들이지 않았던 것 등을 떠올리며 지금도
A3은 울곤 한다. 동시에 “엄마도 그런 애들 옆에도 오지 못하게 하라 하지 않았냐”고 엄

마한테 따지기도 한다. 이처럼 엄마의 탈북으로 급변하는 태도를 경험한 A3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 탈북과 한국 정착
한국에서 엄마와 함께 살게 된 A3은 자신이 북한에서 왔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자
했다. A3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했으나 중2인 지금까지 자신이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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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왔다는 얘기를 학교 친구들에게 해 본 적이 없다. A3의 어머니에 따르면 A3은 “일기
랑 쓰고 글이랑 쓸 때 보면 북한에 대한 거 요만큼도 안” 쓴다.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너무 철이 없어” 혹시 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애들보다 공부랑 잘하고
하나도 구김살이 없는데”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중학교 올라가면 “숨어들지 말”라
고 해도 A3이 “아니, 내가 숨어드는 게 아니고 물어보지 않는데 무슨 기필코 내가 말하겠
냐고, 싫다”고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착 3년째인 초등학교 6학년에 본 연구에 처음 참여했던 A3에 대하여 당시 담
임교사는 별도로 말할 게 없는 아이라고 평가했다. “학습도 어느 정도 되고 (한국)문화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엄마를 따로 만나...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게 없
어요. 청소... 개인 준비물 준비하는 것도 (모두) 잘”한다는 것이다. 이후 중학교 담임교사
들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A3은 “공부에 욕심이 많은 아이”(1학년 담임), “성적보다는 잠
재력”(2학년 담임)이 있는 아이로 평가를 받아왔다.
A3의 어머니는 A3을 “알아서 하는 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부를 잘해야 뭐 계급

층을 바꾸던지” 한다며 A3에게 공부를 잘해야 함을 강하게 강조해 왔다. 동시에 “남들이
그래 악보 볼 줄 알 때 넌 뭐 공부만 잘해 필요 없다”며 피아노도 배우게 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영어공부를 하던 A3은 올해는 등교 전에 수영을 배우러 다니고 있고, 최근
미술학원을 새롭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수영을 중단했다. A3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는 매
우 크다. “일등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누가 자꾸 치고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으니 다섯
손가락 안에만 들어라”고 말한다는데 기실 A3의 현재 성적은 “조금 애매”한 수준이다.
“○○스러운 아이들”에 비해 “막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결과로 보이는 성

적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것 같”다고 보는 현재의 담임교사는 A3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푸시(push)”보다는 “아이들과의 관계” 같다고 말한다. A3에게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공부를 “푸시”하고 있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현
재 A3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 아이들과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적 생존” 능력이
라는 것이다. “속도조절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조금 A3한테 삶의 여유”가 주어지면 A3
이 더욱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현재 담임교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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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욕구에 대한 표현의 시작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엄마의 기대에 말없이 따르던 A3은 중학교 1학년 말쯤부터 자
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 A3은 장차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그러
나 그것은 엄마의 꿈이었다. 엄마의 높은 기대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표출하기도 했던
초등학교 6학년의 A3이 중학교를 가면서는 “엄마가 점점 더 제가 오래 말하는 걸 잘 들
어줘요.”라고 하며 엄마와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었다. 중학교를 가
니 초등학교 때보다 잔소리를 안하고 “이제 혼자 하라고” 맡겨두고 “잘하고 있”다고 엄마
가 칭찬하기도 한다고 A3은 밝게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말, 4차면담에서부
터 A3의 태도는 매우 달라졌다. 이전에는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상대가 엄마라던
A3이 이때는 “보통 고민이 있으면은... 말을 잘 안”한다고 하면서 친구와 싸운 얘기를

하면 엄마는 A3만 혼내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왠지 말하기가 싫”다고 했다. 엄마가 자신
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자: 예전에도 A3 엄마랑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잖아?
A3: 네. 근데 엄마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지 제가 뭐라고 뭐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있다가
“시끄러! 그만 좀 말해!” 이래요[웃음]
(2018년 4차 면담)

‘엄마한테 반항하면 죽는다’던 A3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A3의 어머니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A3이
미술학원을 찾아가면서 일어났다. A3에 따르면, 자신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미술학원
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보내주지는 않고 미술학원 못가는 것에 대해 A3 탓을
했다고 한다. 미술학원 가고 싶으면 스스로 “학원쌤한테 가서 상담받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A3은 중학교 2학년 4월부터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친구가 다니던 학원을
혼자서 찾아가서 명함을 받고는 엄마가 찾아와 상담할 것이라고 말하고 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엄마가 A3에게 “그냥 다니라고, 미술 쪽으로 (진로를) 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
했는데, 어쨌든 바뀌었”다고 말하며 A3은 웃었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진로 문제로 엄마
와 많이 싸웠고, 그 때부터 A3은 엄마한테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한
다. “엄마는 맨날, 제가 뭐만 하겠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무슨 꿈도 아니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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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서로 많이 싸웠다는 것이다. 2019년 4월에 진행된 면담에서도
A3 엄마는 북한에 있는 동생네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 의사 시키라고 했다고 하면

서 “둘째네도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 네가 여기 한국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며] 그거나
(미술) 해가지고 잘못되면 그럼 엄마가 뭐가 되냐고” A3에게 언성을 높였던 것을 연구자

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기본이 있고 이거는(미술) 취미인지, 기본인지를 네가
가려야” 함을 A3에게 강조했다고 연구자에게 말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말에 이루어진 A3과의 5차면담에서 A3은 자신이 ○○예고에 진
학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엄마도 생각을 바꾸었다고 했다.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엄마가
자신에게 강요하는 기준들을 A3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엄마가 요즘 이따만 한 책
맹자 어쩌고 그거 가져다가 하루에 다섯 장씩 읽어”라고 하고 A3이 읽는 책은 좋아하지
않고 “좀 더 지식적인 책”을 읽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엄마가 있으면 집에서 마음대
로 누워있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A3은 용돈을 모아서 20살이 되면 독립하겠다고 목소리
를 높인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며 A3은 조금씩 진로와 생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엄마에
게 표출하고, 그 결과 엄마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A4

◦ A4의 생애사16)
A4는 북한에서 소학교 3학년까지 다녔다. 북한에서는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았고 방

한 칸에서 엄마, 아빠, A4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다고 한다. A4는 9살 때 엄마와 함께
집을 떠났다. A4와 엄마는 탈북했다기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도망쳤다고 하는 것이 더 정
확한 표현일 수 있다. A4의 아빠는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마시면 엄마와 A4를 때리곤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A4와 엄마는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다. A4는 어느 날 엄마가
“그냥 좋은 데를 간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따라 나섰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집을 몰래 나왔다고 한다. A4와 엄마의 탈북은 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건너 배를 타고
산을 넘는 등 여러 번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과정이었다. 이모의 딸인 사촌언니와 사촌
16) A4어머니가 면담을 거부하여 A4 이야기에만 의존하여 A4의 한국 입국 전의 이야기를 기술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도나 지역명은 거론되지 않거나 거론된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
여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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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어린 아기와 함께였다고 했다.
A4는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일반학교를 갔다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선생님이 A4가 북한 애인 것을 알고 중국말을 배울 수 있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사
람들이 다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거기서 중국말을 배웠다고 한다.
2013년에 중국을 떠났는데 하나원 등을 거쳐 2014년 봄에 A4와 엄마는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시에 정착했고 A4는 집 근처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갔다. 또래보다 2
살 아래의 학년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나 2017년, 엄마의 결정으로 6학년으로 조기진
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껏 공개하고 있지 않던 A4의 북한배경이 아이들
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던 A4는 중학교 진학 후, 1학년 초에는 그마저 다
니지 않고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오는 일과를 계속했었다. A4는 학원을 다니고 싶
어도 “돈이 없어서” 다니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A4가 엄마한테 요청하
여 수학, 영어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다. 2학년에 올라와서는 다시 교과 학원을 그만두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피아노 학원만 다니고 있다. A4는 학원을 그만 둔 이유가 “엄
마가 너무 비싸다”면서 “학원 좀 쉬”자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A4에게는 “일진
이 있는 고등학교”에 갈까봐, “고등학교도 못 갈까봐” 공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학원
을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 할 게 뻔”한 것 같아 말할 기회만 찾고 있다.
A4 엄마는 직업의 특성상 A4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출근하여 새벽에 들어오고,
A4가 학교에 갈 때에는 늘 잠들어 있다. A4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혼자 밥을 챙겨 먹

고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밥을 먹고 TV보곤 하다가 “잠방”(잠을 잘 자게 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잔다. 주말에도 혼자 있다. 공부를 하려 애쓰던 시기, 친구와 어울리던
시기 등이 있었으나 A4의 일상생활 기조는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화장에는 관심이 없다던 A4가 중2가 된 후 실시한 5차면담에서는

뽀얀 피부에 빨간 입술을 하고 나왔다. 다른 아이들이 화장을 해서 자신도 시도해 보았으
나 피부가 가려워 현재는 선크림과 입술만 바른다고 했다.
◦ 새로운 희망을 준 한국 입국
A4는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7살부터 9살까지 이어진 아빠의 폭력이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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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A4는 한참을 흐느꼈다. 아빠는 술만 마시면 집안에 보이는 무엇
이나 집어서 때렸으며 집을 나가라고 한 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A4는 대문 밖에서 울기
도 했고, 할머니댁이나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자곤 했다. 이 때문에 A4는 어깨가 내려앉
아, 오래 걷지를 못하고 엄마도 병이 생겼다.
A4는 아빠를 피해 엄마와 함께 탈북할 수 있었던 것, 탈북하는 과정에서 “안 걸려서”

무사히 중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인생의 큰 행운이나 전환으로 꼽는다. A4에게는 탈
북 과정에서 겪었던 고생이나 중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겪었던 문
제들은 아빠의 폭력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A4
는 인생그래프를 그리면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은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는 “어, 이제 어,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탈북에
성공했던 때보다도 더 좋았다고 A4는 표현했다. 중국에서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하나원
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북한을 떠났다는 실감이 났다는 것이다. 하나원은 “옷도 많고
놀이터, 놀이공원도 있”었으며, 삼죽초 아이들은 “피부도 되게 예쁘고, 옷도 되게 깔끔하
게 입었고, 신발도 되게 예쁘게 입었고”, 학교 “건물이 되게 튼튼하고 앉아도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거기서 “밥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인 지금까지 A4는 매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담임선생
님이 여선생님이길 간절히 바란다. 한 번도 남선생님을 담임으로 만나 본 적이 없는 A4
이지만 남선생님은 왠지 무뚝뚝하고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남선생님을 담임으로 만
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A4: 네. 저는 솔직히 남자 선생님은 좀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연구자: 아, 남자 선생님이야?
A4: 아니오. 남자 선생님일 줄 알았는데 여자 선생님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연구자: 남자 선생님은 무서울 것 같아?
A4: 네, 네.
연구자: 왜?
A4: 어~ 무뚝뚝하신 선생님이 오실 것 같고 좀 무서운 선생님일 것 같기도 한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친절하시고 그런 선생님인 것 같아 가지고.
연구자: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있어? 남자 선생님?
A4: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제 느낌이어 가지고
(2019년 5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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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4에게 한국으로의 입국은 삶의 반경을 변화시킨 전환인 동시에,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의 영향력을 감소시킨 전환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 조기 진급과 그로 인해 더욱 무기력해진 공부, 힘들어진 친구 관계
A4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어났다. 엄마는
A4가 또래보다 2년이 늦으니 나이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6학년으로 올려달라고 학교

에 요구했다. 그러나 A4의 6학년 담임교사는 엄마가 이렇게 요구한 진짜 이유는 A4가
되도록 빨리 학교를 졸업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다. A4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5학년 공부를 해야 6학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고 항변했지만 엄마가 6학년으로 빨리 올라가서 다음 해에는 중학교를 가야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따랐다고 한다.
6학년 담임교사에 따르면, 6학년이 된 A4의 학력은 3학년 수준도 채 되지 않았다.

진급시키기 전 학력테스트를 했는데 연산이 하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
런 A4에게 당시 6학년 담임교사는 수행평가(“직업군 찾아서 면담한 거, ppt로 제작해서
발표하”는 등)와 같은 과제를 내줄 수가 없었다. 대신 A4에게는 쪽지시험 같은 것을 내
주곤 했는데 자신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A4는 그런 상황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였다고 한다. 담임교사가 보기에 A4는 자신에게 일단 과제가 주어지면 매
우 정성들여 하는 아이였다. 그러나 “학습 면에서 굉장히 무기력”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책상에 엎드”리는 A4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냥 눈감아 준다고도 했다.
A4가 5학년 1학기 4월에 갑작스레 6학년으로 진급하게 되자 학교 측에서는 그 이유

를 학생들에게 설명해야만 했다. 이에 담임교사는 A4 엄마 동의를 얻어 A4가 북한에서
왔고 나이가 많아 6학년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학급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그 학
교를 다니기 시작한지 3년 만에 A4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 배경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A4는 자신이 살던 곳을 여기서 “북한”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몰랐었다.17) 엄마가 당시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라고 말해서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아이들에게 ○○에서 왔다고 말했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한국에
17) 이에 대한 내용은 김정원 외(2018: 165)에서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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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식하는 ‘북한’이 어떤 곳인지에 A4는 몰랐었다. 6학년 역사시간을 통해 A4는 자신
이 떠나 온 곳(“우리나라”)이 “막 전쟁하고 싸우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연구자: 그러면 북한이 어떤 곳이다 그런 거를 여기서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
A4: 역사에.
연구자: 역사시간에 배웠어?
A4: 네, 네.
연구자: 여기 ○○초등학교에서?
A4: 6학년 때 배웠어요. 6학년 때 역사를 배웠고, 그래서 6.25 전쟁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북한이
나와요. 그래서
연구자: 네가 살던 데라는 걸 알게 됐어?
A4: 북한은 저런 곳이구나… 막 전쟁하고 싸우는. 그때는 전쟁해서 싸우는 걸 몰랐거든요. 그냥 뭐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알겠다 그렇게 했어요.
(2017년 1차 면담)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했지만 A4는 여전히 또래보다 1살 많았다. 이 때문에

학급 친구들은 A4를 “A4님”이라고 불렀다. A4만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고 아이
들은 서로를 모두 “~님”이라 부르자고 결정하기도 하였다.
6학년을 거치면서 A4는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다. 학

교에서 모둠 활동을 해도 A4는 아이들의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수업시간 외에 아
이들이 나누는 일상대화도 A4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A4는 모르는
것을 동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언제나 “그냥 듣고만 있”었다.
같은 모둠의 한 친구가 A4를 많이 도와주고, 5학년 때 방과후 컴퓨터 교실에서 알게
된 한 친구를 6학년 같은 학급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친해지는 등, 담임교사가 보기에
A4의 친구관계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당시 A4는 친구 사귀는 것이 제일 어렵

다고 하소연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점심을 먹는다고 했다.
A4에게 ‘나이’에 맞추어 학년을 조정한 것은 A4의 학교 적응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진도 등 학교생활 전반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탈북청
소년이라는 사실도 폭로되어야 했다. 동시에 A4는 자신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
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과 자신의 배경이 결합되는 과정을 겪으며 초등학교 5, 6학년을
힘겹게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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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진학을 계기로 새로이 꿈꾸었으나 친구의 배신으로 포기한 관계 맺기
A4는 중학교 입학이 생애사그래프에서 최고점인 10점만큼 좋았다고 했다. 그것은 탈

북에 성공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좋은 기억이다. 교복을 입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표현
했지만 이는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갈 기회를 중학교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A4는 중학교에 가면 자신의 북한 배경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중학교에 진학한 A4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배경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1학년 1학
기가 거의 다 지난 7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은 A4에게 북한에서 온 것을 6학년 때 담임선
생님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도와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
었을 때 A4는 매우 당황스러웠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말할까봐 걱정되었”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말하면 왠지 (내가) 다른 사람된 기분 같”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학교에서

는 자신의 북한 배경을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A4는 자신이 은연중에 쓰는 북한
식 억양을 듣고 “너 사투리 쓰냐?”고 묻는 친구의 말에 깜짝 놀라곤 했다.
처음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A4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친구들이 훨씬 “편하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는 “왠지 애들이 무서웠”고 “왠지 다가가기 힘든 애들이 많았는데” 중
학교 오니 “더 친절하고, 다가가기가 쉬웠”다는 것이다. A4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서 6학년 때 친하게 지내다가 소원해졌던 한 친구가 같은 중학교에 와서 반이 다른데도
6학년 때보다 더 친해졌다고, 그 친구와 자주 등하교도 같이 한다며 좋아했다.

그런데 A4는 6학년 때 친했던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도 이 친구가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늘 하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A4는 그 친구가 서울랜드를
같이 가자고 하는 말에 매우 들떠 가방도 새로 사고 친구가 하자고 하는 대로 모두 준비
하여 따라갔다. 그러나 A4와 그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남자친구와 함께 간 서울랜드에
서 그 친구는 A4가 들을 수 있게 “어. 나 A4랑 앉기 싫은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전까
지 그 친구는 밤에 자기 전에 함께 A4와 핸드폰 메시지를 주고받고 같은 시간에 잠을
청하기도 하는 친밀한 관계였다. 이후 A4는 아무 표현을 하지 않고 지냈지만 하교길에
같이 가자고 약속해 놓고도 빈번히 약속을 어기고 사라지곤 하는 그 친구에게 먼저 절교
하자고 했다. 당황해 하는 그 친구에게 “네가 나 싫어했었잖아”라고 하니 그 친구는 “다
른 친구들도 다 너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후 A4는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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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의 관계를 “다 차단했”다.
이후 A4는 또 다른 친구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학교 끝나고 함께 무엇을 하자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친구가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자주 했고 이에 그 친구와
얘기해 보니 그 친구는 “나는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둘은
서로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A4는 1학년 때 절교했던 친구가 아이들한테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다. “거기(북한)서 왔
다는 거를 걔가 다 까발린 거죠. 절반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A4는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애들이 너 북한에서 왔지?” 하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고 말하
지만 더 이상 친구를 사귀는 것은 포기하고 있다. 현재 A4에게는 “혼자 있을 때, 친한
애들이 다른 애들이랑 놀 때는 (나는) ‘저기 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끔 혼자
있거나 아니면 뭐 같이 갈 친구가 없을 때”가 가장 힘들다.
A4는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단짝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험을 하며 관계맺기에

대한 실망과 포기를 한 상태이다. 게다가 그 친구가 자신의 북한 배경을 소문낸다는 점은
A4가 마음을 열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꺼리게 만들었다. 중학교에 올라가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했던 A4에게 이러한 교우관계의 실패 경험은 학
교생활에서 A4를 위축되도록 하고 있다.

5) A5

◦ A5의 생애사
A5는 중국에서 조선족 아버지와 북한 출신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A5에게는

장애를 갖고 있는 4살 손위 형이 있다. A5의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혼자 돌보
다가 국경을 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웠다. A5의 엄마가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A5의 형
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중국에서 A5의 형은 한
국에 오기 전 13살이 되기까지 학교를 다녀보질 못했다. 북송될 것을 항상 염려하고 살
수 밖에 없었던 A5 엄마의 상황도 한국행을 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A5의 아빠는 A5보다 먼저 한국에 나와 돈을 벌고 있었다. A5네는 동네 북한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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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준 브로커의 도움으로 라오스를 거쳐 2013년 한국에 왔다. A5는 엄마와 같이 온
탓에 “감옥”생활, 국정원 조사, 하나원 생활 등 엄마가 겪는 과정을 온전히 함께 겪었다.
습한 날씨 속에 “감옥”에 있으면서 A5와 형은 이제껏 겪지 못했던 고생을 겪었으며 애들
이 시끄러우면 소리친다고 옆에서 구박하곤 해서 부모로써 죄책감이 많이 들었다고 A5
의 엄마는 말한다. 국정원에서 엄마가 조사받을 때는 대소변을 받는 등, 형을 돌보는 일
을 A5가 오롯이 다 떠안았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온 A5가 한국 정착지 학교에 왔을 때는 2학년 하
반기였기에 2학년을 1달 만에 끝내고 3학년으로 올라갔다. A5의 엄마는 A5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2학년 과정을 집에서 공부하게 하면서 A5를 많이 때리고 혼을 냈다.
A5는 초등학교 5학년 때 ADHD 진단을 받았다. 한국 입국 과정에서 겪었던 일, 엄마

의 학교 공부에 대한 강압적 지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A5의 엄마는 설명
한다. A5는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신장병 진단도 받았었다. 그것 역시 스트레스 때문
이라고 했다는데 하나원에서는 병이 더욱 심해져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 때문에 A5
는 병원을 다녔다. 중학교 2학년인 지금 ADHD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는 않지만, 산만하
다는 평가를 받는다. A5는 머리가 나쁘지 않고 공부는 그럭저럭 따라가지만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어려 친구 사귀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A5가 진학한 중학교는 아이들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

느라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 주지 못해서 방치된 아이들이 많다고 평가되는 학교다.
현재 담임교사는 학교의 이러한 특성이 A5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이
학교 아이들이 공부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A5가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A5를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
교의 특성으로 A5는 중학교 1학년 내내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1년을 보냈다.
A5는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보다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매일 참여해 왔으며, 한국

교육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성장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2가 되면서 A5
는 수학학원, 논술학원, 태권도 학원 등의 사설학원도 다니고 있다. 지역의 공부방에도
1주일에 3번 나간다. 매일 밤 9시는 되어야 집에 돌아오는 A5가 힘들 것 같아 A5 아빠는

한 가지를 중단하라고 하지만 A5는 자신이 원해서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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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대상을 모두 잃어버리고 삼중고의 상황에 처하게 만든 한국행
A5는 한국으로 떠나올 때 엄마로부터 “가자”라는 말 밖에 들은 것이 없었다고 했다.

가는 곳이 어디인지, 이후 자신이 맞게 될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예측도 못한
채 중국을 떠났다는 것이다. 아래의 생애사그래프는 이러한 A5의 전환경험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림 Ⅳ-1] A5의 생애사그래프

A5에게 과거 중국에서의 생활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이었다. 다섯 살 때를 행

복한 때였다고 기억하는 A5에게 가장 기억나는 것은 “형이랑 같이 재밌게 놀았었던 것”
이다. 형이 “물 떠달라하면 물을 떠주고 불을 꺼라하면 불을 꺼주고, 또 무슨...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해 주고” 하면서도 “휴대폰이 없어서” 형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
때를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한다.
이 A5의 행복은 한국행으로 인해 깨지게 되었다. A5에 따르면, 자신에게 한국행은
‘모든 좋은 것을 두고 떠나온’ 것을 의미한다. “친구를 다 두고”, “행복했던 것들을 거기

다 다 두고 왔어요”라고 A5는 표현한다. 오기 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엄마 잔소리도
안했고, 게임도” 가족이 같이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각자 게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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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뭐가 제일 아쉬웠어? 중국에서 떠날 때?
A5: 친구들 다 두고 간다는 거요.
연구자: 또 아쉬운 게 있었어? 친구 떠나는 거 말고.
A5: 어 행복했던 것들을 거기다 다 두고 왔어요.
연구자: 어떤 게 제일 즐거웠어?
A5: 오기 전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엄마가 그때 잔소리도 안 했었어요. 그때는 게임도 했었는
데... 지금은 게임을 못하죠. 휴대폰 게임만 하지.
연구자: 그때 게임은 어떤 게임했는데?
A5: 닌텐도.
연구자: 휴대폰 게임, 지금 휴대폰 게임만 한다고...그때는 다른 게임이었다는거지?
A5: Wii. 티비로 하는 게임 있잖아요. 스위치 말고 위인가 뭔가. 그걸로 했었는데 그때는... 요즘은...
다 선생님 때문이에요.
연구자: 그 게임과 이 게임의 차이가 뭔데?
A5: 그 게임은 그때 당시에 게임이 4개밖에 없었고 제가 그때 했던게 마리오였어요.
연구자: 마리오는 혼자했니?
A5: 네, 저랑 형이랑 같이했는데 엄마가 그때 진짜 잘했었어요.
연구자: 아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했구나?
A5: 아빠 빼고.
연구자: 아버지는 그때도 일하시고?
A5: (끄덕)
연구자: 그랬는데 여기서 게임은 휴대폰 들고 각자 해?
A5: 네, 맞아요.
(2019년 5차 면담)

A5에게 10살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탈북 과정에서 낯선 땅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으며, 엄마가 조사받는 기간에 자신이 온전히 형을 돌봐야만 했다. 한국에 정착하
게 되면서 엄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과 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감당하면
서 A5에게 여러 가지 요구만하고 A5의 상황을 살펴보지는 못했다.
A5는 정착지 학교에 처음 등교한 첫날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왜 저에게 그런 슬픈

기억을 주셨나이까”라고 표현한다. 학교에 간 첫날 학급에서 “얘들아 안녕, 나는 A4야.
이제부터 잘 지내보자”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아이들은 대답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도 옆에 와서 뭘 물어보거나 친하게 지내자고 하
는 아이도 전혀 없었다. 어머니는 A5가 하나원에 있을 때 수시로 형을 찾아갔기에 정착
지에서는 일부러 형을 A5와 다른 학교에 다니게 했다고 한다. 항상 형과 함께 하던 A5는
그 때부터 온전히 혼자서 새로운 환경을 감당해 나가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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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을 건너뛰고 3학년에 가게 된 A5는 건너뛴 1년 과정을 따라가게 하려
는 엄마의 “화내고 때리고”하는 다그침을 또한 감당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A5는 병을
얻게 됐다. 교사들이 3학년 때부터 A5가 이상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5학년
때 ADHD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엄마는 그제야 자신을 내려놓았다고 했다.18) A5는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는 하지 않고
관련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한다. A5의 엄마는 중국에서 체육대회 때 촬영한 동영상 자료
를 보면 A5 얼굴이 매우 밝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에서 A5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A5 얼굴이 굳어 있어 그것을 보는 자신의 얼굴마저 굳어진다고 했다.
타의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한국으로 와야 했던 A5에게 있어, 한국행은 행복했던 중
국에서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다. 게다가 학업적 고충, 아픈 형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A5가 한국에서의 학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어머니의 다그침은 A5에게 있어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A5는 이를 이겨내기 위해 학교에 적응하고, 학원을 다니고, 병원치료를 받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쉽지 않다. 현재 A5의 소원은 중국을 한 번 다시 가보는
것이다.

◦ 아빠의 변화와 관계 회복
한국에 오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A5에게 가장 절실한 것
은 같이 대화하고 놀아줄 사람이었다. 항상 A5와 함께 놀았고 함께 있으면 거의 “형의
리모콘”이 되어 형을 도와주었던 A5에게 한국에 온 이후 형과의 대화가 끊긴 것은 큰
고통이었다.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도 대화가 없는 형과의 관계는 A5에게 중국에서의 기
억을 더욱 떠올리게 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했다. A5의 집에서는 A5, 형, 그리고 A5 아빠
등 세 명의 남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엄마만 독립된 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스무살
이 된 조용한 성격의 형은 A5가 되도록 밖에 나가서 자신이 그 공간에 혼자 있을 수 있길
원한다.
18) 그러나 형식적으로 강요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뿐, 어머니는 A5의 하루 일과를 빽빽하게 채우는 역할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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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이웃에서도 A5는 친구가 없다. 엄마나 담임교사들은 A5의 지적 수준이
기준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연령이 어려 친구들과 함께 하기가 어렵
다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A5가 학교에서 유일하게 같이 지내는
아이는 같은 학급의 지적 장애아이다.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교실 밖을 나가는
활동이 진행될 때 A5는 주로 이 아이와 함께 한다. A5는 이러한 자신을 “영원히 혼자”라
고 표현한다.
그런 A5가 “완전 변했다”고 표현하는 관계의 사람이 있다. 아빠다. 2018년 작년까지
만 해도 함께 사는 가족을 묻는 설문에 아빠를 표시해야 할지 말지 망설이던 A5였다.
당시 어머니는 남편과의 갈등을 토로하면서 이혼을 고려해 보았다는 얘기도 했다. A5
아빠는 A5네가 오기 훨씬 전부터 한국에 와서 “노가다”일을 했었다. A5네가 한국으로
왔을 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은 서로 매우 서먹했었다고 한다. 게다가 어렵
게 사는 A5 가정에게 삼촌이 돈을 달라고 계속 괴롭혔고 남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남편을 견디기 힘들어 하던 A5 엄마가 두 아이에게 아빠와 헤어지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다. 그 때 A5 형은 그렇게 싸울 거면 헤어지라고 했던 반면, A5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
니까 싸워도 한집에서 싸우자고 했다. 엄마는 답답했지만 A5에게 자신이 준 상처를 생각
해서 참고 살기로 했다.
그런데 사이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던 A5 엄마가19) 발달심리학 담당 교
수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했었던 것이 변화의 단초가 되었다. 현재 아이들의 문제
가 자신 탓이라고 생각해 죄책감이 크다고 했더니 그 교수가 “엄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
으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내 탓이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니 그럴 필요
가 없다”고 했던 말이 큰 위로가 되었고 이후 자신도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에 “니가 다 잘못했으니 혼나는 거라고” 그랬는
데 이제는 “아니, 니 탓이 아니라고, 이건 다 환경이 만들었을 뿐이지 니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A5 엄마는 말한다. 그리고
A5와 A5 아빠가 성향이 비슷해서 “둘이 붙었다 하게 되면 진짜 꽝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엄마가 A5 아빠에게 “내가 나쁜 놈 될게, 착한 놈 니가 되라”고 얘기해서 요즘에는 A5
아빠가 “열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많이 내려놓는다.” 그리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A5에

19) 2019년 2월 A5 엄마는 사이버 대학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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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말이면 낚시를 가는 아빠를 따라가면 어떠냐고 권해 보았는데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따라나서기 시작했던 A5와 아빠가 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A5: 아빠가 멋져졌어요.
연구자: 멋져졌어? 와우, 어떻게 멋져졌어? 자랑해봐, 아빠가 어떻게 멋져졌어?
A5: 몰라요~
연구자: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졌어?
A5: 네!
연구자: 어떻게 사이가 좋아졌어? 아빠랑 같이 뭐했는데?
A5: 몰라요. 그냥 친해졌어요.
연구자: 아빠랑 그럼 같이 놀기도 해?
A5: 아니요.
연구자: 같이 안 놀아?
A5: 네.
연구자: 근데 친해졌다는게 뭐야?
A5: 음 뭐라 해야 할까 그냥 같이 놀아요.
연구자: 뭐하고 노는데?
A5: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면서.
(2019년 5차 면담)

2019년 6월에 진행된 5차면담에서 A5는 그 동안의 가장 큰 변화를 “아빠가 멋져졌어

요”라고 표현했다. 아빠와 “놀 시간은 많긴 한데 저희가 안 놀아요. 아빠랑... 재미없어
요”라고 하던 2019년 1월의 4차면담 때와 달리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아이들과 아빠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 변화로 인한 가족 전체의 관계
개선,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가는 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늘린 방법 등이 영향을 준 것
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아빠와의 관계개선은 또래 친구나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
고 느끼는 A5에게 있어 단비같은 소식이었으며 관계의 영역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변
화가 관찰되는 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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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6

◦ A6의 생애사
A6은 북한에서 두 살 때 엄마와 같이 중국으로 갔다. A6 엄마는 북한에서 장사를 했

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 부부싸움을 자주하곤 하다가 남편과 이혼한 후,
A6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다. 중국에서 A6 엄마는 중국 농촌 마을에서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나 A6의 여동생을 낳고 9년을 살았다.
2016년 A6이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 두 달 쯤 지날 무렵 엄마는 두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다. 한국을 가기 위해 A6네가 중국에서의 집을 나와 다른 일행과 함께 태
국까지 가는 길은 “진~짜 가슴을 조이”는 길이었다. 방콕 수용소에서 한 달을 보낸 후
한국에 온 것은 그 해 12월이다. 하나원을 거쳐 2017년 3월에 A6네는 수도권 ○○시
임대아파트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A6은 자기 나이에 맞추어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학교에 들어갔다. 이 때 A6은 한국말

을 알아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A6 엄마에 따르면 A6은 중국에서 공부를 잘
하는 아이에 속했다. 오로지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4학년까지 40명 학급에서 10명 안에
들던 아이였다고 한다.20) 한국에 오자 A6은 학교 수업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다 학교에
서는 숙제도 내주지 않고 학원도 다니지 않으니 발전이 더디다고 A6 엄마는 안타까워했
다. A6은 2018년 1월(6학년 말)부터 지역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다니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의 A6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
었다. 여전히 청소년수련원을 다니면서 “입이 부르틀” 정도로 공부에 힘을 쏟았다. 한국
에 온 지 1년 만에 대화가 가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A6은 1년 정도 더 지나면 중국
에서처럼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게 되었다. A6이 중학교에 들어간 직후 엄
마는 한 기업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하여 매일 새벽에 출근하게 되고 A6과 동생은 아침
마다 스스로 일어나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가는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A6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잃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렇게 소원이던 키가 10cm는 컸다고 자랑했다. 중1 때에는 친구와 식당에 같이 갔는데

20) 이 내용은 김정원 외(2018: 149)에서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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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신을 친구 동생이라 생각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공부 못지않게 큰 고민
이 키라고 하소연했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여동생과 함께 아침밥을 챙겨 먹고 등교할
뿐만 아니라 집안 정리까지 해 놓고 학교에 간다.21)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화장에 관심은
있지만 선생님이나 엄마가 못하게 해서 2학년이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라던 A6이 2학년
이 되고 진행한 5차면담에서 실제 입술을 빨갛게 하고 나타났다.
A6에게 힘든 일은 생후 8개월경에 입은 화상으로 인해 생긴 왼쪽 팔과 손가락의 상처

를 치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수술이다. 지금까지 2번의 수술을 했는데 올해
5월에 있었던 면담 때에도 A6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3번째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었다.
◦ 정체성을 찾게 해준 모국어 학습22)
2살 때 엄마와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서 9년을 살았던 A6은 자신이 중국에서 태어

났고 중국의 아빠가 자신의 아빠인 줄 알고 살았었다. A6은 중국에서 엄마와 아빠, 그리
고 할아버지가 계속 싸웠고 그 때문에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기억한다. A6 앞에서
엄마가 머리카락을 잡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면 A6은 무서워서 울었다. “엄마랑
싸웠던 사람 다 싫다”고 하는 A6에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국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없다. 중국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중국에 싫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A6의 엄마에 따르면, A6은 “엄마, 아빠” 정도만 말하는 2살 아기 때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같은 또래와 소통하지 못해 잠시 고생을 했었다. 그러나 바로 적응해서 언어
면에서 거의 문제없이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녔다. A6의 엄마는 A6에게서 중국어를 배웠
다. 그러나 중국에서 9년을 살았지만 A6의 엄마의 중국어를 아이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
다. A6네가 살았던 지역은 사투리를 써서 학교에서 표준어를 배우는 아이들과 엄마의
소통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아빠한테 표준어로 말하면 아빠가 그것을 알아듣
고 엄마한테 사투리로 다시 번역해 주곤 했다. 물론 아이들은 엄마의 북한말도 알아듣지
못했다.
21) 2019년 5월에 진행된 5차면담은 오후 4시가 조금 지나 A6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A6 엄마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 온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A6은 아침에 A6을 깨워주는
것도 동생이고 집안 정리를 하는 것도 동생이라 한다.
22) 이 내용은 김정원 외(2018). 탈북청소년교육 종단연구(Ⅲ) pp. 157~159, 168~169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다.
관련 내용은 이 보고서도 함께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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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엄마를 통해 북한말을 계속 들어왔던 A6에게는 한국에서 부딪친 한국어가
아주 낯선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하나원에서 삼죽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A6는 일상
한국어 대화에서 말은 하지 못해도 듣는 것은 상대적으로 빨리 늘었다고 한다.
한국에 온 것은 A6이 잊어버린 모국어를 다시 학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을 떠나오는 여정에서, 태국의 수용소에서 A6의 엄마는 A6에게 자신
이 북한에서 왔고 A6도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A6의
엄마는 북한에서부터 한국으로 오기까지 엄마의 모든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A6의 한국어 수준이 받쳐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A6은 아직 자신의 배경을 둘러

싼 복잡한 맥락을 자세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마도 이후 A6이 한국어와 한국생
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 그리고 이를 둘러싼 복잡한 맥락을
보다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 낮은 시험 성적으로 인한 희망의 상실
A6은 무엇이나 열심히 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A6이 키도 작고

언어도 부족하지만 “똑똑하고 야무”져서 애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 한다는 것이다.
A6이 “학원”이라 부르는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에 다니면서 A6은 나름대로 애를 많

이 썼다.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면 A6과 같이 한국어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서 진행하는 보충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후에는 바로 “학원”에 갔다. 집에 돌아와
서 다시 “학원” 숙제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A6은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없었다.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는 것도 마다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청소년수련원을 갔
던 A6이었다. 토요일에도 꼬박꼬박 가는 것이 힘들지만 “안가고 싶어도 해야”하고 “학원
을 다니면 언어 좀 많이 알 수 있”고, “좀 빨리 빨리”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23).
중국에서도 엄마, 아빠 모두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공부를 해 냈던
A6이였기에 엄마는 A6이 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고 청소년수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

어 더욱 안심했다.

23) 이 내용은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김정원 외, 2018)의 156페이지에도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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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토요일에는 가끔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꼬박 꼬박 간다고 하더라고.
A6: 네.
연구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안 갈래’하고 싶지 않을까? 힘들면?
A6: 힘들면, 안 가고 싶어도 해야죠.
연구자: 왜 해야 될까?
A6: 아 지금은 저 학원 다니면 언어 좀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빨리 배워요.
(2018년 3차 면담)

중학교에 진학한 A6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1년 만에 일상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A6은 한국어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거치면서 A6은 조금씩 공부에 대한 자신
감을 잃기 시작했다. 중간고사 때는 주요 교과 성적이 30~40점대였고 기말고사 때는 중
간고사 때보다 성적이 더욱 떨어져, 40점대였던 수학24) 점수가 기말고사 때는 20점대로
떨어졌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만큼은 중상 정도라고 평가받
았던 A6이였다. 1학년 2학기 때에는 자유학기제로 시험이 없었는데 A6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이 가장 슬펐던 일이었다고 중학교 1학년을 회고했다.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고도 했다.
청소년수련원을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사설학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엄마가 경제적으
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A6은 자신도 돈이 드는 학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엄마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되어 중학교 1학년 9월부터는 사설학
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서너 번의 학원 교체 끝에 중학교 2학년인 지금은 ○○학원에서
국어, 수학, 영어를 배우고 있다. A6의 여동생이 이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A6도 여기
를 다니게 되자 학원비의 부담 때문에 A6의 여동생은 학원을 그만 두었다.
중학교 2학년인 A6은 1학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가장 큰 고민이 공부라
고 말하는 A6은 이제 “공부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하였다. “수업 내용을
조금 들으겠는데, 그냥 너무... 잠이 와요.”라고 한다. 담임교사는 “하려고 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가능성이 크게 없어” 보인다고 한다. 또래 멘토를 붙여 주었지만 멘토에
게 물어본다거나 그런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수업 시간에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24) 그래도 A6은 다른 교과에 비해 수학을 잘한다고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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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수학이) 예상 점수보다 훨씬 낮아?
A6: 네. 좀 낮아요.
연구자: 다른 과목은?
A6: 다른 과목은.. 뭐 그냥 찍어요.
연구자: 왜?
A6: 아 모르니까 그냥 찍어..
연구자: 공부를 안 해서 모른 거야? 아니면 공부해도 시험만 보면 여전히 몰라?
A6: 공부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19년 5차 면담)

이제 A6은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 별도로 다른 공부를 하지 않는다.
A6은 ○○학원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하는 과제를 끝내면 시

간에 관계없이 집에 빨리 와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낮은 성적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던 A6은 네일아트를 배
우러 다니는 친구처럼 자신도 미용학원을 다닐까 저울질 중이다. 패션, 요리, 중국어 등
도 함께 생각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7) A8

◦ A8의 생애사
A8은 탈북한 어머니와 조선족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중국에서 태어나
3학년까지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다. 한국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왔고, A8은 할머

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다 2013년 뒤늦게 한국에 입국하였다. A8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살게 되었다. 이곳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 정
책적으로 다문화 특성화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A8은 이 다문화 특성화 초등학교
에 다니게 되었다.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과 국제이해교육 등은 A8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2018년부터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 할머니와 거주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할머

니가 중국으로 돌아가셔서 학기 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주말이나 그 외에는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와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연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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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나고 있었다. 중국에서 태어난 A8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 그러
나 한국어의 경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도는 아니
었다.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없으며, 중국에서
의 삶보다 현재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더욱 만족하고 있다.
A8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다문화 예비 중학

교에 진학하였다.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에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위해 특
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도움을 받으려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학교 수업
이나 방과 후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성격적으로는 다소 우울하고 어두운 모습
을 보였다.
올 해 중학교 2학년이 된 A8은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으며, 패션에 관심이 많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복장에 대해 놀렸던 것을 상당히 불쾌한 기억과 상처로 간직하고 있기
도 한 A8은 가끔씩 만나는 어머니께 신발과 옷 등을 사달라고도 한다. 그 외에도 A8은
어릴 적부터 요리와 미술에 재능이 있으나 이를 개발하기 위한 외부의 지원은 받지 못했
다. 한때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려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으나, 이제는 “돈
을 많이 벌어서 행복을 찾아야”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코딩 관련 직업을 고민하고 있다.
◦ 시련과 성장을 가져온 가족의 해체
가족의 해체는 어린 학생의 마음에 큰 불안과 슬픔을 만들어 내는 사건이다. A8의
경우 현재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이며, 어머니는 이에 대해 A8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혼 직후 A8의 어머니는 A8이 “좀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당시의 A8을 지도했던 교사는 “어둡고”, “다운되어 있
고”, “갑자기 울기도 하는”학생으로 A8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A8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과정에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인근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
고, A8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는 어머니의 노력이 있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A8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2018년 3차 면담에서
A8은 가족 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엄마를 꼽기도 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A8은 어머니를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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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엄마는 ○○이랑 같이 계속 있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따로 사시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속으로 ‘아, 엄마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서운한 마음은
안 들어?
A8: 어… 이제 컸으니까[웃으며] 혼자도 살 수 있으니 그런 마음은 이제 안 들어요.
연구자: 어~ 진짜 컸네. 그럼 언제는 들었었어, 그런 생각이?
A8: 처음엔 그랬죠. 중2 올라오면서 이제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연구자: 응 1학년 땐 그랬는데. 근데 ○○이 그때 약간 속상하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소했어? 그냥
혼자?
A8: [웃으며] 자기위로.
연구자: 자기위로를 했어? 누구랑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이해를 해? 엄마의 선택이나 이런
걸 이해해?
A8: [웃으며]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죠~
(2019년 5차 면담)

중학생이 된 A8은 2학년이 되면서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이제는 사라
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실 이전에 실시된 1~4차 면담에서는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당시 쉽게 꺼내기 힘든 주제였기 때문에 A8은 그에 대한 감정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연구자와 조금씩 라포가 형성되면서 5차 면담에서는 과거
와 달리 이제는 중2가 되면서부터 서운한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가정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로
주변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와, “혼자도 살 수 있다”는 독립심이 작용하면서 A8이
부모의 이혼이 주는 심리적 위축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기위로”를 통해 A8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마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해의 마음’으로 변화하고,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A8 교사의 말
처럼 “정말 애정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A8은 아직 “학교 끝나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한국 적응의 도움닫기가 되어준 다문화학교
A8은 초등학교부터 현재 중학교까지 다문화학생25)들이 많고, 그들에게 특별 지원을
25)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18조상 이주배경학생(또는 청소년)에 속하는 하위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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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특별히 다문화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특
별 지원이 많아서 언어 문제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교사들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심이 많았으며, 학생들을 다그치기 보다는 기다려주며 격려하였다. 학
교에는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존했고, 그곳에서 A8은 이방인이라는 느낌
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A8은 자연스럽게 학교 문화에 적응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규정했고, 중국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된 친구와 오해 때문에 싸운 일이 있었으나 A8은
맞기만 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중국은 아직도 학생 간 폭행에 대해 처벌이나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서 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A8을 폭행한 학생은 그런 중국 학교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 출생 학생이었다. 그러나 A8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적응
과 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었다. 이러
한 인식은 A8이 다니던 학교의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또래보다 몸집이
커서 중국에 있을 때는 싸움을 종종했던 A8은 ‘폭력’과 ‘욕설’ 문제가 거의 없는 다문화
학교에 다니게 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중시하는 학교 프로그램을 경험하
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A8은 자연스럽게 중국에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걔가 때릴 때 너는 왜 안 때렸냐?” 그러니까 “엄마, 그거 때리면 폭행인
데...” 근데 또 한쪽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근데 지금 또 때리면 계속 싸움이 나니까, 폭행하면 어쩌냐
고, 그래서 자기가 참았다고 하더라구요.
(A8 어머니, 2017년 1차 면담)

A8은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있었다.

A8: 중국 같았으면 주먹부터 날라갔는데, 한국이니까 때리면 또 부모님 오니까~ 하아[한숨] 참아요.
연구자: [웃으며] 참아? 그래서 인내심이 생겼어?
연구자: 하하[웃으며] 어머니가 중국에서도 좀 싸우고 이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는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8이 경험한 ‘다문화예비학교’의 맥락에서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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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오시라고 하기가 죄송한 거야? 그래서 조금 참는 거야?
A8: 일 하는데 갑자기 오라니까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당황할 것 같아서.
(2019년 5차 면담)

서로 다름에 대해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학교 문화는 “주먹부터 날라갔”던
A8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싸움은 ‘폭행’이라는 점과 폭행이 서로 오가게 되는 상황에 대

해 인식하게 되면서 A8은 맞으면서도 이를 참는 성격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에서 일하시
는 부모님이 자신의 문제로 학교에 불려오는 것에 대한 죄송함도 그러한 변화의 이유로
일면 작용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친구와 싸우지 않기 위한 A8의 인내심은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폭력이 쉽게 용인되는 중국의 학교 문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친구를
그 입장에서 이해해주기도 하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에는 중국어로, 한국 학생들
과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서 온 친구들
보다 한국 친구들과 더욱 친하게 지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교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
A8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다문화교육을 특성화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지원하여
온 경우도 있었으며,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A8은 1차~5차의 전 면담 과정에서 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중국에 있을 때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었다. 오히려 중국에 있을 때는 교
사에 대한 매우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 2017년 면담 당시, A8은 중국에서 만났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폭력적”이었다고 회상하며 모든 선생님들이 싫었다고 대답하였다.

A8: 중국이 되게 싫었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연구자: 중국이?
A8: 빨리 한국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언제 가냐고 계속 물어봤죠.
연구자: 근데 ○○이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잖아, 그때까지. 그런데?
A8: 근데 부정적인 마음이 제일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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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오기 전에? 왜 그랬을까?
A8: 쌤들이 되게 싫었어요. 공부가 빡세고 숙제가 많고.
(2019년 5차 면담)

A8은 한국에서 만난 선생님은 친절하고, 수업도 재미있게 운영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고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었다. 좋은 교사의 존재가 부모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A8에게 선생님은 A8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봐줄 수 있는
대상이었다.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 걸친 모든 면담에서, A8은 자신의 담임 선생님
과 과목 선생님들에 대해 긍정적인 묘사를 했다.

연구자: ○○이는 자기 고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누구한테 좀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털어 놓고 상담
하고 이런 거.
어머니: 아… 가족 중에서?
연구자: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멘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머니: 아마 선생님일 것 같아요. 담임. 그래도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다 말해주고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뭘 물어보면 좀 짜증 그런 거 내는데. 학교에서는 좀 다 털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A8 어머니, 2017년 1차 면담)

2019년 5차 면담에서 현재 중2인 A8은 고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나 선생

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 대답하였다.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게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진로나 학업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A8은
교사의 조언을 듣고자 하고 이를 의지하고 있었다.

연구자: 예를 들면, 나중에 고등학교 선택해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좀 얘기할 것 같아?
A8: 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면접원: 학교 선생님?
A8: 네.
(2019년 5차 면담)

친밀하지만 함께 살지 않는 어머니나 상담을 하기에는 쉽게 찾게 되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A8에게 교사는 언제든 찾아가서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또한 A8이 마음을 열고 교사를 의지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120

Ⅳ. 성장단계별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전환

열린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A8을 돌본 것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교사의 조언과 정보의 제공이 A8의 진로 결정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8은 중국과 한국에서의 학교 경험을 통해 교사가 부
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8) A9

◦ A9의 생애사
A9는 탈북한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누나가 한 명 있다. A9의

어머니는 북한에 있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다른 자매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
너갔고, 거기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서 남매를 낳고 정착하였으나, 중국에서의 농촌 생활
이 여의치 않아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중국을 떠날 때 A9의 나이는 두
살이었다. 그 후 남편도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 했으나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떠난 후 중국에 있을 때 A9와 누나는 조부모 손에서 키워졌다. A9의
누나는 중국에서 아버지에게 폭력을 경험한 후 한국에 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어머니에게
보였고, 이에 A9보다 1년 먼저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후 동생을 데려오자는 누나의 설
득에 어머니가 동의하여 A9를 데려오게 되었다.
2017년, 열 네 살의 나이에 한국에 온 A9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다시 만나 어색한 상태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중국어가 익숙한 A9는 한국어 실력이
좋지 못하여, 정상적인 초등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고 다소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초등학교 졸업 후 누나가 먼저 진학한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어머니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A9는 기숙사에
서 생활하게 되었고, 명절과 방학 때만 집에 내려가게 되었다.
새로 진학한 중학교는 A9와 같이 한국어 보다는 중국어가 익숙한 중국 출생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관계에서 언어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고, 학교에서 운영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A9의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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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에서 다시 시작한 한국적응
A9는 다문화 예비 초등학교에 다녔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학생들도 많았

고, 학교의 지원도 있었지만 A9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친구가 없는”, “소심한”, “우울한” 학생으로 교사에게 인식되었다. 학교에서는 서
툰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로도 거의 말하지 않았다. 한국어 듣기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말하기 실력은 너무 더디게 발전했다. 그러다 진학하게 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는 A9에
게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학교에 자신과 같이 중국에서 와서 중국어 의사소통이 편
한 친구들이 많았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도 더욱 받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한국 문화
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을 배려하는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이 A9의 적응을 도왔으며, 특별
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그동안 더디게 늘던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나아졌
다. A9는 이제 드디어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되어 가는 것 같다.

○○이 한테 ‘왜~ ○○아 너 한국어 못했을 때 기억나냐고~너 진짜 하나도 몰랐었다고’ 이렇게 얘기했
었는데 ○○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얘길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고 했더니 그냥 하기 싫었대요. 그니까 이제서야
적응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
이 드는데.
(A9 담임교사, 2019년 5차 면담)

A9는 한국에 와서 자신의 성격이 너무 내성적으로 변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내성적

이라고 했던 성격은 특성화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점점 밝게 변하고 있었다. 웅크리고 있
던 마음이 기지개를 펴며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가 ○○한테 놀랐던거? 진로 체험을 갔었는데, 그 밤에 레크레이션 하니까 다 깜깜하고 노래만 나오
고 조명만 켜지잖아요. 근데, ○○이가 진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어머 쟤가 진~짜 많이 억눌
려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A9 담임교사, 2019년 5차 면담)
저번에 만난 이후로 친구들을 많이 사겨서 학교생활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망쳤지
만 이번 중간고사를 잘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꼭 갈려고요. 그리
고 제 꿈인 로봇공학자가 될려고 코딩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A9, 2019년 9월 성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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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입학 전 A9와 어머니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두 살 때부
터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어린 시절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어색했고,
적응이 필요했다. 또한 ‘여장부’같은 어머니의 강한 성격은 A9의 다소 ‘소심한’ 성격과
삶의 여려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안학교 진학 후에는 긍정적으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안학교에서 탈북 아이들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들과 선생님들의 교육은 A9로 하여금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인지,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
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A9와 어머니
사이의 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요번에 겨울에 와가지고 치킨 시킨 날에 이야기 하다보니까 맛있어? 맛있대요. 그래 참 너희들은 좋다.
엄마는 너 만한 나이 때 항상 빵꾸난 바지, 없어서 사 입을 돈이 없고 이 닭을 한번 먹자고 해도 진짜
견뎌서 겨우 한 마리 먹을 정도인데, 너네는 먹고 싶으면 먹지 않아. 그니까 ○○이가 딱 그래요. ‘엄
마, 엄마 고향은 그래 힘들었어요?’ ○○이가 그렇게 물어보데요. 너 어디서 들었어? 아니 학교에서,
한국말 유창하게 안 하는데 이렇게 이어가며 하는 소리가 학교에서 듣는데, 애들이 자기네는 중국에서
자라다보니까 행복했고 북한에서 직접 온 애들은 힘들어하더라 이런 소리..여기서는 굳이 그런 거 배
우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거 자체를...그냥 그저 북한이 힘듭니다. 이런 소리를 했지. ‘엄
마 고향..’이런 소리를 일반학교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부모들 고향, 이렇게 힘든 곳이다, 그걸 인식해라.
(A9 어머니, 2019년 5차 면담)

어머니의 면담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새로 진학한 중학교는 언어면에서, 문화면에서
도 A9에게 다시 한국의 학교에 적응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엄마 고향”은 어떠한 곳인지,
그곳에서의 삶은 어떤지를 알려주었고, 엄마와 같은 고향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서 북
한을 더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학교와 교사의 도움으로 A9는 조금씩 정서적으
로도 안정될 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 담임 교사와의 긍정적 유대관계가 가져온 변화
A9는 진학한 중학교에서 만난 담임 교사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대관계는 A9가 초등학교 시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밝고 긍정적으로 변한 주요
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평소 기숙사 건물에 거주하는 담임 교사는 A9와 많은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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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생활적인 측면에서 A9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A9는
이러한 교사에게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
현하고 있었다.

1학년 때 ○○이를 봤는데 되게 우울했어요. 2학년때 제가 담임이 되면서 ○○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죠. ○○이는 이런 친구예요. 자기 마음에 제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이렇게 와서 그냥 말없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표현을 못하는 애라는걸 알기 때문에 ‘어 ○○아 너 선생님 힘들까봐
지금 위로해 줄려고 온 거지?’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한
아이고 상대방의 표정도 읽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A9 담임교사, 2019년 5차 면담)

A9와 담임 교사 사이에 형성된 긍정적 유대 관계는 A9의 학업 동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담임 교사 과목인 기술·가정 과목을 가장 좋아하였고, 수행평가에서 스스로 공부
하는 모습을 보여 담임 선생님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근데 저 감동 먹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수행평가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라서 애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가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어로 진짜 작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공부 했구나~너무 예쁘다’라고 말해줬어요.
(A9 담임교사, 2019년 5차 면담)

A9가 일반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한국어가 부족한 A9와 같은 탈북청소년과 교사 간의 유대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A9의 담임교사가 말하듯, 언어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중국배경의 학
생들은 더더욱 교사에게 다가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먼저 말을 건네고 관
심을 표현해야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A9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다가
오는 교사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에서 A9가 만난 담임교사는
탈북청소년들의 특성과 중국 출생 학생들의 언어적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사의 적극성이 아이의 마음을
열고, 깊은 유대감을 맺을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A9는 학업적인 영역에서도 더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전환을 경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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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10

◦ A10의 생애사
A10은 북한 ○○도에서 살았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중국인 그곳은 북한을 떠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았던 곳이었다. A10 아빠는 운전병이었고 엄마는 장사를 했
다고 하는데 엄마의 동생이 탈북하자 성분에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철길 옆에 꽤 괜찮은
집을 짓고 살던 A10네 집은 정부에서 철길을 확대하면서 대책 없이 철거되었다. 군에서
제대한 A10 아빠는 하는 일마다 A10 엄마의 동생 탈북 경력이 장애가 되자 친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A10 엄마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탈북했다.
엄마가 떠난 후 A10 아빠는 엄마가 A10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
다 삼촌 집에 숨겨 놓았고 이 때 A10은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이 삼촌 집에
서 돼지 키우는 일 등을 도우면서 지냈다. 그러나 엄마가 떠날 때 ‘이모한테 가니 사람
보내면 따라오라’고 A10에게 당부해 놓았었기에 A10은 6개월 후 엄마가 보낸 사람의
안내에 따라 중국, 태국을 거쳐 총 1개월 반 만에 한국으로 왔다. 그 때가 2017년, A10이
열 세 살 되던 해이다.
처음에 A10은 자신이 중국에서 살게 될 줄 알았으며 엄마도, 이모도 중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A10이 기억하는 탈북 과정은 중국으로 갈 때 산길 등을 많이 걸어서 힘
들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기억이 없다. 태국에서의 감옥 생활도 “아 그냥 밖에
안나가는 것이 좀 그렇지만 먹는 거나 아무 거나 보는” 것이 좋아 괜찮았다고 기억한다.
국정원과 하나원에 있을 때도 밤 취침 전 점검을 하는 일이 싫었을 뿐 전반적으로 재미있
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수도권 ○○시에 엄마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에서 같이 살게 된 A10은 인근 초등학교 6학년에 들어갔다. 북한에서 소학교 4학년 밖에
다니지 않았던 탓에 5학년은 건너 뛴 셈이었다. 엄마는 한 학년을 내리고자 했으나 A10
이 “자기 학년 따라가겠다고” 해서 나이에 맞는 학년을 배정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북한에서 “1등은 거짓말이고 2, 3등은 하던 애”라고 엄마는 A10을 자랑스러워하며
A10은 스스로도 자신이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학교 다녀와서도 숙제를 하고 밖에 나가

노는, 못하면 안 나가”는 아이였던 A10은 한 학년을 건너뛰고도 “학급에서 중간 정도는
따라 간다”고 평가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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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초기부터 학습 면에서나 생활 면에서나 다른 북한배경 학생들과 “다르다”는 평
가를 받던 A10은 초기에는 성적이 크게 좋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되는 모습
을 보여 초등학교 교사나 중학교 교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A10의 성적과 관계없이
A10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한국에 오자마자 엄마는 A10을 영어, 수학 학원을 찾아 보냈

고 “사람이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배드민턴, 댄스, 컴퓨터 등 온갖 방과후 프로그
램을 시키려 했다. A10은 엄마가 운동을 많이 시켜 다리가 아파 병원을 다니기도 했다.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한국 학생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A10은 장차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A10에게 공부는 인생에서 9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중학교 2학년이 된 A10은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 코딩학원
도 다닌다. 현재 어머니는 학교의 탈북학생 지원 교사와 함께 A10을 지역의 국제학교26)
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A10도 그 학교에 꼭 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
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HOPE(탈북학생 잠재역량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지원하여
참여하기 시작했다.
◦ “눈치 보는” 생활로 인한 성격적, 신체적 상흔
A10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을 학교를 중심으로 기억한다. “괜찮게 학교를 다닌” 시기,
“학교생활이 어려웠”던 시기, “학교를 그만” 둔 시기 등이 그것이다. 철길 옆에 있던 집이

철거되기 전까지 A10은 “괜찮게 학교를 다”녔다고 기억한다.
A10이 9살 때 집이 강제 철거되고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받지 못한 채
A10네는 “친할머니 동생 같은”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엄마, 아빠는 일하러

다닌다고 밖에 주로 있어 가끔 모든 식구가 같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A10 혼자 그 집
에 있었을 때가 많았다. 할머니네 식구가 3명이었고 A10네 식구 3명 모두 6명이 한 방에
서 지냈다고 한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 “스무살 딸의
눈치를 보거나, 그냥 눈치를 보”면서 지내게 된 그 시점이 A10에게는 힘든 삶의 출발점
이 되었다. A10에 따르면 북한은 “그냥 한 집... 내 방이 없고 그냥 통째로” 한 방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던 시기로 기억된다.
집이 강제 철거된 시점만큼이나 어려운 시기로 기억하는 때가 그 다음 해인 소학교
26) 이 지역의 국제학교 위상은 다른 국제학교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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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이던 시절이다. 이 시기 학교 아이들이 놀려 울었었다고 말하는 A10에게 이 시기

일은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는 듯하다. A10은 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후 초급중학교에 들어간 A10은 1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될 즈음 삼촌 집으로
갔다. A10 엄마에 따르면 북한을 떠난 엄마가 아들을 데려 갈까봐 걱정이 된 아빠는 삼
촌 집에 A10을 숨겼다. A10은 원래 학교 숙제를 하지 않고는 놀러 나가는 일이 없고
삼촌네로 가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항상 가방을 메고 다녔을 정도로 학교 공부에
열성을 보이던 학생이었다. 그러던 A10이 삼촌 집으로 가며 학교를 그만 둔 사건을 인생
의 긍정적인 변환점으로 지적할 정도로 중학교 학교생활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중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내라는 것이(기부금 등) 너무 많았고 자신은 그것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자주 맞았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못하게 된 것이 그렇게 좋았던 일은 아니지만 “학
교를 그만둬서 (생애사그래프가) 올라간 거”라고 A10은 설명했다.
연구자: 학교를 그만둔 게 어떤 변화가, 어떤 게 좋아졌는데?
A10: 그때는 학교에서 내라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안 내면은... 안 내면 맞거나...
연구자: 애들은 잘 냈어?
A10: 잘 내는 애들도 있고, 못 내는 애들도 있고. 그때는... 아직도 때릴 걸요? 때리는 게 있어 가지고
맞았어요
(2019년 5차 면담)

[그림 Ⅳ-2] A10의 생애사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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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댁에서의 생활은 학교를 다니는 것만큼 괴롭지는 않았지만, A10에게 힘든 기억
으로 남아있다. 삼촌댁에서 A10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로 아무데도 못가고 집에만 있
었어야 했다. 삼촌댁에서 A10은 삼촌이 키우는 돼지를 먹일 죽을 매일 아침 끓이는 일을
했었다고 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좋았지만 삼촌은 일 때문에 매일 나가 계셨고 숙모
눈치를 많이 보는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고 A10은 기억한다.
“말할 애가 없으니까 말 수가 적어지고” 삼촌네 식구 외에는 타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그 때의 생활을 현재 자신의 모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A10은 표현
한다. 현재 자신이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 때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자: 나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은?
A10: 이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연구자: 아~ 삼촌 집에.
A10: 그때 말을 이렇게... 그 전까진 말을 잘했는데 그 후부터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말을
거의 안 하고 그랬으니까
(2019년 5차 면담)

사실 A10은 말을 삼키듯 하고 발음도 매우 불명확하여 면담 때에도 하는 말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A10을 매우 “특별한” 아이로 평가하는 A10 엄마도 이 점을 A10의
가장 큰 단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두 달간 A10을 아나운서 학원에 보내기도 했으나 “비
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포기했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학원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학원비도 감당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A10 어머니: 단점이 성격이 내성적인게 정~말 단점이에요.
연구자: 약간 걱정되시기도 하세요?
A10 어머니: 너무 걱정이에요. 그냥 걱정도 아니고 너무 걱정이에요.
연구자: 좀 어떤 측면에서 그러세요?
A10 어머니: 집에서 하는 거 보면 밖에 나가서 진짜 말을 안 할 거 같은데 또 나와 보면 또 안 그렇대
요. 발표랑 할 때는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A10이 내성적이라 말을 할 때랑
시원하게 안 해요. 자기 조로 말해서 자기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2개월 동안 아카데미 그 있잖아요, 아나운서 학원을
제가 두 달 보냈었어요. 근데 그것도 꾸준히 시켜야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비용은 아니더라도 사실 포기를 했어요.
(A10 어머니, 2019년 5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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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댁에서의 경험은 A10에게 언어적 어려움을 갖게 한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으로 인해 어눌한 말투를 갖게 되고, 누군가와 대화를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격도 내성적으로 변한 것이다. A10과 어머니 모두 개선 혹은 치료를 원하
지만 현재의 여건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
◦ 낮은 성적으로 인한 좌절과 성적 향상 경험이 준 자신감
탈북해서 한국에 오게 된 상황을 A10은 10점(생애사그래프의 최고점)을 부여할 수
있는 사건으로 기억한다. 처음 한국에 와서 엄마와 함께 살게 된 느낌을 A10은 “다른
나라에서 다시 산다”는 것이 좋았다고 표현했다. 중국에서 자신이 가게 될 나라가 한국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한국을 못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기에 “왜 거길 갈까” 했었으
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을 보면서 자신이 가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 온 직후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을 보면서 “로봇인데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고 싶어서 로봇공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고 그 때부
터 중2가 된 지금까지 A10은 계속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한 A10에게 중학교 1학년 초까지 공부는

자신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토대였다. 중학교 2학년이 된 현재에도 A10은 아직 자신의
기대에 성적이 한참 못미치고 설정해 놓은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A10을 담임하는 교사도 A10이 “열심히 학교에서 생활”하고 “노력하고 보여주는
것만큼 학교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성적은 “정확하게 중간”이라는 점에서 “기대치 이
하”라고 말한다. 이것이 A10이 한국에 온 이후 자신의 생애사그래프를 “하향” 곡선으로
표시한 이유다.
그러나 2019년도 5차 면담 당시 중학교 2학년인 A10은 성적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
던 이전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2018년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휴대폰과 게임에
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아 누군가 자신을 통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던 A10이 중
학교 1학년 말부터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해가며 생활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1
학년 초에는 “그냥 공부가 어려워요”, “학교에 가면 몸이 아프다”던 A10이 1학년 말에
진행된 4차 면담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목표만큼 성적이 나오고 있으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오히려 즐겁다고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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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려고 스스로 데이터 사용량을 줄였다고도 했다. 이는 중학교 1
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 평균 20점이 오른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의 영향인 듯하다.
2학년 1학기 기말시험 직후에 만난 A10은 시험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는 못했지만 이후 자신의 생애사그래프는 계속 하향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
라고 말했다.

연구자: 이렇게 (처음 한국 들어온 이후) 훅 내려간 이유는?
A10: 공부가 어려워서.
연구자: 좀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떨 거 같아?
A10: 앞으로는 지금과 똑같을 거 같아요.
연구자: 이렇게(오른쪽 직선으로) 갈 거 같다는 거야?
A10: 네.
(2019년 5차 면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평균 70점 대에 머무르고 있는 자신의 성
적 때문일 수 있으나 자신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정 수준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듯 학업을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경험한
A10은 이전에 비해 학업에 대한 높아진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10) A1127)

◦ A11의 생애사
A11의 어머니는 북한에서 미혼모가 되었다. A11의 아버지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

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직업 군인이었던 A11의 아버지는 가족을 버
렸고, A11과 어머니만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북한에서 미혼모는 “비판대상”이며 “손가
락질 받으며” 살아야하는 운명이었다. 더욱이 A11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출생 등록
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성장이 어렵게 되었다. A11의 어머니가 생활고를 피하기 위해
친적집에 가 있는 동안 호적까지 말소되고 서류상 A11이 탈북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딸

27) A11은 추가 패널로, 2019년 5차 면담에 처음 참여하였다. 따라서 다른 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면담 자료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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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래와 자신이 앞으로 감내해야할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탈북밖에 대안이 없었던
A11의 어머니는 총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A11을 데리고 브로커 없이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중국에서 돈이 떨어져 결국 A11의 어머니는 중국(한족)인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A11은 세 살부터 여덟 살까지 5년 동안 새로운 가족인 중국인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한국에 오기 1년 전에는 가족과 떨어져 ‘기숙학원’ 같은 곳
에서 지냈다. 어머니는 장사하느라 바쁘고, ‘폭력적인 성향’의 새아버지에 맡기기에는 미
덥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었다.
A11의 어머니가 하는 십자수 사업이 번창할 무렵 A11의 어머니는 지인으로부터 자

신의 엄마와 언니가 “교화소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국에 가
면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교화소에서도 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행을 결
심하였다. 이에 A11과 어머니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먼 여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여정 중에 라오스 경비대에 발각되어, 북송될 위기도 있었으나, A11의 어머니는
“내가 북송되는 날에는 그냥 애하고 나는 면도칼로 자살을 해버려 죽을거야”라고 브로커

에게 엄포를 놓으며, 사생결단의 의지로 맞섰고, 이에 브로커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무사히 태국까지 갈 수 있었다.
한국에 2012년에 입국하게 되었고, 하나원 생활이 끝나고 수도권 지역에 정착한 후,
A11은 다음 해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A11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주위에서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입학을 제안하였으나,
A11의 어머니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은 적응이 힘들겠지만, 일반 학생들과 생

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일반 학교에 진학을 시켰다. 다행히 A11은 적응
을 잘하여 현재는 의사소통과 공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친한 친구들이 전학을 가버려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고, 학교
를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학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
었다. 중학교 입학해서는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데, 이는 과거 ‘짱개’라고
놀림을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이다. 2학년이 된 현재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장래희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A11의 어머니는 현재 일을 하며 경제적인 면
에서 A11을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 의미있는 만남을 통한 한국 생활 적응
A11이 입국직후 마주한 환경은 한국 생활 적응에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학력 차이의 문제 때문
에 보통의 탈북학생이 한 학년을 낮추어 입학하는 데 비해 A11은 나이에 맞게 학년을
맞추어 입학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A11은 몇몇 의미 깊은 만남을 통해 어려
움을 이겨내었다. 이에 도움을 준 사람은 먼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멘토링 선생님이
다. 멘토링 교사는 자원봉사 여대생으로 일주에 2번 정도 만나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담
도 해주었다.

연구자: 어떤 면이 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A11: 진로에 대한거랑... 고민..(울먹거림)
연구자: 여자, 여자 선생님이죠? 아.. 그냥 언니같이 좀 그렇게 지내는 게 좋았나?
A11: 네.
연구자: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A11: 아 일주일에 두 번..
연구자: 어 많이 만났구나~되게 친하긴 했겠다.
A11: 네 저희 집에서 많이 자고 가셨어요.
연구자: 자고 갔어요?(웃음) 정말 친 언니처럼 그랬구나~
(2019년 5차 면담)

멘토링 교사와는 4학년 때 처음 만났고, 6학때 다시 만나서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했
다. 현재는 멘토링 교사의 취업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멘토링 교사는 연락을
하라고 하지만 직장 일로 바쁜 것을 알기에 쉽사리 만나자고 하지 못하고 있다. 멘토링
교사와 보낸 2년간의 시간은 A11에게 매우 소중하게 기억되고 있었다. 자신만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이나 시간을 내어 만나고, 고민거리에 대해 상담해 주는 경험을 하면서,
A11의 마음 속에는 멘토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이 자연스럽게 피어난 것이다.

또 다른 만남은 초등학교 때의 단짝 친구이다. 비록 중학교 때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서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깊은 우정을 지속하고 있었다.

A11 어머니: 완전 연애하는 것처럼 다녀요. 고것도 여자앤데 둘이서. 남자애면 제가 단속을 하겠는데
밤 열두시까지 얘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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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는 데가 ○○이라고 하셨죠. 그 학생은 전학을 간 거예요?
A11 어머니: 전학을 갔어요. 요번에 여기 ○○중학교에 같이 또 같은 반에서 다니다가 전학을 간 거예
요. 근데 걔는 얘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 열두시까지
전화하고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또 놀러 와요. 저를 이모라고 하면
서 되게 편안하게 지내니까 애하고 되게 잘 놀더라구요.
(2019년 5차 면담)

많은 탈북 학생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말에 익숙하지 못한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교우관계이다. 탈북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할
뿐더러 언어의 어려움으로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해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워 대안학교를
선택하기도 한다. A11에게 있어서 ‘단짝 친구’의 존재는 일반 학교 적응에 큰 도움을 주
었다. 다른 친구들로부터 “짱개”라고 놀림을 받은 것을 큰 상처로 간직하고 있으나, 이러
한 상처는 단짝 친구와의 깊은 만남과 유대 관계로 회복되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11의 경우, 낯선 한국 생활의 적응에 자원봉사
멘토 교사와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큰 도움이 되었다.

다. 종합논의
앞서 기술한 초6 패널들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삶에서 발견되는 전환은 Wingens
등(2011: 15)의 지적처럼 초6 패널 스스로 포착한 것과 연구자가 발견한 것이 함께 섞여
있다. 패널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표현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나 당
사자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인생에 대한 회고
의 의미를 연구의 의도와 달리 해석한 경우에는 지난 3년 간 진행한 면담 자료 분석과
학부모, 교사 면담에 의존하여 전환이라는 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초6 패널의 탈북청
소년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전환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이나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의 이주는 모두에게 삶의 주요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는 각각 상이하다
학교 밖 탈북청소년들 대상으로 탈북의 의미를 분석한 원미순과 동료들의 연구(2015)
는 탈북청소년들에게 탈북의 의미는 ‘가족’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헤어진 가족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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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위해, 가난으로부터 가족을 구하기 위해 탈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6 패널들의 생애사를 토대로 학교 내 탈북청소년들의 삶의 주요 전환
점을 포착해 보고자 한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이 탈북과 다양한 방식으
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패널들의 서로 다른 생애사 속에서 확인되는
‘가족’은 원미순 외(2015)의 연구가 말하는 ‘가난’, ‘헤어짐’으로 연결되는 가족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북한 내에서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던 가정에서 한 구성원이 탈북
하게 되면 기존 가족의 틀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구성원의 탈북 원인이 되기도
한다(A3, A10). 삶이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가난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 폭력적인 가족으
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감행한 탈북도 존재한다(A4). 초6 패널 중에서는 가난 속에서 이혼
하고 아이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여성이 삶의 방편으로 탈북을 택할 때 이 엄마와 같이한
아이의 탈북 사례만이 ‘가난’과 연결되어 있다(A6).
각 패널의 생애사에서 북한이나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한 것의 의미 또한 다양하
다. 북한에서 온 A3, A10에게 탈북과 한국 이주는 눈치보고 살아야 했던 삶, 인정받지
못하던 학교생활 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비슷한 유형의 A3, A10이지만 이 둘 사이에서 탈북과 한국행의 의미는 또 다르
다. A3이 겪었던 북한에서의 어려웠던 삶은 엄마가 없어지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 전
까지 A3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지금도 북한의 아빠는 잘 살고 있다. A10의 경우에는
역시 엄마가 먼저 탈북한 사례이지만 북한에서 A10은 풍족한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으
나 엄마의 부재 이전에 이미 가정은 어려워져 있었고 엄마의 탈북은 그 해결책으로서
A10과 사전에 공유되었던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온 A4에게 탈북과 중국생활,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은 아빠의
폭력으로 어깨가 무너질 정도로 학대받고 살던 삶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북한 출생이지만 중국에서 자라다 온 A6에게 한국행은 몰랐던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사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A6에게 중국은 되돌
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곳이다.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시작된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생활을 시작한 이
들과는 달리 중국에서 나서 자라 한국에 온 A5에게 한국행은 한국생활 5년이 지난 지금
도 이해되지 않는 엄마의 독단적 결정이다. 중국에 모든 행복을 놔두고 왔다고 생각하는
A5는 중2가 된 지금에야 최악의 불행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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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이 주는 의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경우도 있다. A1의 경우 탈북 후 한
국에 왔을 때, 기대와는 다른 경제적 어려움과 북한에서의 즐거운 추억으로 인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습득
과 한국의 합리적인 사회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함께 일어났다.
이와 같이 각 패널들이 새로운 삶에 부여하는 서로 다른 의미가 향후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갈 것인지를 포착하는 것은 향후 본 종단연구의 중요한 탐색 주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삶에 대한 큰 기대가 한국에서의 삶의 기본 동력으로 작용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좌절을 초래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기
어렵다.
◦ 중학교 진학이 갖는 전환 효과는 미약하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면서 겪게 되는 환경적 변화는 결코 적지 않다. 담임교사
중심의 체제에서 교과교사 중심 체제로의 변화,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선배 위치를 점
하다가 중학교를 가게 되면 가장 낮은 신입생의 위치로 변화하는 등은 패널들의 삶에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초6 패널들의 삶의
전환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의 중학교 입학의 의미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다만, 대안교
육 특성화 학교에 진학한 A6의 경우에는 기존 학교와는 전혀 다른 교육환경을 경험하면
서 성격과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새로운 학교급의 진학으로 인한 것이
기보다 A6이 진학한 학교의 특성에 기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 온 초6 패널들 중 초등학교 때에 북한출신이라는 것이 공개되었던 패
널들(A4, A10)은 모두 중학교에 가면 자신의 배경을 주변에 알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이들도 중국 출생을 알리지 않고 싶은 것은 마찬가
지 였다(A8, A11). 중2가 된 현재 이들의 배경은 이미 주변에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자신들도 배경이 알려졌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살아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북한배경 학생들이 별로 없기도 했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이어서 눈에 띌 여지가 별로 없
어 동료들에게 관련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A3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도 여전히 알려
지지 않고 있다. A3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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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이는 김정원 외(2016)의 연구에서 탈북청소년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이 출신배경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새로운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도 같은 학교로 진학한 동일한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로 인하여 본인의 공개
의지와 상관없이 출신배경이 공개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출신배경 공개여부에 관련한 상황을 개별 당사자가 감당하도록 맡겨두기 보다
학교가 아이들의 관계와 관련된 자세한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과수업내용을 비롯하여 일상의
상호작용에 내재된 북한 이미지를 북한배경 학생들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이들이 자신
의 배경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데에 학교가 앞장서
야 할 것이다.
◦ 관계의 ‘변화’와 ‘형성’이 주요 삶의 전환점이 되다
중학교 진학이라는 객관적 조건의 변화보다도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변화 및
형성이 각 패널들의 삶에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관계의 변화로 인한 부정
적 전환의 예는 A4에게서, 긍정적 전환의 예는 A5에게서 찾을 수 있다.
A4는 학교를 빨리 졸업시키고 싶다는 엄마의 의지에 의해 초등학교 5학년 초에 갑자

기 6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쌓아왔던 관계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북한배경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도 A4는 이 관계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지니고 살게 된다.
A4에게 동료들은 무섭고 다가가기 두려운 존재들이 되었다. 실제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

구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이제 A4는 더 이상 친구를 사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A4와 달리 관계의 변화로 인해 긍정적 삶의 전환점에 서 있는 예로 A5를 들 수 있다.
A5의 엄마는 가족이 처한 어려움들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다가 자신과

아이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산물임을 인식
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다.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던 A5
엄마는 남편과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역할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상황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되면서 A5와 A5 아빠와의 관계도 변화하게 되었다. A4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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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중학교 2학년인 지금 학교에서 거의 함께 할 친구가 없는 A5지만 이제 집에서는
아빠라는 함께 얘기하고 함께 놀 대상이 생겼다. 이 점이 A5로 하여금 인생의 최악의
시절에서 벗어나 현재 자신의 삶이 평범한 수준이라고 말하게 되는 주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의 형성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탈북 배경의 학생들
은 한국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간다. 특별히 교사와의 관계 형성은 어린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 인생의 롤 모델로서 그들의
성장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탈북 자녀의 부모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그들 역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신생아’
같은 존재이며, 바쁜 경제생활로 인해 자녀들과의 충분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탈북 학생들은 ‘부모의 부재’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직·간
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진로에 대
해 고민한다.
탈북 학생들에게 부모 외에 가장 밀접한 성인은 교사이다. 교사는 강력한 롤 모델로
서 탈북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떠한 교사를 만나느냐가 탈북 학생의 인생
에 있어서 어떠한 ‘전환’을 맞이하게 되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는 교사, 아침마다 식사를 챙겨주는 교사, 영화를 함께 보고
책을 사주는 교사 등과 같은 긍정적인 교사들의 모습들이 초6 패널 학생들 마음속에 남
아 있었으며, 학생들은 그들의 조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A11의 사례와 같이 멘토링 자원봉사자도 학생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었는데, 대학생인 멘토링 자원봉사자는 학생과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학생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며,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로 발전해 나갔다.
관계의 중요성은 매해 진행되는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 항상 지적되어 온 것
이다. 특히 김정원 외(2018)에서는 학교 “교사의 역할을 ‘교수’에서부터 ‘관계 형성’ 중심
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김정원 외, 2018: 305-306). 학업성취도에
대한 압력 중심의 학교교육을 비판하며 관계가 학교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논의들도 전개되고 있다(Loe, ed.: 2016). 탈북학생 지원정책에서도 장기적인 관계 속에
서 아이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해 나가면서 의미 있는 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멘토를 아이들에게 연결하는 ‘성장멘토링’ 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탈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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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육지원센터, n. d.) 이것은 학습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 어떤 특정 프로그램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 높은 관계 형성을 통해 아이들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경험한 관계 변화가 향후 아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들이 자
신의 삶과 세상을 보는 관점에,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의 행위양식에 어떤 힘을 발휘하
게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작업은 본 종단연구의 핵심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될 주요 연구 결과는 ‘관계 중심의 학교’라는 구호가 실제 교육정책으
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주요 토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학교에서의 성취 경험이 삶의 질적 전환의 계기로 작용하다
학교 학습에서의 성공 경험이 갖는 긍정적 효과와 실패 경험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초6 패널에서도 학교에서의 성취 경험들이 삶의
방향을 질적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단적인 예가 A6이라 할 수
있다. A6은 한국생활 초기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다. 일상의 한국어 대
화 실력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나 교과수업 이해와 관련한 한국어 실력은 쉽게 늘지
않았다. 1년 이상 방과후 시간에, 또 주말에도 지역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 교과학습과 언어학습에 매달렸으나 학교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성적은
떨어졌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습 의욕을 버리지 않았던 A6은 중학교 2학년이
되자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A10의 경우에는 긍정적, 부정적 성취경험을 함께 겪은 사례다. 중학교 1학년 중간고

사에서 예상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받고 좌절하면서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
했던 A10이지만 기말고사에서는 현저히 향상된 성적을 접하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변화하였다. A10은 게임 하는 시간을 통제하는 등, 생활규칙을 스스로
정하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인 현재, 1학년 때와 같은 계속적인 성적 향상을 기대했었
으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자 실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A10의 공부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성적의 성취만이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A1은 반장으로 선출되는
또 다른 차원의 ‘성취’를 이루어냈다. 이를 통해 다른 한국 학생에 비해 북한에서 온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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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다르다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보통’학생의 범
주에 자신을 편입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했다.
향후 탈북 배경 아이들에게 가능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내어 이들도 긍정적 성취경험
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성적 향상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영역과 수준
에서 성취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는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여학생들의 경우 삶의 주요 영역에서 전환(부모로부터의 주체적 횡보, 진로와 연결된
공부, 화장)이 일어나고 있다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중학교 2학년이 된 초6 패널들에게서 나타난다. 특히 여학
생들의 경우가 그렇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
여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보다 냉철한 판단 하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양자 모두에서 부모의 의견을 주로 따
르던 이전의 모습과 다른 아이들 자신의 주체적 판단이 보다 부각된다.
A3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기대를 그대로 따르던 이전의 모습

에서 중2가 된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미술 영역에서 진로를 개척해 나가
는 모습이 뚜렷이 부각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진로상담도 자청해서 받고, 미
술학원도 스스로 찾아간다. 엄마는 아직도 이전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A3은 고등
학교 진학을 미술 계통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굳히고 있다.
A6은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A6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미용, 패션, 요리, 중국어 등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진로를 찾으려 한다. 엄마는 아직도 공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6을 학원에 보내고 있지만 A6 자신은 진로를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극단적 사례인 A4의 경우에도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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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2학년이 되자 고등학교 진학을 걱정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상
황을 고려하여 학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할 기회만 찾고 있는 A4는 꾸준히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혼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공책에 모두 써 보기도 하고 유투브를 찾아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도 한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학교 2학년이 된 시점에서 초6 패널 여학생들의 삶의 주
요 영역이 ‘공부’ 중심에서 ‘진로와 연결된 공부’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삶의 주요 영역을 탐색한 김정원 외(2018)의 연구에서 초6 패널과
중3 패널의 차이는 공부와 진로에서 나타났었다. 당시 중1이었던 초6 패널들에게는 아직
‘진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들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믿었다. 그에 비해 당시 고1이었던 중3 패널에게는 공부 그 자체보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게될 지와 관련된 고민이 공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삶의 영역 전환은 초6 패널 모든 여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화장’을 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화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엄마와 선
생님이 못하게 해서 안한다던 참여자나(A6), 아예 화장하는 아이들을 “날라리”라고 기피
하던 참여자도(A3) 모두 입술을 바르거나 손톱을 칠한다. 김정원 외(2018) 연구에서 고1
이 된 중3 패널의 주요 삶의 영역으로 지적되었던 ‘꾸미기’의 핵심 내용이 화장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초6 패널들의 삶의 영역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김정원 외(2018)의 연구에서는 당시 고1이었던 중3패널의 화장을 이 시기 여학생들
의 주요 ‘친구문화’로 규정했었다. 황혜미·천혜정(2011)도 여중생의 화장행위를 또래 간
의 중요 관계를 결속시키는 매개체로 이해한다. 결국 여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이라
는 시점은 친구관계가 부모나 교사의 통제보다 더욱 힘을 발휘하는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단순히 공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공
부를 연결시키면서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려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들의 모습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 언어의 문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언어의 문제, 즉 한국어의 숙달여부는 친구 관계, 학업 성취도, 자신의 정체성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특별히 중국에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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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을 보낸 후 한국으로 온 탈북 배경 학생들의 경우는 ‘언어의 벽’에 가로막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어가 익숙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다니며 한국의 문화에 적
응하기 보다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결정을 하기
쉽다(A8, A9).
한국의 경쟁적 학교 문화 안에서 한국어의 미숙함은 자신을 위축시키며, 자존감이 낮
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성격도 소심하게 변하게 된다(A9). 중국 출신의 학생들만이 언어의 문제에 직면하
는 것은 아니다. 강의식 수업에서 모둠 수업과 토론 발표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교실에서는 한국어가 익숙한 탈북 학생들조차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A1,
A2).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언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구적 학업 결손이 초래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한국 사회 적응과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 반면, 언어의 문제를 극복한다면, 학업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
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A6), 원만한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A8,
A11). 언어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준다는 점은 탈북 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중 ‘한국어 교육’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 학생들의 거주하는 지역은 삶의 패턴에 영향을 미쳐서 ‘전환점’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외부 환경이다
‘전환’을 ‘새로운 삶의 패턴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때, 탈북 학생들이 거주하

게 되는 새로운 삶의 ‘정착지’야 말로 삶의 패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다. 많은 탈북자들이 서울 혹은 수도권 거주를 원하지만 임대 주택 공급 제한, 직업 등의
문제로 지방에 거주하게 된다. 거주지의 차이가 삶의 패턴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2주기 때 밝혀진 삶의 주요 영역
인 ‘공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김정원 외, 2018).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탈북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학업성취 압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A1, A2, A3, A4, A5, A6, A10,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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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들도 최대한 적
극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성취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학생들과 부모들 모두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제도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다(A8).
성취 압력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낮은 성적으로 인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학업에 대한 낮은 효능감은 긍정적 자아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
대적 박탈감’은 물론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반면, 열심히 하여 성공
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학습의 다양한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을 섣불리 내릴 수는 없으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
하여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는 방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중3(고2) 패널

가. 면담 대상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중3 패널은 2017년에 총 10명의 패널을 섭외하여 면담을 시
작하였고, 2018년 3차년도 연구 중 1명이(B4)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담에 더 이상 참여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려와 탈락하게 되었다. 2주기 4차년도 연구인 2019년도 연구에서
는 추가패널 섭외를 위해 기존 참여자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입국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대부분이 면담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여 보고서를 작
성하는 시점에서는 추가 패널 섭외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2019년 5차 면담에 참여한 총 9명의 중3 패널 탈북청소년들은 주로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다. 전체 참여자 중 5명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1명
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마이스터고, 2명이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 1명은
일반학교에 진학하여 생활하고 있다. 특히 3차 조사 이후, 두 명의 학생이 특성화고등학
교에서 각종학교(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전학하였다. 그 중 한 학생은 일반고등학교로 전
학을 가려다가 실패하여 대안학교로 전학한 경우이다. 반면, 일반고에서 생활하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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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고로 전학한 사례도 있다.
중3 패널의 경우 주거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참여자 9명 중 4명이 기숙형
학교나 시설에 재학 중이며, 3명이 그룹홈 또는 방과후 기숙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가
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2명뿐이다. 그 중에서도 한 사례
는 2019년 연초부터 3개월 간 친척집에서 생활하다 최근에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는 등, 주거형태의 변화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주거형태의 변화는 단순한 거주지, 거주
장소의 변화일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통해 생활의 패턴이
나 삶의 태도, 가족관계 등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러한
주거형태의 변화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라는 학교급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점도 학생
의 학습과 생활에서의 전환과 연관될 수 있다는 면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표 Ⅳ-2>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의 중3(고2) 패널 현황
진학 및 현 소속

특이사항
(거주형태)

2001

일반중 → 특성화고

기숙형 시설

2014

2001

일반중 → 특성화고

그룹홈

북한

2013

2000

일반중 → 특성화고

기숙형 시설

-

-

-

-

[2017년 2차 면담 부터 패널 탈락]

B5

여자

북한

2016

2001

특성화중 → 일반고 →
각종학교(대안학교)

기숙사

B6

여자

북한

2014

2001

특성화중 → 특성화고 →
각종학교(대안학교)

기숙사

B7

남자

중국

2015

2001

일반중 → 일반고

가정

B8

남자

북한

2013

2001

일반중 → 특목고(마이스터고)

기숙사

B9

여자

중국

2015

2001

일반중 → 특성화고

친척집

B10

남자

중국

2013

2001

일반중 → 일반고 → 특성화고

기숙사

사례

성별

출생국

입국 연도 출생 연도

B1

남자

중국

2013

B2

여자

북한

B3

남자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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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별 전환 분석
1) B1

◦ B1의 생애사
B1은 중국 ○○성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조선족 아버지 사이에서 2001년에 태어났
다. B1은 중국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는 B1이 6살 때 한국에 입국했
지만 중국에서 살 때도 다른 도시에서 지내는 등 B1과는 같이 지낸 시간이 별로 없다.
어린 시절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B1의 기억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중국에서 할머
니와 아픈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 행복하거나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B1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이 시기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 중국에서의 학
교생활에 대해서는 주로 공부하기 싫었다는 B1은 학교 끝나고는 주로 컴퓨터를 했다.
B1은 초등학교 5학년 방학 때 엄마를 만나러 한국에 나왔다가 중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았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 중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는 엄
마와 B1은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 정도로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 그러던 B1이 12살에
한국에 놀러왔다가 다시 만난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결정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데에는 엄마와 새아버지의 집이 아주 좋아보였고 함께 여행한 경험이 좋았다는 이유가
있었다. B1이 한국에 남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엄마는 B1이 겪을 언어적 어려움을 걱
정하며 병환이 있는 아빠와 중국에서 좀 생활하다가 한국에 다시 나오면 어떻겠냐고 설
득했지만 B1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도 한국에 남고 싶다고 했다. 결국
한국에 남은 B1은 동네의 동갑내기 탈북학생과 친해져서 그 친구가 생활하는 기숙형 방
과후 시설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B1은 어려서부터 조선족 할머니와 생
활하면서 한국어 듣기는 어느 정도 하였지만 말하기와 읽기, 쓰기는 잘 하지 못하여 방과
후 기숙시설의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6개월간 배운 후 한국의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B1은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때는 한국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안 어려워
요. 비슷해요. 한국이 더 챙겨주고 선생님이 안 때린다”며 비교적 한국에서의 공부나 학
교생활,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중학교 당시 B1은 학교 성적이
비교적 양호하고 기숙형 방과후 시설에 있는 탈북학생들 중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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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성적이나 생활면에서 새로운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다.
B1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
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빨리 직업을 잡아 돈을 벌어 독립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B1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일부러 경쟁률이 낮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
여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이 학교에 진학할 당시 B1의 계획은 자신이 좋은 내신 성적
을 받아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계획과 현실 간의 괴리
가 생기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다.
◦ 중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자발적 결정
B1에게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삶의 거처를 옮긴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결정이 부모님들의 의견과는 달리 B1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B1은 초등학교 5학년 방학 때 어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나왔다
가 계획과는 달리 한국에 남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중국에 돌아가지 않았는데, 왜 중국에
돌아가기 싫어졌냐는 질문에 “중국에서 안 해본 것을 다 해봐서”라고 대답하였고, 중국
에서 계속 살았으면 “그냥 돈 못 벌고, 그냥 길바닥에서 거지 생활”을 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다. B1이 겪었던 어려운 중국에서의 생활과 달리, 좋아 보이는 어머니의 집,
놀이공원과 바다 여행 등 한국에서의 풍족해 보이는 생활은 잠시 방문차 들렀던 한국에
계속 남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탈북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자신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B1의
한국 잔류 결정은 특이한 경우이다. 또한 면담을 통해 B1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만
족하고 있으며 당시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B1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부하는 것”이라고 대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달라진 것은 스스로 운동을 해서 살을 뺀 것이라고 대답하는 등,
학업과 생활면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중국에 있을 때

145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B1은 학교생활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에게 혼난 적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방과 후에는 컴퓨
터를 많이 하였고 숙제를 하거나 공부하는데 열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B1의 중학교 성적
은 탈북학생들 중에서는 좋은 편이었으며,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
고,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을 본받고 싶어 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공부를 잘하
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B1의 한국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은 중
국에서의 학교생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국 교사들에 비해 “한국이 더 챙
겨주고 선생이 안 때린다”고 대답하면서 한국의 학교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에서 이
를 알 수 있다.
B1은 한국에 여행 와서 생활을 해보고, 스스로 한국에 살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른 결과인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중3 패널 학생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동시에 학교생활의 태도나 생활태도 면에
있어서도 중국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에서 사는 것의 어려움을 미리
경고한 부모님의 우려를 꺾고 한국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한 B1의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최근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진로와 성적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
직도 B1은 중국을 떠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고등학교 진학 후 잃어버린 공부의 흥미
B1은 중학교 3학년에 실시한 1차 면담에서 공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다. 중국
에서 한국에 온 이후 자신의 삶의 큰 변화가 공부를 시작한 것이라고도 했고, 수업시간에
대해서도 “그냥 즐거워요”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선생님들도 중국에서보
다 학생을 더 챙겨주는 편이고, 수업의 수준도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안 어려워요. 비슷
해요”라며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도 면담 내용을
통해 B1의 학업적 관심을 인정하고 있었다.
연구자: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 같으세요?
B1 담임교사: ○○이가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은 참…. 그리고 일단 저희가 아 얘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구나 해서 티를 주죠. 그러면 나만 이러고 그런 것이 없고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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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 혹시 또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하면 내가 이 프로그램
하고 싶으면 선생님 나 저기 프로그램 들어가면 안 돼요?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막..
연구자: 되게 적극적이네요?
B1 담임교사: 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실력이 많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애 실력이
이 정도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해서.
(중략)
B1 담임교사: 그래도 얘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요.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쑥스러
워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그것을 꼭 물어봐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하고 수업 같은 것도
이해가 잘 안 돼, 선생님 이것 이해가 잘 안 되네 네! 다른 애들은 부끄러워서라도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예, 꼭 다시 물어봐요.
(B1 담임교사, 2017년 1차면담)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B1은 학교생활 전반과 학업에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모
습을 보이고 있다28). 자신의 실력에 비해 수준이 높지 않은 특성화학교로 진학한 B1은
고등학교 1학년때 실시한 3차 면담의 첫 마디를 “공부하기 싫어요”로 시작하였다. 그러
한 이유로 B1은 “주변 친구 따라가요”, “공부도 친구 따라가서 공부도 하기 싫어요”라며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B1의 이야기처럼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
간 것에는 주변 친구의 영향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워진 수업내용과 한국어가 아직 서툰
B1이 수업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는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형 수업에서 “상사하고 고객에게 말하는 화법”을 다루거나,
“전자회로하고 정보통신시스템”등을 다루면서 B1은 언어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학습의
어려움을 겪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면담에서 “반쯤 이해한다”고 했던 수업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는 “이해 못해요”라고 대답하거나, 때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수업시
간에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결과 1학년
때는 반에서 5등 정도 하던 성적도 “많이 떨어졌”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가장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B1은 “많
이 좀 들뜬 것 같아요”,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런 친구들이
재미있고 좋기는 하지만, B1이 생각하기에 그 친구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해서” 주변에
있는 자신도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느끼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

28) B1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와 2학년 담임 교사는 동일하며, 2년 동안 면담을 거부하였다. 따
라서 B1의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은 B1의 면담을 위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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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열심히 생활하겠다던 목표 대신, 이제 B1은 “열심히 안 해
요”, “(이미) 늦었어요”라며 앞으로의 학업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제 누군가 도와줘도 “제가 하기 싫어해서” 희망적이지 않다고 대답하는 B1은 학업과 진
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중학교 3학년 1차 면담 당시 일반고등학교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으리라
고 예상했던 B1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계속해서 성적 하락과 일탈행동을 경험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학습한국어에 대한 언어적인 어려움, 함께 공부하
기보다는 “나쁜 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친구들, 어려워진 수업 내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B1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 아버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
B1은 2017년 진행된 첫 인터뷰 중 중국에서의 아버지와의 기억에 대해 물어보는 질
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주로 했다. 아버지하고 살았을 때 행복하거나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아빠하고 여행 다닌 적도 있어요?”
라는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중국에서 살던 시절 B1의 아버지는 투병 중이
었고 B1에게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태도는 B1이 한국에
살겠다고 결정할 때에도 드러나는데, B1의 어머니가 중국의 아빠가 아프고 B1을 많이
의지하는데 조금만 더 중국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B1은 자신이 “아
빠 곁에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며 “엄마가 돈을 붙여주면 되는 것이지”라고 이야기
했다. 결국 B1은 방학 중에 한국을 방문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원래의 계획을
바꿔서 한국에 계속 남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B1의 아버지는 2년 후에 돌아
가셨는데 한국에 있었던 B1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B1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019년에 진행된 5차 인터뷰에서 B1은 중국에서 돌아가
신 아버지에 대해 2017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아버
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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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살면서 너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
B1: 아빠요.
연구자: 어떤 아버지인지 물어봐도 돼?
B1: 중국에서 살 때 아빠가 완전 싫어했어요.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어서 저 잘못하면 때리고 나쁜
짓 하면 때리고 그랬는데 좀 많이 싫어했는데 그런데 아빠한테 ‘컴퓨터 사주세요’ 하면 아빠가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컴퓨터 보내주고 장난감, 저는 장난감 아빠가 어렸을 때 그때에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데 아빠한테 부탁해서 아빠가 사줬어요.
연구자: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많이 나?
B1: 네. 그러다가 학교에서 아빠가 죽은 후에 저는 저 때리는 나쁜 짓을 해도, 때리는 모습을 그냥
아 아빠가 저 잘하라고 잘되라고 그래서 때린 것이고 저는 그때 몰라서 아빠가 싫고 아빠가 싫어
서 지내다가 아빠가 죽고 나서 많이 슬펐어요.
(2019년 5차면담)

위의 면담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살 때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현재에 과거를
되돌아보며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1은 아버지가
자기를 때려서 많이 싫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가 저 잘하라고 잘되라고” 때렸던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살 때는 잘 몰라서 아빠를 싫어했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한국에 온 지 2년 뒤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많이 슬
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B1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B1은 지금 다니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에
대해서 “○○공고 가서 인생 망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공부를 하지 않고 지내는
자신이 실망스러우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
기 하였다. B1은 중학교 때까지 주변의 친절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비교적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 이후 친구들과 어울
리며 노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공부는 해야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기에 생각과 불일치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게다가 자신에게 관심
을 가지고 이끌어 주는 선생님도 만나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이 과거 자신이 잘못 행동할
때 때려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려고 했던 아버지 생각이 나게 만들고, 조금씩 아
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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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2

◦ B2의 생애사
B2는 2001년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평양에서 45분 거리지만 평양과 “형편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고향에는 엄마쪽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농장에서 물건을 날라서 시
장에 물건을 대는 ‘뜀뛰기꾼’인 엄마 때문에 어렸을 때는 친척집에 맡겨져 생활을 했지
만, 8세부터는 엄마를 따라 평양 등 여러 도시를 기차로 옮겨 다녔고, 그 시절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원래 새아버지의 딸인 언니에게 탈북기회가
주어졌는데, 언니가 두려움에 포기하자 엄마의 설득과 가난, 아버지의 폭력을 겪으며 “그
렇게 사는 것보다 가다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14세 때 단독 탈북하게 되었다.
B2에게 탈북과정은 추위와 공포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12시간 동상 걸린 발로 산을
넘어야 했고, 중국에서는 발각이 될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배우고 집에만” 숨어
지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엄마와 “완전하게 생이별하게 돼서”가장 고통스러웠다.
그런 B2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 도착한 하나원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끼게 한
곳이었다. B2는 “북한(을) 완전히 까먹을 정도로 진짜 재미있게 놀았어요”라며, 아무런
걱정도 없이 북한 친구들과 어울렸던 하나원 시기를 즐겁게 회상했다. B2는 하나원에서
우연히 성당에 갔다가 수녀님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소개받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그룹홈
에서 탈북한 또래들 서너명과 함께 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탈북한 룸메이트들은 “남한
에 와서 내가 가장 있는 마음을 말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말해도 부끄럽지 않고 편한”
친구들, 때로는 ‘집 사람’, 때로는 ‘가족’으로 부르는 이들이다.
한국생활 중, B2의 삶을 뒤흔든 사건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엄마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어느 날 북한에서 엄마가 B2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를 그룹홈 보호자가 받지 못하게 했
다. 그 사건은 두고두고 B2에게 한이 되었고, 보호자를 불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탈북하는 날부터 엄마를 꼭 한국에 데려오리라고 다짐했던 B2는 이를 위해 진로도 ‘꿈’
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개인적으로 북한
에 연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남북관계에 대한 뉴스를 “돌리고 돌리고 계속”
보며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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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으로 인한 엄마와의 헤어짐
B2의 삶의 진폭이 가장 크게 변화했던 사건은 탈북이다. 그러나 B2에게 그것은 물리
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이거나, 일반적으로 탈북을 설명할 때 사용
되는 ‘자유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엄마와의 헤어짐’이라 압축적으로 설명된
다. B2의 탈북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었다. 폭력적인 새
아버지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북의 기회가 언니의 포기로 갑자기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나 큰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
니고, 어머니의 이틀에 걸친 설득과 “더 잃을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렇게(폭력에 노
출되어) 사는 것보다 가다가 죽는게 낫겠다” 싶어서였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환경을 근본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탈북이었다. 그러나 당시 현실의 고통을 당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탈북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기약 없는 이별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 와서도 B2의 삶은 엄마라는 키워드로 좌우되고 있다. 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삶도 만족하지만 다음의 대화에서 드러나듯, 마음 한 켠은 늘 북한에
있는 엄마로 인해 불안하다.

B2: 한국 생활이 안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엄청 만족하죠.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저기(북한)에
있으니까 마음은 항상 불안하죠. 생활은 만족하지만 마음은 여유가 없죠.
연구자: 지금은, 지금도 비슷해? 여름에 만났을 때랑 마음 상태가 비슷해?
B2: 부모님 오시기전까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2017년 2차 면담)

B2의 보호자도 B2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는 두려움”이라 말하며, 언제든지 엄
마가 위험에 처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룹홈을 떠나야 한다거나,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
움,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B2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온 후, B2를 가장 힘들게 한 사건도 북한에서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다.
2년 전, 엄마가 B2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북에서 돈을 요구하느라 전화가 왔을 수도
있다는 그룹홈 보호자의 우려로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이것은 두고두고 B2가 법적 보
호자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법적 보호자는 B2를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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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 방향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고, B2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돌보고자 애쓰는
관리자이지만, 단독입국 탈북학생인 B2에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관련한 이 사건은
B2의 삶에 돌이키기 어려운 큰 진폭을 만들어냈다. B2는 이 사건 이후에 엄마가 인신매
매가 되었다던가, 교화소에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B2는 자신이 “지금은 (한국에서) 제가 행복할 수는 없는” 이유를 엄마와의 헤어짐
이라고 설명한다. 다음의 면담 자료에서도 드러나듯, B2는 나름대로 모아둔 돈으로 북한
에 전화를 걸고자 애쓰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엄마를 모셔오기 위해 브로커를 알아보
기도 하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염두하며 돈을 벌어야겠다는 다짐의 표현을 여러 번 내비
쳤다.

(브로커가 북한에)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또 아이잖아요. (그 분이)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상상도 안 가고 당연히 제대로 해줄 줄 알고 달라는 돈 다
주고. 왜냐하면 이것이 중간에 ‘너무 (액수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안 될 수 있으
니까, 해 달라는 것 다 해주니까 애고 하니까, 속았나 싶기도 하고 다른 데 비해서 돈도 많이 줬는데
모자란다고.
(2018년 4차 면담)

이처럼 B2에게 있어 탈북은 엄마와의 헤어짐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두려움이 B2의 가
장 기본적인 정서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삶도 이 ‘헤어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엄마와의 연락이 닿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
아지거나, 북한에서 엄마를 모셔올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따라 B2의 삶은 큰 진폭으로
흔들리고 있다.
◦ 진로 결정의 변화 요인으로서의 탈북민 정체성
B2에게 있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중3 말 무렵에 가장 심화되었고, 결정적으로 B2가
일반고가 아닌,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B2는 학
교나 그룹홈의 지원을 통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하는지에 대한 탐색을 꾸준히
했고, 관심있는 영역은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입학 후에 베이킹에
관심을 갖게 되자, 그룹홈의 지원을 받아 쿠킹클래스를 다녀보기도 했고, 이후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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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옮겨가자 체육관에 다닐 수 있게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심
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B2의 결정은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 재능보다는
‘탈북청소년’으로서 갖게 되는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탈북민’으로서의 제한점,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모셔올 돈을 벌기 위한 ‘취업’의 용이성,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자’
하는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다.
먼저 B2는 탈북민이 한국에서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배웠고, 그로 인해 진로가 좌우되었다. 처음 B2는 경찰이 되고도 싶었고, 교도소를
지키는 교도관이 되고도 싶었다. 그러나 “탈북인들은 경찰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 규칙을 지키거나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을 좋아하는 B2는 경찰이
나 교도관이 자신의 성격이나 흥미에 맞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는 탈북민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진로였다29). 탈북민이라고 해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B2가 주변의 탈북청소년들을 통해 듣게 된 잘못된 정
보는 B2의 진로결정을 바꾸게 하였다. 따라서 B2는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쪽으로 진로를 다시 찾아, 체육으로 관심을 돌렸다.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하던 B2에게 태권도는 마음껏 발차기를 하며 스트레스
를 풀 수 있는 도구였다. 말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교과에 대한 지식이나 스트레스를 받
지도 않았다. 실력도 있어서, 태권도장에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교 총장배 대
회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다. 그러나 B2에게 태권도는 사치이자 도박과 같은 것이었다.
운동 중 사고가 나면 언제든 그만둬야 하기에 “안전한 직업이 못 되”고, “꼭 취업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서 돈을 벌어 모아 엄마를 데려와야 하는 B2에게는 선택하기 위
험한 진로였다. 따라서 B2는 특성화고 중에서도 “취업률이 제일 높다고”하는 금융과로
진로를 결정했다. B2에게 ‘장래희망, 꿈’과 ‘진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취업이 진로이고 장래희망은 내가 물론 이쪽으로 왔지만 내가 가고 싶은 쪽은 태권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운동인데, 운동으로 평생 살기는 힘드니까. ... 정말 그게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니까, 그게 장래희망이고 진로는 정말 취업하는 것이고. (중략)
(2018년 3차 면담)
29)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경찰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교도관이 될 수 없다는

소문이 많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중국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은 공무원시험에 응시 가
능하며 임용자격의 결격사유로 탈북배경이 작용하지 않는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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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스로를 책임질 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어서 ‘구해와야’하
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직장을 얻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고민을 안고
사는 B2에게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는 계기로 ‘단독입국’, ‘탈북청소년’, ‘탈북민’이
라는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B2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을 평범성의 획득으로 이야기했다. “평범
한 사람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저도 같이 가지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가족들과 사는게 평범하잖아요”라며 엄마를 모셔와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진로에 있
어서도 한국에서는 대다수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듯, 자신도 대학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B2는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 대학을 가고자 하고, 취업에 자신이 없던 2학년
1학기에 잠깐 일반고를 갈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B2는
“평범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남들도 다 가는 대학에 나도 가고, 전공이 뭐
냐고 물을 때 나도 대답을 할 수 있고, 연봉에도 차별을 받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 평범함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B2의 대답은 ‘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함’을 내포했다. 대부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탈북민이나 같이 그룹홈에
서 살아가는 단독입국청소년들과 달리, 남한 사람들처럼 대학에 가고, 가족과 함께 살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을 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평범성을 뜻하는 것이다. 4차 면
담에서 B2는 자신을 두고 “이미 평범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자신
은 이미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남들처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B2가 진로의 선택이나 삶의 방향성을 평범성의
획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 고등학교 진학을 통한 전환의 도전
B2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은 자신의 삶을 의지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동했다. 초
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내내 학교에서 늘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수업에도 적극적이
지 않고, 모둠활동에서도 “정말 가만히”, “아무 말 안하고” 앉아만 있었던 B2는 중학교에
서 떨어진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적극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았다. 자신의 배
경이나 성격, 성적 등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새로운 학교에서의 시작은 B2가 자신있
게 삶을 재시작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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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고 갔으면, 더 그러니까 더는 아니지만 소심하게 지냈을텐데, 왜냐면 아는 애들이
갔으니까. (중략) 저는 가서 저희 학교 얘들 아무도 없는 완전 외진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아무도 날 모르고 (중학교 때) 소심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
다보니까 활발해질 수 있고.
(2019년 5차 면담)

고등학교에 전학한 후 B2는 의지적으로 ‘밝은 성격이 되어야겠다’, ‘북한배경을 알리
지 말아야겠다’와 같은 결심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지도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고, B2의 반성적인 사고를 통한 것이었다.
B2는 한국 사회와 학교에 부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중학교 시절을 계속해서 되
돌이켜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지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
학 후, B2 스스로도, 그리고 보호자나 학교 담임 선생님도 B2가 훨씬 밝아졌고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나 수업시간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B2의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북한 배경에 대한 ‘커밍아웃’과도 연결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B2는 중학교 시절, 교사와 태권도 코치의 실수로 또래보다 많은 자신의 나이와 북
한 배경이 알려졌을 때 이에 대해 극히 예민하게 화를 냈다. 중학교 3학년 막바지였던
2017년도 겨울 2차 면담에 의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좀 편견이 있을 거 같아서”라고도 다짐하였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
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의 주장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북한 배경을 공개하게 되었다. B2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앞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왔으
며, 통일이 되면 자신이 어떻게 북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지를 발표하였다. 태권
도를 제외하고는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기회에 처음 도전한 이 대회에서 B2는 입상을 하
게 되었고, 그 날 이후로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 물어도 전보다 더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올해 실시한 5차 면담에서도 드러난다. B2는 “북
한에서 온 게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거기(북한)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다는 것도, 너무 무섭게만 알고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리는 것도 좋은
거” 같아서 북한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편견을 풀어주고, 설명해주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배경 공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최근 우연히 친구들이 B2의 주민등록증
을 발견하여 B2의 나이가 또래보다 많다는 것이 공개되었지만 이에 대해 중학교 때와는
전혀 다르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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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에게 자신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모습이나 배경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
인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B2의 성격, 학교에서의 생활방식, 친구관계를 새롭게 재시작하
는 전략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자신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새롭게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북한 배경도 중학교 때처럼 누군가에 의해 폭
로되고, 그로인해 상처받는 부끄러운 경험을 했던 B2는 나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고등학
교에 진학한 이후 스스로 내 배경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B2의 변화
는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의 지도를 통해 결정된 변화라기보다 스스로 자
신의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며 적극적으로 변화의 방향과 태도를 스스로 결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남성에 대한 혐오와 긴장의 전환 경험
B2의 경우,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새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B2로 하여금 남성성
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도록 하였다. 북한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어머니 또한 새아버지
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봐야 했던 B2는 남성이란 폭력적이고,
여성을 억압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B2는 한국에 와서도 남학생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연령을 불문하고 남성과는 눈을 마주치지도,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
했다. 이를 두고 B2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B2: 그런 거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남자를 정말 많이 싫어했어가지고, 아예 쳐다보지도…. 옆에 짝이
남자잖아요. 석 달 동안 연속으로 같은 애가 된 거예요. 석 달 동안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말 시키
면 어…. 하고 빌려달라고 하면 어…. 만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여고를 오고 보니까 아예 남자랑
대화를 안 하는…. 상상도 안 해요.
연구자: 중학교 때는 왜 싫었던 거 같아?
B2: 저는 남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다른 애들은 자기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도 잘 지내더라고
요. 남자애들이랑 좋아하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남자애들 보면…. 중3 때 조금
풀리긴 했었어요. 여자애들이 남자 때리기도 하고…. 남자도 그걸 맞고 웃어요. 그래서 뭐지…?
그냥 싫어했는데 중3쯤 적응하다 보니까 아 여기랑 많이 다르구나. 그래도 일단 이성이라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를….
(2019년 5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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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화에도 드러나듯, B2는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하고도 남학생과 잘 어울리거나 사
귀는 또래 친구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로 각
인된 남성과 피해자로 각인된 여성의 모습은 한국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바뀌었다. 2017
년 1차 면담 당시, B2는 “남한 애들 보니까 때리고 그런 것에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못때리더라고요. 그게 좀 다른데”라며 한국 학교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관계구도를
신기하다고 묘사했다.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처음에는 “남자애들하고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지내던 B2는 조금씩 남학생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입국 초기에는 남자
성인이 근처에만 있어도 “낯설어가지고 도망가거나 같이 안 있었는데” 5차 면담 당시 법
적대리인인 보호자에 의하면 최근에는 그룹홈에 온 성직자와 “앉아가지고 같이 간식하면
서 이 얘기 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남성에 대한 혐오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처럼 B2의 경우, 북한에서 고정된 젠더에 대한 편견이 한국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점차 이해하고 적응하는 가운데 변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

3) B3

◦ B3의 생애사
B3의 삶은 탈북청소년들의 평범하지 않은 삶의 경로 중에서도 특히나 크나큰 굴곡을
거쳐 지금에 이르러 있다. B3은 2000년에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
께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에서 성장했다. 중국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먹고살기
어려운 생활 속에 고생하다가 친부모는 모두 돌아가시고, 양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
다가 양부모가 한국에 들어간 이후에는 여러 집을 옮겨 다니며 양육되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중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2013년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친부모가 없는 관계로 무연고 청소년으로 지정이 되면서 양부모들과 떨어
져 방과 후 기숙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국 입국 후 방과 후 기숙시설에서 지내게 된 B3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었다. 한국말도 잘 못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했고,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는 했지
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 학력은 무척 낮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어른의
지도나 규율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지냈는데 규율이 갖추어진 기숙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국의 기숙시설 교사는 B3의 성장과 관련하여 “아빠도 최선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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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키운다고 하지만, 굶기지 않게 먹이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했나 봐요. 인성도 안 되어
있고, 아이가 막 산만하고 학년은 5~6학년인데, 수학은 1~2학년 수준인거 있죠”라고 이
야기했다. B3은 중국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뜸 “애들이랑 싸움을 했어
요”라며,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일도 많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피씨방
같은 곳을 전전하면서 놀았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많
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B3은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돌봄 속에 점차 태도가 좋아졌고
중3때 처음 연구자와 만났을 때에는 방과 후 기숙시설에서 동생들을 잘 이끄는 ‘형아’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B3에게는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난 것이었
다. 학교 선생님 외에도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방과후 기숙
시설에서 가르쳐준 한국어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또한 B3은 고민이 있을
때에도 기숙시설의 선생님께 상의한다. 중학교 때 선생님 역시 방과 후에도 멘토링 지도
등으로 B3의 학교생활을 많이 도와주었고, 진로선생님은 B3이 진학할 학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지도해주고 상급학교의 선생님과도 연결해주어 B3이 고등학교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B3은 중학교 때 잠시 댄스학원을 다니는 등 연예인이 되고 싶
다는 꿈을 꾸면서 예고에 진학할 생각도 하였으나 중학교 진로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진로를 정하였고, 결국 진로선생님이 추천해준 인근
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도제반에서 활동을 하는 등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삶의 질과 방향을 바꾼 한국 입국
B3에게 중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한 것은 단순한 거주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전환이었고 이것은 B3의 생활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3은 중국에서 거주할 때 실질적인 주양육자가 여러 번 바뀌는
취약한 상황에서 성장했다. 친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양아버지의 삶도 변동이 심해서
양어머니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다. 양부모가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양부의 동생인 고모집에서 생활했고, 고모가 한국에 들어간 이후에는 고모부의 어머니집
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중국에서 생활하던 B3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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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해서는 안정적인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과 후 기숙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이 기숙시설의 교사들의 돌봄 속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학교
에 다닐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B3은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하
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숙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변화를 보여서 나중에는
기숙시설의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B3은 한국으로의 입국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B3은 스스로
“중국에서 있었던 버릇을 고쳐야”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도 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들을 완전히 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며
“나중에 어른 되면, 완전히 사회인 된 다음부터는 담배는 안하고 술 약간” 할 거라고 이
야기도 했다. 그리고 중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면서는 “한국 와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게
제일 잘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친구들과 PC방에서 놀면서 학교에
안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빠지는 일이 없
었다는 것도 B3의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B3의 이런 변화는 단순히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따라 바뀐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찰
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B3은 스스로 한국에 와서 성격이 많이 변했
다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에서는 “약간 싫고 하면 때리고 참을성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
에 와서는 “사람들 안 때리고 참을성이 많아졌어요.” 라고 자신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렇게 바뀐 이유를 “한국에 살다보니 사회생활 늘었어요. 한국 애들이 웃으면서 넘어가니
까 그것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이런 변화는 B3이 한국 학생
들의 태도를 보고 자신의 태도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숙시설의 선생님은 B3의 변화에 대해서 리더십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측면을
이야기하였다. “여기 많이 적응을 했어요. 지하철 이런 것들도 동생들 데리고 잘 찾아와
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B3이 기숙시설에서 큰 형이나 남자 직원처럼 행동한다는
칭찬을 하였다. B3의 이런 변화들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삶의 질이 향상됨과 함께 삶의
태도와 방향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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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의 관계 맺기를 통한 성장과 진로 정하기
B3은 중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중요한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중학교에 처음 갔을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B3을 두고 저 학생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하고 걱정을 할
정도였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초등학교와 다른 환경을 잘 견디지 못하고 학교
에 다니기를 어려워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담임교사의 멘토링 활동과 진로교사의 상담
지원 등이 진행되면서 “너무나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멘토링 활동도 시작
하던 초기에는 도망가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선생님께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
면서 “이번 주에 왜 안 해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처음에는 선생
님에게 이야기도 잘 안하던 학생이 “지금은 저한테 농담도 하고 자기 표현도 하고 좋으
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적당히 이야기도” 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B3은 자신의 이러한
변화를 “중학교 때부터 마음먹은 것”같다고 이야기하며 중학교 때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연구자: 변화로 했을 때 따로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
B3: 네, 웃음이 많이 생기고.
연구자: 이때 큰 일들은 무엇이 있었어? 변하게 했던 일들이 따로 있을까?
B3: 한국에 와서 많이 변했어요.
연구자: 처음부터 변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잖아.
B3: 중학교 때부터 마음먹은 것 같아요.
연구자: 그렇게 마음먹고 친구들도 그런데 또 누가 또 도와준 것 같아?
B3: 선생님들이요.
연구자: 어떤 선생님들?
B3: 담임선생님들, 저한테 관심 주는 선생님들이요.
연구자: 선생님들이 이때까지 B3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인 것 같아?
B3: 중학교 때 진로선생님.
연구자: 왜?
B3: 저 고등학교 어디 갈지 많이 고민하였는데 그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연구자: 그 고등학교를 잘 간 것 같아?
B3: 네
(2019년 5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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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은 중학교 때의 담임선생님들과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힘들었던 이전 삶을 생각해보면 “웃음이 많이 생기
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
으로 중학교 때 진로선생님을 꼽고 있는데 진로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들의 도움과 B3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B3은 진로희망을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중학교 입학 한 후 처음에는 연예인이 되겠다는 진로 희망을 표명하면
서 댄스학원에 다기기도 하였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진로선생님이 추천해준 인
근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B3은 장래희
망에 대해 “처음에는 연예인인데, 그냥 기술 배우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냥 평범한’이란 B3의 표현은 포기와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이기도 하지
만 현실을 인식하고 적응해나가는 자기성찰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미래를
계획하는 면에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3은 중학교 진로선생님이 추천해준 인근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른 탈북
학생들에 비해 진로의 혼란을 겪지 않고 고등학교에 잘 적응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학교 진로선생님은 고등학교 진로선생님과의 협력 속에서 B3을 적절히 지
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고등학교 진로선생님은 서두르지 않고 B3이 특성화고
등학교에 적응하면서 진로준비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있다.
B3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직업준비를 하는 ‘도제반’에 들어갔고
2학년 2학기부터 실습을 할 회사를 정하는 면접에도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B3은 고등학
교 2학년 때 가장 즐거웠던 기억을 묻는 질문에 “회사 붙은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B3은 실습할 회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도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기쁜 기억이라는 것이다. 최근
B3은 2학년 여름방학 중에도 자진해서 방과 후 실습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학년
때에는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 일이 없었던 B3이 2학년에 들어서서는 2학기 때 시작될
회사 실습을 준비하는 열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금씩 열정을 가지
고 B3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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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5

◦ B5의 생애사
B5는 2001년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북한에서는 어머니도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하
셨고 아버지와 오빠도 일을 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어렵지 않은 생활을 했다.
그렇지만 12살 되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기울게 되었다.
B5는 북한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2013년경
부터 메모리카드에 한국 영화를 담아 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B5도 9살 무렵부터
“몰래 밤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봤고, 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잘 사는 모습을 간접적으
로 알 수 있었다. B5 주변에는 탈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친구들과 “한국 노래랑,
중국 노래”를 틀고 춤을 추며 놀거나, 남한 말투를 쓰며 장난을 칠 정도로 한국 문화를
일찍 접했다. 그러다 2016년에 경제적인 여건을 바꿔보고자 중국으로 탈북을 결심한 어
머니, 오빠와 함께 중국과 라오스, 태국의 국경을 넘어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는 먼저
입국한 친척들이 소수 있었고, B5의 가족이 온 이후에도 몇몇 가족이 추가로 입국했다.
B5에게 탈북의 과정은 가족과 함께라 외롭지는 않았지만, 국경을 넘는 경험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하나원에서 나온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탈북학생들이 많이 재학
하는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에 중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였다. 입학을 하자마자 B5는 고
등학교생이 되는 시기에는 꼭 한국 친구들이 있는 일반학교에 진학했으면 하는 열망을
가졌다. 그러나 계획대로 중학교 졸업 후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 보름이 되지 않아
한국친구들과 자신이 학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
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B5는 탈북학생 대안학교로 급작스럽게 전학을 갔다. 몇 개월
사이에 학교를 세 곳이나 다녀야 했던 B5의 고등학교 초기는 급격한 변화를 이겨내느라
쉽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다니게 된 대안학교에서는 이전에 비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는 기숙사에 살며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 주
말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살고 있는 집과 사촌언니가 지내는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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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적 전환 경험인 탈북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는 경험은 이를 경험한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경험된다.
그러나 B5가 국경을 넘은 경험은 매우 힘들고 트라우마적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B5의 가족은 힘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희망도 없는 나라”
인 북한의 국경을 넘었다. B5는 한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가자는데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없고”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B5는 인생 전체의 경험 중 탈북과정을 가장 힘든 경험으로 꼽았다. 어머니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으면서 약을 사서 가족들과 “잡히는 날에는 약 먹고 다 죽어야 된다 결
심을 하고” 떠났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인 두만강을 넘을 때는 물에 떠내려가는 어
머니를 키 작은 B5가 구해서 끌고 나오기도 했다. 또한 중국에서 숨어지낸 두 달 동안은
잡힐 수 있기에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말도 진짜 진짜 조용히 해야”했다. 중국과 라오
스에서는 늘 공안에게 잡혀 북송될 것에 대해 무서웠고, 수 많은 브로커들을 거치며 걷
고, 버스타기를 계속했다.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가운데서 “먹으면 다 토하고 하늘 땅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산을 넘었”다. 누구든 사기꾼이 아닌지 의심해야
하고,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을 건너기도 하며, 때때로 위기상황에서 몸을 피했다가 다시
갈 길을 가는 가운데 B5는 가족과 반강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했다. 또한
함께 탈북한 사람들 중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등, 태국에 도착할 때까지 B5가 겪은 공포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한국
에 와서도 그 경험은 지속적으로 꿈에 나타나거나 그 때를 상상하기만 해도 멀미를 하는
등 B5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쳤다.
B5에게 탈북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어린시절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하던 즐거운 기억의 북한에서 국경을 건너게 된 사건은 안전한
공간에서 한순간에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으로 이동하며 B5를 떨도록 한 시간이었다. 이
처럼 국경을 넘으면서 시작된 중국에서의 4개월, 태국에서의 20일 동안의 탈북 경험은
이후 “되게 설레이고”, “신기하게 생각”되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감사하게 느끼도록 하는
한편, 여전히 신체적인 거부반응과 트라우마를 남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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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등학교에서 보낸 보름의 시간이 만든 전환
한국에 온 이후 B5는 바로 탈북학생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을 시작했다. 북
한에서 받은 교육으로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을 다시 다닐 필요
는 없었지만, 탈북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일 년을 보내며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일반학교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3개월을 보낸 이후 B5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
면 바로 일반학교 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라며 일반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한국 친구들하고 친할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열망
이 컸던 B5는 일반학교가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맞져봐야(맞부딪쳐봐야) 안
다”며 꼭 한국학생들과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다. 중3을 마칠 무렵, B5는 스스
로 집근처의 일반학교를 찾아서 선생님께 원서작성을 요청하여 진학하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면담에서 B5는 일반 학교에 가게 되면 자신의 북한 배경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알리겠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연구자: (지금 이 학교에서는 B5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에 일반 학교에 갔을 때에도 말할 건가요?
B5: 저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말할 것 같아요.
연구자: 왜요?
B5: 앞으로. 지내다 보면 앞으로도 더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될 건데. 그냥 다 말하고. 당당하게 갈 거에요.
(2017년 1차 면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B5는 한국 친구들에 대한 호기심과 한국 사회에
어서 적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했고, 그렇게 된다면 자
신의 배경도 자신있게 공개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B5는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지 2주 만에 탈북학생 대안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일반고등학교에서 보낸 2주는 B5에게 한국 학교에 적응하
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를 경험하게 하며, 전환의 큰 계기로 작동하였다. 한
국에 들어오자마자 다니게 된 특성화중학교에 있을 때 B5는 빨리 남한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고, 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학업 수준도 낮고’, ‘이
사회에 부적응하는’, ‘탈북학생들만 모아놓은’ 공간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진학한 일반 학교에서의 경험은 B5로 하여금 ‘나는 절대 이들과 함께 어울려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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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B5는 “한국 사회를 알아야겠어서 일반학교 가야겠다고 해서 왔고, 일반학교
는 어떻게 배우는지, 일반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남한)친구들은 어떤 성향인지 알고
싶어서 전학”을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학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신에게는 너무 벅찬 상대였다.
학업적인 면에서 일반학교 학생들은 선행학습과 학원이 당연스러운 문화였다. 다음의
면담 내용에도 학업적인 면에서 B5가 느낀 당혹감은 잘 드러난다.

일반학교에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당황해가지고. 수학 진짜 1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와서 풀어보라고
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일반 (남한) 애들은 이미 학원 다니고 일대일 과외 하고 해서 수학 푸는데
‘이거 되게 쉽다. 이거 어제 배운 거 아니야?’ 하는데 저는 1도 모르겠는데 영어도 어렵고. 영어는
위(북한)에 있을 때 문법만 해서 회화를 잘 안했단 말이에요. (남한 애들은) 회화도 잘하고 독해도 하는
데 (수업시간에) 막 못 본 문장을 번역해서 애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나는 문법밖에 몰라서 너무 어려
운 거예요. (중략) 옆에서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10시까지 과외 2개하고, 방과후 하는거 보면
신기하다. 저걸 어떻게 하는거지? 나도 해야 될텐데...생각도 하고.
(2019년 5차 면담)

북한에서 공부를 잘 해서 학교 ‘성적판’에 높은 순위로 이름도 새겨진 경험도 있는 B5
는 탈북학생들이 모여있는 특성화중학교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
반고등학교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학업 면에서도 뛰어났고, 수업시간에도 적극적이었
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 때,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라며 걱정하는 B5에 비해 “일반고
애들은 ‘제가 할께요’, 이렇게 하면서 다 나와가지고 너무 하겠다는 애들 나와가지고” 발
표하고, “발표를 거리낌없이 나가서 ‘제가 할께요’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반면
북한 학교에서나 특성화중학교에서는 다들 나서지 않고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
고”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거나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었다. “영어도 엄
청 긴 문장을 우리가 번역해가지고 애들한테 설명해야”하고, “한국사는 토론하면서 그렇
게(설명) 하는 것 있고, 과학은 내가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세 명한테 사인 받아와야”하는
등, 수업의 내용이 어려운 것을 넘어 수업의 진행 방식도 너무나 낯설었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B5는 학교의 학습수준과 문화에서 모두 좌절을 겪었다.
동시에 B5는 그러한 학습격차가 나는 이유가 사교육 때문이며, 자신의 경제적인 가정
환경의 한계로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의 면담 내용은 이를 단적으
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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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그런데 (남한 애들은) 다 열심히 해요. 다 잘해요. 다 학원 안 다니는 애 한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해요. 열한시까지 학원 끝나고 한시, 두시에 자고 대박이었어요. (중략) 제가 그것
했거든요. 아홉시까지 그 뭐지, 야자(야간자율학습) 했거든요? 야자도 열심히 했는데도 못따라가
겠어요. 야자하고 애들 다 차 타고 가고 나는 걸어가고.
(중략)
B5: 그 수학을 애들은 이미 학원 갔다와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모르는 내용이고, 그렇게 샘(선생님이) 교과서대로 훌 설명해주고 풀어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 받은 애들은 ‘어? 이것 되게 쉽다 학원에서 풀 던 것이구나’ 쭉쭉 하는데 나는 학원 안 다녔
지? 하고 뭐지 하다가 빈 공간으로 없고(비워두고). 그렇게 애들은 이미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오더
라고요. 이미 (다른 친구들은) 내용을 다 알고 오니까 어려웠어요. 이미 다 알고 그 위에 것, 다른
진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연구자: 거기에서 학원 다니면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왜 옮겼을까?
B5: 학원 다닐 가정 형편도 좀 안되었고. (중략)
(2018년 3차 면담)

B5는 일반고등학교에 다닌 초반에 어머니께 “학원비가 뭐 얼마 비싼데 어머니 나를
한 달에 학원다니면 얼마 정도를 대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 학원에 다니겠다고”하며
나름대로 한국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며 버텨보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학력차가 크게
나고, 학원비를 대주기 어려운 가정 형편에,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 보이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도 없었고, 야간자율학습 이후 집으로 홀로 돌아갈 때 자가용으로 친구들을 데
리러 오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마주하는 것도 마음이 어려웠다. 학원이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는 환경에서 B5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중학교
때의 다짐과는 다르게 자신의 북한 배경에 대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전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경이 드러날까봐 북한 사투리를 쓰는 어머니께 학교에 오지 말
라고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반고등학교의 경험은 B5의 자신감을 크게 낮추었다. 북한에
서도 늘 높은 성적을 냈고, 한국에 와서도 늘 최우수 성적을 유지했던 B5에게 한국의
일반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다.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대안학교로 진학했던 친구들과 다르게
일반학교로 진학을 결심하고 이를 실천한 B5는 개학 후 보름만에 스스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 결론을 짓고 탈북학생 대안학교로 다시 전학을 갔다. 자신이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탈북학생 끼리끼리 어울리는’ 환경이었지만, B5는 그 테두리 안으로 다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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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학을 간 학교는
이전에 다니던 중학교처럼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학교가 아닌, 대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대안학교였다. B5에게 이는 생활 반경만이라도 한국의 ‘한복판’에 들어가고자 하는 결정
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느 학교로 갈지, 어느 지역의 기숙사에서 살지 등의 결정은 모두
B5가 스스로 내린 것이었다.
B5는 2-3개월의 시간 동안 세 곳의 학교를 옮긴 경험을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결과
적으로 선택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좌절도 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선택한 마지막 학교에서는 자신의 수준
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 모두가 탈북학생
이기에 북한 배경에 대해서도 숨길 필요가 없으며, 아무도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있
고, 경제적으로도 위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B5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 학교를 경
험하며 그곳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학교로의 입학 또는 전학에 대해 모두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힘을 기른 것으로 보인다.
5) B6

◦ B6의 생애사
B6은 2001년 북한에서 태어나 2014년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가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어, B6은 네 살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외삼
촌 집에서 살게 되었다. B6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잠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
로 2차 탈북을 하였다. 중국과 한국에서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이 있어 B6은 북한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 사촌동생과 살았던 북한에서의 삶은
“학교생활도 그렇고 모든게 다 즐거웠”던 기억이다.
그러다 10년이 지난 후, B6이 열네 살 때 어머니가 브로커를 보내 큰어머니라고 부르
는 먼 친척과 함께 중국,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B6에게 탈북은 힘든
기억이기보다는 즐거운 여행의 기억이다. 이미 북한에서부터 한국의 가요를 즐겨듣고,
“외국같은 데 많이 가고 싶었”던 B6은 큰어머니와 함께 비교적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
안 배와 비행기로 이동했다. 물론 “잡히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과 할머니와 떨어져
야 한다는 아픔은 있었지만, 어머니가 보내준 여비로 다른 탈북학생들에 비해 “진짜 편
하게 왔었던 것 같다”고 스스로 평할 정도로 큰 어려움 없이 한국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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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이후 B6은 먼저 일반중학교에 진학했다. “집에서 가까운 학교 다니고 그리고 저
충분히 일반학교에서 잘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후에 다시
만난 엄마와, 새로 생긴 가족들과의 생활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탈북과정보다도
B6의 삶에서 가장 힘들게 한 경험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년여 후 친구의 소개를
받아 탈북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특성화 중학교에 중학교 3학년으로 전학
하였다. 그 이후 가족과 떨어져 살며 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완화되었다. B6은 고등학교
는 한국 학생들이 있는 일반학교로 복귀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중학교 3학
년 겨울에 지원시기를 놓쳐 탈북학생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 B6은 한 학기를 보낸 이후 일반고등학교는 아니지만 대안학교로 전학을 가
서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다.
◦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엄마
B6에게 있어서 삶의 큰 전환은 탈북이나 탈북 과정도, 어린시절 부모님과의 헤어짐
도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서 약 십여 년 만에 재회할 것을 기대하다가 만나게
된 어머니와, 이미 한국에서 어머니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새로운 가족들을 만났을 때
가 가장 큰 부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B6의 인생그래프는 ‘한국에 와서 다른
가족을 만났을 때’가 최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Ⅳ-3] B6의 생애사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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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은 어머니가 탈북한 이후, 네 살 때부터 줄곧 할머니와 친척들 손에 크는 가운데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어머니 덕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탈북을 하면서
도 “한국에 가면 초코파이도 맛있을 거고 그리고 되게 북한보다 완전 더 예쁜 집에서 살
거고 엄마에 대해서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도 일단 엄마라는 사람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잔뜩 기대하며 한국에 입국했다. 어머니와 오래 떨어져 살면서 B6
은 “항상 엄마를 모르니까 상상만 했거든요. 엄마는 나를 엄청 이뻐해주고 잘해주겠지.
이 생각만 했는데 정작 오니까 동생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그게 하나도 아닌” 상황에 마
주하게 되었다. 십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낯설었고, 처음 만난 새아버지, 여동생은 B6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으며 그 가운데 어머니와 심각한 갈등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B6의 사례는 탈북으로 인해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되고, 이후 재결합하는 탈북민 가정
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환경에서 B6과 같은 탈북청소년은 상상만
해오던 어머니 뿐 아니라,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가족들과 한국에서 함께 살아야하는 환
경에 급작스럽게 처하게 되고 이는 학생의 학교나 한국생활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B6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서부터 성적이 좋았던 B6은 처음 일반중학교에 진학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지냈으나, 어머니와의 심화된 갈등으로 인해 집에서 일반학교에
다니기를 포기하고 기숙사가 있는 특성화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할
머니까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B6은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든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가 곁에 있지만, 기댈 수 없고 오히려 “집에 있을 때는
진짜 제가 항상 심장이 콩알만 하게 살았”으며, “저를 키우지 않았는데 저에 대해서 ‘너
는 이런 애다’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 B6에게 엄마는 “성격
을 변하게 하고, 그냥 제 인생을 들었다 놨다”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B6의 어머니 역시 B6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러한 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하고, 관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5차 면담에서 B6의 어머니는 “처음
엔 조급해서 진짜 하나... 손도 대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어
요). 나도 그렇게 큰 자식을 키워보지 못해서”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육태도가 조금
씩 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다음 면담 내용에도 드러나듯, 최근에는 아이에게도 선
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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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데서도 그저 엄마 마음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안되더라구요. 애는 애
생각대로 내버려두고 후회하고 반복을 하면서 깨닫게 해줘야지. (중략) 엄마가 애돌아가지말고 곧아
가라고 해도 애들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가고 싶다는 대로 가다가 엄마 말이 옳구나하
고 제자리로 올 때가...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뭐든지 기다려주는. (중략) (B6은) 떨어져
있다 온 애라서 더 신중하게 다뤄야하는데 똑같이 그저 내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애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그럼 부모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애를 대해야 할까, 부모로서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엄마
가 되기까지는 이게 거저.. 엄마는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많은 엄마들이 있지만
은... 그런 생각 들어요. 엄마는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야지 애는 절대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애는 더 우울해지고 힘들 거 같아요.
(B6 어머니, 2018년 3차 면담)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에 따라, B6은 최근에 어머니와의 관계에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고 이야기하였다. B6 역시 과거 갈등으로만 점철되어있었던 가족이라는 존재에서 나아
가 최근 5차 면담에서는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머니를 위로하거나 함께 마음
아파하며 슬픔을 나눈다고 하였다. 동시에 탈북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질문에
B6은 “가족과의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이 가족 간에 이
상하게 엮여있는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B6에게 가족은 행복감과 불행감, 생활하는 형태와 국가, 진로 등을 변화
시키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B6의 사례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있어 드물지 않은 가족형
태의 지속적인 변화, 즉 부모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발생하는 갈등, 새로운 가족의 형성으
로 인해 받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 일반고등학교로의 진학 좌절
B6이 두 번째로 겪은 전환사건은 원하는 방향으로의 고등학교 진학이 좌절된 경험이
다. B6은 탈북학생 특성화 중학교에 다니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 다시 일
반고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는 B5가 겪었던 경험과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
일반 학교의 한국 아이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고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 진정으로 이 사회
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기숙형학교의 엄격한 규율이 북한에서보다 오
히려 더 삶을 통제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다닌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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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B6은 탈북학생들만 모여 있는 곳은 학업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여기에서 편하긴 한데 평생 편하게 살 수는 없”기에 일반 고등학
교로 진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진학 상담차 어머니께 상담요청을 했을
때, 어머니는 그것이 학교 선택과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직장에 출근해야 해서
먼 지방에 있었던 학교까지 상담을 가지 못하였다. B6역시 언제 어떻게 일반고등학교로
진학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있지 못했던 터라 고등학교 지원시기를 놓쳤으며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탈북학생들이 모여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처하게 되었다.
B6 학부모: 제가 애가 중학교 졸업을 하면서 이제부터 너가 일반학교에 와서 한국애들하고 같이 경쟁
을 붙어서 대학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야된다. 근데 그 학교에서 좀 수준이 낮아요. ○○학교
는 그런 애들만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학교에서 대학을 갈 수 있지만 대학을 가서 너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일반학교로 가라. 그래서 제가 상황을 몰랐어요. 고등학교부터는
일찌감치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학교를 찾아가서 뭐 그런게 있더라구요.
연구자: 원서..
B6 학부모: 네, 원서접수 제가 몰랐어요. 애가 방학이 돼서 넣을려고 하니깐 그때는 이미 늦었고 ○○
시에 학교가 다찬거예요. 경영고밖에 자리가 없는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고라는 거도 제가 모르잖
아.요 이게 어떤 학교냐 물어봤더니 일단 자리가 경영고밖에 없으면 넣어라 해서 학교 측에서 넣었
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도 ‘고등학교부터는 미리 원서 접수를 해야됩니다’(라고) 저한테 힌트래도
자꾸 줬으면 제가 늦지는 않았을지 않을까. 엄청 노력을 했어요. 아우 얘 때문에 제가 죽을 뻔
했어요 진짜.
(B6 학부모, 2018년 3차 면담)

B6의 일반고 진학은 그 어머니에게 있어 딸이 한국 사회에 진정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같이 느껴졌으며, B6도 한국학생보다 실력이 훨씬 떨어지는 특성화고등학
교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엄청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뒤늦게 찾아본 대안학교 역시 지원이 마감되어 B6이 원치 않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
에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B6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힘들어하였다.
B6의 어머니는 “거기(고등학교 진학방법)에 대해서 우리 (탈북학생)학부모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감안을 해서 진지하게 전화를 해서 하시던지 좀 구체적인 내
용을 문자로 보내줬으면 미리 움직였겠죠”라며 제한된 정보로 인해 원하는 일반 고등학
교 입시가 좌절된 것에 대해 학교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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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난 이후 B6은 결국 대안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일반고등학교로의 입시가 좌절된
경험은 B6에게 있어 진학이나 진로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절한 정보 획득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 편견과 차별에 맞서며 생긴 통일과 관련된 꿈
B6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7년 1차 면담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미래
꿈이 통일과 관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이 무
엇인지 묻는 질문에, B6은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통일교육 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좋은 인식 주고, 그러고 애들도 좀 많이 반응하고 걔
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랬을 때가 진짜 저는 되게 성취감이랑 뭔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요”라고 대답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계기로 B6은 한국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B6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 한국 친구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갖는 이러한 태도나 생각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차별 경험이었다. B6은 일반중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학원에서 자신의 북한
배경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친구들 중 하나가 “북한을 비하하면서 ‘아, 북한에서 왔으니
까 더러울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B6은 화가 많이 났지만 참았다. 그러다 그 친구가
남한에서 태어난 B6의 동생에게까지 가서 북한과 관련해 심한 장난을 친 것이다. 결국
B6의 동생을 울린 그 친구와 B6은 이후로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B6은 이
경험을 자신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으로 회상하였다.
그 외에도 B6은 간접적으로는 엄마가 일하는 직장에서 북한 말투 때문에 손님이 차
별하거나, 손님이 끊기거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받겠다고 한 사건들을 들으면서 “그
런 것을 좀 안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공간이나 한국 사회 전반에서 “북한사람이라
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북한사람들 하나같이 그렇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며
“무언가 모르게 느낀 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직간접적 차별 경험들은 B6이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괜히 제가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비를 건 것도 아닌데 괜히 북한에서 거지들 사는 것만 알아가지고 안 좋은 인식부
터 먼저 가져요”라고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B6은 잘못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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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통일 관련 전문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탈북학생 특성화 고등학교에 단기교류를 하러 온 남한 친구와의 만남이었
다. B6은 탈북학생들만 있는 학교에 일부러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이기에 북한에 대한
편견도 없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일 거라 생각했다. 게다가 통일 관련한 꿈을
갖고 있던 B6은 그 친구에게 학교나 탈북민, 북한에 대해 잘 설명해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막상 그 친구는 통일이나 북한에 이렇다 할 관심이 있는 친구가 아니었다. 다음
대화에서도 드러나듯, 오히려 진로와 관련된 스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온 친구였다.

연구자: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구나?
B6: 네, 마음이 좀 바뀌고 그냥 밥먹고 호실가서 자고 아무것도 못 한 것 같아요. 걔네도 어차피 통일
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들어봤는데, 나중에 대학가고 라오스 봉사활동 가는 것에 관심
있어서 그것 하려면 우리학교 와 봐야 된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왔대요.
(2018년 3차 면담)

그러나 B6은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설득하고자 했다. “걔(가) 관심도 없는 통일
가지고 엄청 이야기했어요. 혼자서”라며 B6은 “저도 모르게 걔네가 통일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 사람들에 대해 편
견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B6은 한국 친
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마주할수록 이를 변화시키고 바꾸고자 하는 생각들이 더
욱 강해졌다.
B6의 통일과 관련한 꿈은 최근 들어 변화되는 남북관계 뉴스를 꾸준히 찾아보면서
희망적으로 변하기도 했다가,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친구들
과 다 같이 북한 어디에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는 수다를 떨다가도 다시 나빠지기도 하는
남북관계를 보면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안 보여서” 낙담하기도 했다. 2019년 5
차 면담에 이르러서 B6은 “김정은이랑 그 막 여기 대통령이랑 같이 막 만나고 그랬잖아
요. 그때는 뭐 엄청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 한 몇 분 지나, 얼마 안 되서 또 이렇게
잠잠해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며 2018년 3차 면담에
비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B6은 장래희망으로 주된 직업 하나와 그
를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길러 북한 사람들과 남한에 사는 탈북학생들, 그
리고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 탈북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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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고, 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
고 싶어하는 B6의 마음이 강화되는 데에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경험이 있었다.

6) B7

◦ B7의 생애사
B7은 탈북민 어머니와 조선족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4살 때 어머니와 헤어진
후 중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고 살았다. B7은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와 어려서부터 떨어져 산 것에 대해
서도 무덤덤하게 표현하는 편이었다.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수학과 과학 교과를 좋아했
다고 이야기하는 B7은 성적도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학 성적을
95점, 85점 받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B7의 아버지가 한국에 일하러 나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B7은 중국의 고모
댁에서 살다가 201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다. 입국당시 여러모
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는 북한에서 군인이었고 아주 엄격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
는데, 중국에 살 때도 조선족 동네이기는 했지만 중국어도 배우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 이유로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었다. 10년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있다가
함께 살게 된 B7에게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중국에 비해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자신이
원해서 한국에 온 것도 아니었고, 한국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한국에 와보니 어머
니에게는 아버지 다른 동생이 2명이나 있는 상황이었다.
B7은 2015년 12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간 한글공부를 하고 다음해 6월에 중학
교 2학년으로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B7의 학교생활에 별 문제는 없었지만 한국
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만 운동을 좋아하던 B7은 태권도 도장에 다니면서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는
데,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였고, 태권도를 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이야기하였다. B7
은 2017년 첫 면담 때 장래 희망을 ‘태권도 선교사’라고 이야기했었다.
B7이 태권도를 좋아하고 ‘태권도 선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데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와 그의 동거인인 선교사의 영향이 있었다. 이 사람은 선교지와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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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며 일하는 분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B7의 집에서 함께 몇 개월 거주하고는 했
다. B7은 어머니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이 선교사와는 대화가 잘 통하여 아버
지라고 불렀고 이 분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잘하는 태권도를 기반으로 태권도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B7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선교사와 관계를 정리하여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던 분과 함께 살지 않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B7의 장래희망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생활에서의 일탈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선생님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서 B7은 학교 결석도
잦아지고 좋아하던 태권도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되었다. 2019년 B7은 어머니와 헤어져
중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현재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 비자발적인 한국 입국과 고민을 나눌 대상의 부재
B7은 아버지의 사망과 함께 10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B7은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만 같이 살았고 어머니와는 거의 대화하면서 생활한 일이
없었다. 어머니는 중국어를 하지 못했고 B7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의
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B7에게 한국 입국은 큰 변화였지만 그것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였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변화도 아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성찰이나 반
성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7은 계속 중국을 그리워하고 중국의 친구들과 SNS로 연락을 하며 지냈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 알게된 선교사님이 B7이 좋아하는 태권도를 활용하여 중국을 비
롯한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을 때 이것에 귀를 기울이
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장래희망으로 삼게 되었다. 그렇지만 B7의 꿈은 그리 현실적이
지 못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해야 하는데 그것은 한국
의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B7은 태권도만 열심
히 할 뿐 학교성적은 하위권이었고 한국어 실력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선교사와 헤어지게 되자 B7의
장래희망이었던 ‘태권도 선교사’도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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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차면담에서 B7는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의 친구들이 있는데 사업을 통해 “애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차, 집도 있”는 것을 보고 중국에 가서 B7도 그들처럼 사업을 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방법이 없는 B7의
희망은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중국에 가려던 계획은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좌절되었고, 그만두려던 한국의 고등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B7이 비현실적인 희망을 가지고 현실의 땅에 발을 굳게 붙이지 못하는 상
황은 B7에게 현실적으로 조언하고 이끌어줄 의미 있는 어른이 그의 주변에 없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B7은 10년 만에 만나서 같이 살게 된 어머니와도 관계가 좋지 않았
고, 학교의 담임교사와도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존경하고 신
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선교사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끝나면서 B7에게 더 이상의 조언
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B7을 둘러싼 한국의 어려운 상황들은 B7로 하여
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도록 하였고, 이를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현재 B7에게는 앞으로 중국과 한국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7) B8

◦ B8의 생애사
B8은 2001년 북한에서 태어나, 2013년도 말에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
였다. 북한에서는 초등학교까지 다닌 B8은 먼저 아버지가 한국에 나와 계셨던 덕에 그
도움으로 온가족이 큰 어려움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B8은 탈북 당시, 한국에
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맛있는 것 사준다고 따라갔다가” 할머니와 기
르던 강아지에게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되었다.
탈북을 하는 과정은 조금 무서웠다고 기억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있어서 크게
부정적인 기억은 없었다. 또한 헤어진 지 5~6년이 흐른 뒤 만난 아버지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입국 이후로 줄곧 함께 살아오면서 관계에 어려움 없이 돈독하게 지내고 있다.
B8은 생애사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 북한에서의 생활을 모두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한
국에 온 이후의 삶을 모두 긍정적인 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한국에 와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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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이나 취미 등이 많이 바뀌었고 밝아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반에서 4
등, 6등 정도로 공부를 잘 했던 B8은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전입한 이후
에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 중학교에서도 탈북학생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
만 대학보다는 어서 취업을 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본인이 원하는 학교의 정확한
이름을 잘 몰라서 원하던 학교가 아닌 이름만 유사한 전혀 다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수준이 너무 높은 학교에 진학하여 1학년 때는 학업을 포기할 마음도 있었지
만, 현재는 조금씩 적응하여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 차별 경험과 북한 배경의 공개여부 결정
B8과 어머니는 공통적으로 한국 생활 이후 B8이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사건으로 한
국 학생에게 받은 차별 경험을 꼽았다. 이 사건은 B8이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난 것으로,
B8이 처음 탁구를 치게 되었을 때 일이다. 당시 B8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친구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어느 여학생이 B8에게 “북한에서 온 주제
에 뭐하냐” 라며 공개적으로 B8을 비난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주변 친구들에게 B8이
북한에서 온 사실이 폭로되었고, 당시 그 여학생과 싸운 이후 다시는 그 친구와 이야기하
지 않았다. 이 사건은 B8과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슬펐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B8은 이 이후로 북한 배경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공개하지 않게 되었고, 말투에 의문을
갖는 친구에게는 “이상한 시골 대면서 (그곳) 사투리라고” 하면서 얼버무렸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된 이후, 더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B8은 자신의 배경
을 공개해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배경 공개에 이전만큼 스트
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다. 고등학교에서 탈북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이 “혜택 같
은거 있을 때마다 부르고” B8을 자주 찾게 되니, 친구들이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 했고
친구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망설이다가 그냥 말해주”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
은 친구가 의외로 “상관없다”고 하거나 “‘어 그래?’ 그러면서 약간 좀 신기한 정도”로밖
에 반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비밀’을 “누구한테만 말하고 누구한테는 말 안하고” 하
는 것이 친구를 차별하는 것 같아서 B8은 친한 친구 한 명, 두 명에게 조금씩 말하게
되었다.

177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물론 중학교 때 겪은 차별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된 B8
은 “지금은 뭐 상관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차별
이나 편견이 없이 자신을 대하기 때문이다. B8은 “(공개 후에 친구들을) 보니까 애들도
뭐 그냥 신기한 정도로 밖에 안 봐요.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안보고 그냥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정도”라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배경을 알아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B8은 자신을 둘러싼 친구들의 반응이 차별적인지, 포용적인지를 가늠하며 자
신의 배경 공개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해가고 있다. 차별적인 경험을 해야했
던 중학교 때와 달리, 자신을 인정해주는 고등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새로이 형성해가며
이제는 북한 배경을 공개할 자신감을 새롭게 얻었다.
◦ 고등학교 진학의 실수와 학업적 어려움
B8은 중학교 3학년 때, 가고자 하는 학교에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전혀
원치 않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원래 B8이 가고자 하던 곳은 자신의 실력으로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고등학교인데, 해당 고등학교의 이름과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자신의 성적에는 벅찬 다른 고등학교 원서를 실수로 쓴 것이다.
B8은 물론 B8의 부모님도 지역에 그러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한 종류밖에 없는 줄 알고
유사한 이름의 학교로 원서를 써준 선생님의 서류를 보고도 결과 발표 전날 까지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취업을 하려면 내신이 중요한데, 자신의 실력으로는 낮은 내신 성적
을 받게 될 학교라 취업에 대한 걱정도 커졌다. 막상 진학해보니, 생각보다 학업의 부담
감은 더욱 컸다. 고등학교 1학년 면담 당시 B8의 교사는 B8이 입학 전부터도 “여기 애들
과 자기랑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낮은 성적과 학생의 자신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술한대로 B8은 북한에서도 공부를 반에서 4등, 6등 할 정도로 잘 하던 학생이었고,
부모님도 산에서 일을 하며 떨어져 지내더라도 B8을 학교에 꼭 보낼 만큼 B8의 학업
지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B8은 노력하는 것에 비해 공부가 너무 어려
웠다고 하였다. 처음 들었던 국어수업을 두고는 “외국어 듣는 줄 알았”다고 기억했다.
비슷한 언어를 쓰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이 아닌 수업의 장면에 들어섰을 때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던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서 배우지 않은 과목들도 처음 접했는데 주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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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다 배웠고, 과학 과목 역시 북한에서의 자연수업과는
전혀 달랐다. 영어 역시 한국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과는 수준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B8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는 ant, apple 정도의 단어만 외운 상태였다. 학교 수업은 100
중에 20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학교의 공부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B8은 중학교 기간 내내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시험기간에는 독서실을 밤
12시까지 다닐 정도로 노력했으며, “모르는 부분은 강제로 다 외워”가며 꾸역꾸역 공부
를 했다. 그래서 중학교 기간 중에는 탈북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탔다. 그러나 고등학교
에 진학해서는 그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
격증도 미리 따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입학해보니 “초등학교 때 저는 배우지 않아서 아예
듣보잡”인 과목들이 너무 많았다.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가 없으니 과학, 사회,
기술가정과 같은 과목은 중학교 때처럼 무조건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
가 수학과 영어는 더 어려워져서 선생님께 탈북학생 지원금으로 따로 학습 멘토링을 신
청하기도 했지만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 고전하고 있다. 현재 B8은 탈북청소년교육지
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장멘토링’을 통해 영어와 수학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다.
B8에게 고등학교 진학은 자신의 계획대로 진로를 개척해나가는데 큰 걸림돌을 경험
한 사건이었다. 장학금을 받던 성적우수생이었던 B8은 원치 않는 학교로의 진학과, 그
지역의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에서 학업적으로 뒤쳐지는 일로 인해 자신감을 잃게 되었
고, 이 때문에 교사도, 부모님도, 학생도 여러모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자신이 부족한 과목들에 대해 별도의 1대1 무료과외도 신청하고 떨어졌
던 자격증 시험도 다시 보는 등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 친구들을 통한 변화와 또래문화에의 적응
B8은 5차 면담이 이루어진 올해 자신의 상태를 인생의 여정 중 최상으로 표시했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친구들을 꼽았다. 사소한 것이지만 전에
는 입에도 대지 않던 음식을 먹고,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쇼핑을 하고, 유행하는 노래
를 부르는 것들은 모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생긴 행동의 변화들이다. 어머니가 놀랄 정
도의 이러한 변화들은 B8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B8은 노래를 듣거나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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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한 취미가 전혀 없었다. 북한에서는 “배운 노래도 다 김일성 그런 노래 밖에
없으니까” 아는 노래도 없고, 따로 찾아듣지도 않았다.
그러나 “친구들 덕분에 맨날 노래 듣고 하니까” 스트리밍서비스를 돈을 내며 들을 정
도로 좋아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거의 다 보기 때문에” 따라서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니
걸그룹도 좋아하게 되었으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
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소고기나 곱창, 닭고기를 먹게된 것도
마찬가지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식사를 하고,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다보니 가족
중 그 누구도 먹지 않는 곱창을 B8만 맛있게 먹게 되기도 했고, 이전에는 싫어하던 닭고
기를 먹게 된 것도 친구들을 따라 먹다보니 생긴 변화이다. 관심이 없던 쇼핑도 “애들이
야 이거 어때? 예쁘제?”하며 어울려 다니다보니 좋아하게 되었고, 화장품이나 머리스타
일에 대해서도 소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남학생인 B8의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전과는 “차이가 많은” 변화
이며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변화이다. 특히 기숙형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가족과 떨
어져 살며 친구들과 24시간 함께 있는 환경에서 B8은 또래문화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친구들을 통해 배운 한국의 문화를 가족에게 소개하기도 한다. 처음
에는 노래방에 가는 문화도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전에는 건
너지 않았던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변화에 대해 B8은
만족스러우며, 즐겁다고 표현하고 있다.

8) B9

◦ B9의 생애사
B9는 2001년 중국에서 태어난 여학생이다. B9의 어머니는 탈북 여성으로, 중국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B9를 낳고 일곱 살이 될 때 까지 함께 생활
했다. 부모님의 사업이 잘 되었기에 B9는 중국에서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했고, “어디가
면 떠받들어주고 자랐던” 아이로 컸다. 그러나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고민하던 B9의 어머
니가 한국에 오자 아버지는 2년 후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홉 살 때부터 열 다섯살이
될 때까지 6년여 동안 B9는 농촌에서 아버지 쪽의 조부모와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부모도 농사일을 하다 보니 거의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몇 개월마다 바뀌는 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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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름에 한 번씩 방문하거나 아버지도 가끔 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 등 안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고 생활해야 했다.
그런 B9를 위해 2015년에 어머니가 B9를 한국으로 데려왔지만 중국어만 할 줄 아는
B9는 중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게다가 7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중국어를 할
수 없어 B9와 소통하기 힘들었으며, 그 동안 새로 생긴 동생과 새아버지와도 처음 만나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B9의 어머니는 B9와 함께 다시 살게 되면서 겪는 갈
등으로 인해 새아버지와도 다시 이별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B9는 힘들게 중학교
를 졸업하고,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쌓아나가
고 있다. 어머니 역시 가능할 때마다 심리상담을 받으며 딸과 새로운 관계형성에 애쓰고
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국어가 가능한 친구와만 몰려다니던 B9는 고등학교에 진
학한 이후에는 이제 한국 친구들도 조금씩 생겼고 이성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또한 졸업
이후에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단짝친구와 함께 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살 계획을 하는
등 점차 관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 다시 만난 어머니와의 관계 형성
B9는 오랜기간 어머니와 분리되어 살다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을 겪었다. 이는 여러 탈북청소년의 가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어려움으로, B9역시 언어
적, 정서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뿐 아니라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머니와 새
로 만난 한국인 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주양육자의
잦은 변화로 B9의 중학교 교사와 상담사는 B9가 심리적으로 “영유아기적 시기”에 멈추
어 있으며, “주위의 모든 시선을 차단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본능적 방어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심리적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붕 떠있는 존재”로 살
아가야 했던 B9의 입국 초기는 학교에서도 언어적, 학습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어려울
만큼 ‘적응’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였다.
이 기간은 어머니에게도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 적응하기 어려워하면서도 엄마의 관
심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딸을 이해해야 했고, 딸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
와 생활습관을 가르쳐야 했으며 낯선 가족이 생기면서 기존의 가족들인 동생과 새아버지
도 이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도 딸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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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담도 받고, 다시는 B9와 떨어졌던 기간처럼 “마음속에 죄를 짓고 사는” 일을 하
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따로 B9만 불러 옷을 사주기도 하고, 둘이서만 외식을
가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B9와 함께 살게 된 사건은 B9와 어머니 뿐 아니라 동생과 새아버지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 B9의 어머니는 이 일로 인해 남편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9의 어머니는 B9를 데리고 함께 살고자 노력하였고, B9의
동생에게도 언니와 잘 지내도록 설득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어머니는 집에서 B9와
조금씩 한국어로 대화도 하게 되고 입국초기보다는 훨씬 개선된 관계를 갖게 되었다.
◦ 어머니와 선생님,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일으킨 변화
B9는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생활이 즐거워졌고 ‘마음에 든다’
고 이야기했다. B9의 학교 선생님과의 면담 내용도 이를 반영한다. B9의 중학교 다문화
선생님의 경우 B9의 부적응이나 이상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며 “적응을 잘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한 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면담에서 “B9는 행복하게 (학교에)
잘 다녀요”, “진짜 즐겁게 잘 다니고 있다라고 아마 할 거 같아요”라며 긍정적으로 답했
다. 이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지만, 무엇보다도 학부모, 학교 교사, 지역사회의 여
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며, B9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
게 지도해준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중학교 때는 여러 선생님들이 B9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도나 학습에 강조점을 두고 노력했다. 그러나 심리적, 언어적으로 적응이 되지 않
은 B9에게 이러한 지원은 오히려 지나친 간섭이나 부담으로 작용했다. B9는 이를 힘들
어하고, 학교에서도 수업시간마다 매번 지적되는 학습태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한 관심과 지원에서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수업을 빼먹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는 조금씩 언어나 생활에서의 적응도 되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B9의 관심영역을 알아보고 이를 지원했다. 담임교사와 탈북학생 담당지도교사는 “B9가
원래 그걸(식품가공 쪽을) 좋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도해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돕기
도 했고,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던 담임교사는 한국어가 서투른 B9와 중국어로 대화
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B9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선생님이 편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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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담임이 아닌 같은 학교의 다른 선생님은 중국어 동아리를 “그(중
국) 아이들을 위해 개설하셔가지고” 동아리 안에서 B9와 그 단짝친구인 중국계 학생이
한국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B9더러 중국어 대회에 나가
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계속해서 “지금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선택의 폭이 넓
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
다. 이처럼 B9의 고등학교에는 담임교사 외에도 같은 학교에 재직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B9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B9의 적응을 위해 애썼다.
B9가 부족한 한국어 실력에도 주변 사람들과 점점 관계의 폭을 넓혀나가고 적응하는
과정에는 어머니와 지역 종교기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B9의 어머니는 B9가 학교에
가기 전에 한국어 책으로 매일 읽기와 쓰기, 영어단어, 중국어 단어를 공부하도록 가르쳤
다. 그리고 B9이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도록 지역의 교회에 데리고 나가 사람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교류하도록 했다. B9의 어려움과 필요를 파악한 교회에서는 B9에게 중국
어 수업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그 결과, B9는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
르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소속감도 생겼으며, 사람들이 “처음에 잘 모르는데 가르치고
나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며 가르치는 경험이 재미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B9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한 어머니와 교회 사람들의 노력은 B9가 격려받고, 칭찬받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B9가 최근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상담가의 지원이 있었다.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
담을 받은 어머니는 이 상담을 통해 양육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상담센
터의 선생님이 B9의 돌봄의 결핍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설명해주고, 때때로 전화로 안
부를 물어오기도 하며, 어머니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담해주면서 어머니는
“그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고 B9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B9에 대한 양육태도가 동생에게도 악영향이
가는 것을 깨달은 이후 어머니는 B9를 거칠게 혼내지 않으며, 이전과 다르게 더 부드러
운 모습으로 양육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받은
개인 및 가족상담을 통해 어머니는 B9의 심리, 인지적 상태과 그 원인에 대해 알게 됨으
로써 B9와의 관계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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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10

◦ B10의 생애사
B10은 2001년에 탈북한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사업
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자랐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가 갑자
기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B10의 어머니는 2010년 어느 날 한국에 가면 합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한국으로 떠났다. 한국
에 간 어머니는 가족과 가끔 전화연락이 되기는 하였고, 중국인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기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갔다.
B10은 엄격한 어머니 아래서 생활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어머니가 없는 상황이 되면
서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하였다. B10은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이 시절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B10은 중국의 학교에서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운동에 소질을 보
여 육상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렇지만 이 시기 B10은 중국에서 친
구들과의 폭행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고, 2년 만에
한국에서 중국에 잠시 들어온 어머니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기도 하였다.
B10은 2012년에 여동생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다. 한국말
도 잘 못했던 B10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등 입국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
나 강인한 성격을 소유한 B10은 이를 이겨내고 한국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B10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기반은 운동이었다. 중국의 학교에서도 육상부
활동을 했던 B10은 한국에 와서도 학교 육상부 활동을 하였는데, 우연히 학교 씨름부
코치의 눈에 띄어 씨름으로 주종목을 바꾸게 되었고 전국규모의 씨름대회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씨름부 코치와의 만남은 B10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씨름부 활동을 하면서 한국
어도 늘고 친구들도 생겼을 뿐 아니라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B10은 주변 사람들
로부터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게 되었다. 적응하느라 어려웠던 생활이 여러
가지 격려과 지원으로 호전된 것이다. 씨름 자체에 대한 큰 흥미는 없었던 B10이지만
자신을 도와준 씨름부 코치와의 인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씨름부에서 활동을
하였다.
B10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 체육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보디빌딩으로 주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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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꾸었다. 흥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보디빌딩 종목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훈련을
성실하게 하는 그에게 잘 맞는 종목이었고, B10은 씨름과 보디빌딩을 병행했던 고1 때
이미 보디빌딩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B10이 운동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강한 훈육과 고집스러울
정도로 성실한 B10의 성격이 결합되어 엄격한 자기관리 하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다. B10의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는 B10의 운동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신의 20년
운동경력 중에 많은 선수들을 봤지만 “그중에서 제일 탑”인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이
다. B10은 앞으로 보디빌딩 종목으로 대학에도 진학하고 이후의 진로까지도 이 전공으
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어머니의 헤어짐과 재결합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 변화
B10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어머니인데, 한국 입국
이라는 사건을 두고 겪은 어머니와의 헤어짐과 재결합은 B10의 삶의 전환에 중요한 계
기가 되었다. B10은 어머니가 없던 중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회상하였
다. 자신이 중국에 계속 살았으면 안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B10은
한국에 들어온 후 “사람이 조금... 중국에 있을 때 보다는 좋아진”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중국에 계속 있었으면 “몸에 문신하고 ... 애들 형들하고 어울리고 나쁜 짓 하고” 살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동시에 B10은 이런 삶의 태도 변화는 엄격한 어머니의 영향
때문임을 인정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를 잘 한 것 같다고 하면서 “중국에 있으면
사람 안 된 것(안되었을 것) 같아요. 엄마 옆에 안 오면... 엄마는 가정이 규율적으로 강해
가지고” 자신이 삶을 추스르고 성실하게 생활하는데 엄마의 강한 규율이 도움이 되었다
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B10의 태도가 변화한 데에는 어머니의 엄한 훈육 외에도 자신의 결단과 성
찰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어머니의 노고를 깨닫고 이를 감사해하는 마음이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B10의 어머니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고된 노동 등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 차례의 수술과 거듭되는 입원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B10은 이렇게 편찮으신 어머니가 “신경 쓰인다”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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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어머니와 통화를 한다. B10의 어머니도 아들이 중국에 있을 때는 생활이 방만하여
심하게 야단을 쳤다고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자신과 함께 살며 B10의 삶의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야는 딱 자기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하루
그거를 딱 하고”라며 아들의 규칙적이고 정돈된 생활태도에 만족스러움을 표시하였다.
이러란 변화는 B10이 어머니의 훈육을 통해 삶의 자세를 바꾼 것과, 그런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어머니 건강에 대한 염려로 더욱 성실하게 생활하게 된 것, 그리고 운동을 통해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결과를 잘 보여준다.
◦ 자신의 적성에 맞는 운동 종목의 선택과 주변의 도움
B10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중국에서도 학교 육상부에서 활동을 했었는
데, 결국 고등학교 때 체육고등학교로 전학을 할 정도로 운동을 자신의 평생 진로와 연결
해서 고려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육상-씨름-보디빌딩으로 종목이 바뀌기는 하였지만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연습을 하여 씨름과 보디빌딩에서는 전국대회 우승을 기록
하기도 하였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B10의 노력뿐 아니라 주변의 지원도 많은 도
움이 되었고 그것이 B10에게는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B10에게 특히 중요한 전환의 사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씨름부 코치를 만난 것이었
다. 이 씨름부 코치는 B10의 운동 재능을 알아보고 육상부에서 활동하던 B10을 씨름부
에 입단시켰고 초등학교 때 전국대회 우승을 시킬 정도로 잘 육성하였다. 이 인연으로
B10은 이 코치와 함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진학하여 씨름부 활동을 하였다. B10
이 중학교 3학년 때 다리 부상을 심하게 입고 씨름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고서도 고
등학교 1학년 때까지 씨름을 계속했던 것은 이 씨름부 코치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이 씨름부 코치는 B10에게 단순히 씨름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기본적
인 태도와 자세도 가르쳤고 다양한 분야의 운동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는
B10이 보디빌딩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센터도 소개해주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체육고
등학교에 가서 다른 운동을 하라고 조언하면서 “다양한 분야 경험하라고... 자기한테 맞
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밀어준다”고 B10에게 이야기하였다. B10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 코치와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다.
이렇게 운동 분야의 선배로서 씨름부 코치와 만나게 된 인연이나, 보디빌딩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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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좋은 선배 지도자를 만나서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B10에게는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B10이 성실하게 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운동 선배들에게 배우
고자 하는 자세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B10
이 적성을 찾고, 그 적성에 맞는 운동종목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성인들과의 만남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로
써 B10은 성장의 동력을 찾았고, 자신에게 맞는 체육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기로 결정하
거나, 세부 종목을 바꾸는 등 자신의 진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환을 맞
을 수 있었다.

다. 중3 패널 종합 논의
◦ 고등학교 진학은 공통된 전환 경험으로서 기회이자 위기가 되는 사건이다
패널 구축 당시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면담이 진행된
중3 패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전환 경험으로서, 기회이
자 동시에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고등학교 선택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기회라
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받아 다니게 되는 중학교 진학
때와는 달리 다양한 종류의 고등학교 중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신이 속한 학교나 학급이라는 소속이 바뀌는 경험일 뿐 아니라 생활할 공
간, 학습할 내용, 학교를 통해 진학하거나 취업하게 될 곳, 주로 돌아다닐 지역 등이 복합
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이다. 더욱이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고, 생활반경이 좁으며,
진학 가능한 고등학교의 종류나 지원방식, 그 결과에 대해 잘 모르고, 아직 사회적인 구
조에 대한 파악이 채 되지 않은 탈북학생에게는 고교 진학과 관련된 선택이 부담스럽고
막막하며 때로는 두려운 경험이 된다.
탈북학생들에게 이러한 고교 진학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무척 제한적이다. 중3 패널의 거의 모든 사례에서 학생들은 탈북민 부모로부터
고교진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주로 학교로부터(B1, B2, B3, B6, B7, B9) 얻
을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진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3 패널 학생들은 그 외의 정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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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위해 학교 설명회에 가거나(B2), 인터넷을 찾아보거나(B5), 친구들에게 물어서 결
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들이 가진 한계성 때문에 B6이나 B8처럼 본인이 원하
는 학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거나, 지원시기를 놓쳐 계획과 다르게 원치 않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북한은 주로 부모나 처한 환경에 따라 학교나 거주지가 정해
지며 탈북과정 역시 대다수 부모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탈북학생들은 자신의 인생
과 관련하여 주체적으로 선택한 경험이 적다. 이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의 ‘선택’ 경험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신의 생활 거처와 반경을 결정하는 경험이며 스스로가 전환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B2나 B8
과 같이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북한 배경이 공개되는 것을 경험
했던 학생들은 자신을 거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주
체적으로 내 배경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험을 한다. 내가 원치 않는다면 아무도 내
배경을 알 수 없고, 내가 원한다면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B2는 친구들 앞에
서 ‘나의 주장 말하기 대회’라는 계기를 통해 자신의 배경을 당당하게 공개하였고, B8은
자신이 신뢰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지 않을 것
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중학교 때 느꼈던 배경공개에
대한 상처와 분노를 극복하고, 더 자신 있게 자신을 내보일 수 있게 되었다.
◦ 탈북은 가족과의 이별과 재결합의 차원에서 전환 경험이 된다
중3 패널 중에서 다수의 학생들은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것이 삶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국가나 생활 반경, 문화
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탈북은 가족과의 이별, 또는 재결합의 차원에서 중3 패널 청소
년들의 삶을 크게 요동치게 하는 전환의 경험이다.
한국에 단독입국한 B2의 경우는 어머니와 친척 모두가 북한에 남아있다. B2에게 탈
북은 물론 ‘더 나은 세상으로’가는 발걸음이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
나 언제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탈북이 ‘아픔’으로 기억되는 이유이다. 반면 B8의 경
우는 먼저 한국에 와 있던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함께 탈북하여 함께 생활
하게 된 드문 경우이다. 그러나 B8은 여전히 북한에서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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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강아지와의 이별해야 했고, 이는 B8에게 준비된 사건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탈북이 미친 결과이다.
B6과 B9의 경우는 탈북을 통해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어머니와의 재결합을 하게 되
는 전환 경험을 했다. B6은 먼저 탈북한 어머니와 10여년 간 떨어져 북한에서 지냈으며,
중국 출생인 B9는 7년여 간 중국에서 떨어져 지냈다. 그러나 다시 재결합하는 시점에서
이들은 어머니 뿐 아니라, 어머니가 한국에서 꾸린 새로운 가정의 아버지와 동생들과도
재결합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문화적, 언어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이들은 그토록 바라던 어머니와의 재결합에서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주 양육자가 없는 가운데
친척들의 돌봄 속에서(B6), 때로는 일정 정도 방치되면서(B9) 지내던 학생이 한국에 들
어와 갑자기 어머니의 관심과 간섭, 집중된 돌봄을 받게 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부담은
가족 모두에게 갈등을 초래한다.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 부적응하거나 기숙학교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결정을 하기도 하며(B6), 배우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들의 등장에 당혹
스러운 나머지 이혼, 별거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B9).
이처럼 탈북청소년들에게 한국으로의 입국은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의 경험을 제공
할 뿐 아니라, 가족과의 이별과 재결합의 차원에서 삶의 주요 전환점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환의 경험은 탈북청소년 개인만의 경험이 아닌 가족 전체의
전환이 되기도 한다.
◦ 일상의 사건들을 탈북 경험에 비교하여 생각하고 돌아본다
중3 패널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에
서의 전환을 탈북이나 탈북으로 인해 가족구성원과 만나고 헤어졌던 경험을 비교하여 설
명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인생에서 탈북이나, 탈북으로 인한 가족의 이별과 재결
합은 너무나도 ‘큰 사건’인 것에 비해,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생겨나는 작은 일상의 결심
이나 인상에 남는 경험은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5는 공포 가운데 국경을 넘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그것에 비하여 한국
에서의 삶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B8의 경우는 탈북하면서 경제적, 심리
적으로 ‘고생한 경험’ 때문에 한국에서 더 절약하며 사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다. B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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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의 학교생활은 걱정도 많이 되고 학업적으로도 잘
못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학업적인 면이나 교사와의 관계 면
에서도 좋다고 평가한다.
이렇듯 탈북의 경험은 일부 학생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한국 내에서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계속해서 과거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경험을 반추하는 가운
데 한국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하여 비록 힘들더라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의 생활, 또는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 반성적 사고를 통해 변화를 주체적으로 일으킨다
전환경험에 있어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 사건, 특별한 인물로 인해 연구참여자의 삶
의 가치나 행동이 변화하기도 하지만, 특정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 탈북청소년이 그 일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들이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B2의
경우,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어도 보호자나 교사, 종교인, 친구들에게 상담하지 않
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탈북과정이나 이후 한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만난 어른들의 진실
되지 못한 모습에 실망한 경험 때문이기도 하고, 단독으로 입국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B2는 자
신의 중학교 시절 부적응에 대해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찾는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적 사고 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자신이 어떠한 성격이나
태도를 가져야 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천에 옮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B2가 내린 주체적인 결정은 B2가 자발적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나 전공을 선택
하고, 교우관계를 만들거나, 학교의 여러 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게 하
는 동력이 되었다.
B5역시 그가 한국에서 내린 큰 결정들인 전학이나 진학 등의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
의 조언이나 안내가 아닌, 스스로 부딪친 환경 가운데 홀로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며 새
로운 결정들을 만들어나간 사례이다. B5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재 상황의 한계점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았다. 탈북민인 어머니가 고등학교 진학에 관하여 많은 정보들을 줄 수 없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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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위해 방법을 고안해주지 않는 학교 대신 B5는 스스로
인터넷과 친구관계를 통해 정보들을 탐색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
민하고, 이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원이
라기보다는 ‘나를 믿어주고 내 결정에 무조건 동의해주는 존재’로서 있었으며, B5는 주
체적으로 자신의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결정하며 인생의 전환점
들을 만들어나갔다.
이러한 B2, B5의 경험은 전환이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 일어나거나 탈북
학생들이 이러한 전환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님을 증명한다. 오히려 스스로 전환의 계
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느라 고군분투하
기도 한다. 때로는 주변의 어른들인 학부모나 교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에 대
해 고민하며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한 점에서 탈북청소년들의 반성적 사고는 주체적인
전환 경험의 단초가 되는 특징을 지닌다.
◦ 전환은 유의미한 성인과의 만남 속에서 촉진된다
중3 패널 학생들의 전환과 전환 이후 삶의 양상을 보면 유의미한 성인과의 만남이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B3에게 있어서는 기숙시
설과 학교의 선생님들이 유의미한 성인으로서 그의 전환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중학
교와 고등학교의 진로선생님은 B3이 삶의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매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B3의 경우 중국에서의 삶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삶의 태도는 조금 바뀌지만 그것이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양상의 변화
로 이어기는 과정은 아주 천천히 일어났다. 그러나 이 점진적인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지
속적인 관심과 조언이 B3 삶의 전환이 촉진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B10의 경우에는 씨름부 코치와의 만남이 중요한 전환의 계기였고, 그 이후 운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 매진하는데 이 코치의 영향이 아주 컸
던 것으로 보인다. B10은 엄격한 어머니의 훈육 아래서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을 키워왔
지만 체육에서 어떤 종목을 택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관련 정보를 잘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씨름부 코치와의 만남 이후 B10은 운동을
하는 자세와 훈련 방식 등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찾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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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그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B7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통해 만난 선교사가 B7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유
의미한 성인이었는데, 어머니와 선교사와의 관계가 끝나며 B7에게도 부정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하였다. B7이 귀를 귀울이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B7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언자였던 선교사가 삶의 반경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로 따랐던 선교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지게 된
태권도 선교사라는 꿈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지 못한 채 B7은 진로의 방향을 잃고 혼란스
러워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나 학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생활해온 B7
에게 의미있는 성인이었던 선교사와의 멀어짐은 부정적인 전환을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
◦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며 피보호자에서 보호자, 책임자가 되는 전환 경험을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 지리적 경계를 넘어오면서 피보호자
에서 보호자, 책임자가 되는 경험을 한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생활하던 때를 회상하면
공통적으로 연구참여자 B2, B5, B6은 부모님의 보호나 지지를 받는 대상이거나, 그 보
호를 대리하는 친척에 의해 길러지는 경험을 했다. 특히 B6은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그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B5와 B6은 오히려 어머니를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거나,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아직도 북한 억양을 고치지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한국 어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B5와 B6은 전학이
나 진학 절차를 스스로 밟기도 하고, 어머니께 한국 아주머니들의 패션 센스에 맞는 옷을
사다 주기도 하며, 매일 일하는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기도 한다. 오히려 한국 사회나
지리에 대해 스스로 어머니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B5는 때로 어머니에게 “어머니
북한이나 남한이나 같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뭐 한국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하며 남한의 실상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한다. B5는 어머니를 오히려 “천진난만”
한 상태라고 묘사하며, “한국에도 이렇게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걸 모른 채 한국에 대해
좋게만 생각하는 엄마에게 나름대로 터득한 ‘한국의 실상’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한국에 단독으로 입국한 B2 역시 스스로를 책임질 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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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어서 ‘구해와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사회에서 직장을 얻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고민을 안고 살고 있다. 자신이 다시
는 돌아가지 않을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폭력에 노출된 채 홀로 있을 어머니를
위해 빨리 취업하여 브로커 비용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은 탈북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오
히려 보호자가 되거나 책임자가 되는 전환 경험을 제공한다. 이민연구에서도 드러나듯,
새로운 사회에 적응속도가 빠른 탈북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는 문화적 조력자로, 미래의
경제적 보호자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책임자로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기
때문이다(Lee, 2005).
◦ 학생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변화경험이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전환 경험의 이면에는 이들을 위해 다각적으로 애쓰는 주변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 뿐 아니라 지역의 복지센터, 법적 보호자, 교사, 상담사, 종
교기관 구성원 등 다양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B9
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중국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친
구도 사귀지 못했고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재결합한 가정에서도 정서적으로 적
응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문제로만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B9의 어머니는 스스로 상
담을 받으며 양육태도를 바꾸었고, 이를 위해 지역의 청소년 센터 상담사는 어머니와 B9
를 함께 상담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담임 뿐 아니라
여러 교사들이 함께 한국어와 중국어 언어 지원을 했고, 중국어 동아리를 만들어 B9가
다른 학생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성취 경험을 하도록 했다. 종교기관 역시 아직 한국말
이 많이 부족한 B9를 강사로 초청하여 중국어를 배우면서 B9가 교회 안에서 폭넓은 관
계를 가지며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했다. 이처럼 다각적인 주변인들의 관심과 지지는 B9
의 언어적 발전은 물론, B9가 더 만족스러운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은 B3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B3은 처음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당시 언어적으로도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며, 중국에서 습관처럼 남아있었던 생활태
도와 비행의 경험이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B3의 적응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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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 그러나 B3은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방과후 기숙시설의 프로그램과
시설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업 및 언어 관련 멘토링 프로그
램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었다. 말도 적고, 수동적이었던 태도는 학교와 기숙시설의 여러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점차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믿을 수 있는 성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는 중학교 진로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직접 믿을만한 교사를 찾아 연락하여 B3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등, B3을 위해 여러 기관의 사람들이 B3의 적응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B3이나 B9의 사례는 탈북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전환 중, 어떠한 전환들
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거나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잘 드러낸다. 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다양한 주변의 기관과 그 기관의 주체들이 협력할 때, 또한 그러한 성인
들과 학생이 충분히 마음을 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손잡을 때 비로소 긍정적인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3

고교 졸업 이후 패널

가. 면담 대상자
고교 졸업 이후 패널은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 참여하였던 패널들을 대상
으로 2주기에도 연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2019년 5차 면담에는
전체 9명의 패널 중, 7명의 패널만 참여하였다. 그 이유는 올해 C5와 C7이 면접 참여가
어려움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C5는 올해 초 어학연수로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부득
이하게 연구 참여가 어려웠고, C7은 대학입시 실패 이후 참여 불가 의사를 밝히는 바람
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구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올해는 총 9명 중 2명을 제외한
7명의 심층면담만 가능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공통 질문지를 바탕으로 최근 삶의 근황과 변화를 묻는 질문과 과
거의 삶을 돌아보며 기억나는 전환의 내용을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삶
의 주요 전환기 내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면담보조자료인 ‘생애사그래프’를 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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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면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면담은 먼저 최근 근황과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인생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 뒤, 연구대상자에게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중요한 전환 시기를 그래프 상에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대
상자가 그래프를 그릴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원은 자리를 피했다.
2019년도에 참여한 일곱 명의 참여자 중 다섯 명은 현재 대학 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전공은 기계공학, 정치외교학, 물리치료학, 제과제빵 등
다양하다. 두 명의 참여자는 실업인으로 현재 기계 및 전기와 관련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두 참여자 중 한 명은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데, 자신이 직업전문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유사한 종목에서 용돈을 벌며
틈틈이 일하고 있다.

<표 Ⅳ-3>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의 고교 졸업 이후 패널 현황
사례

성별

출생지

입국 연도

출생 연도

진학 및 현 소속

C1

여

북한

2009

1996

2년제 직업전문학교

C2

남

북한

2010

1994

자동차 서비스 정비사업소

C3

여

북한

2006

1995

4년제 대학 기계공학과

C4

남

북한

2009

1996

4년제 대학 정치외교학과

C5

여

북한

2008

1994

4년제 대학 심리학과

C6

남

북한

2007

1998

전기관련 중소기업

C7

남

북한

2008

1998

대입준비

C8

여

북한

2008

1996

4년제 대학 물리치료학과

C9

여

북한

2007

1998

2년제 직업전문학교, 빵집 근무

특이사항

면접불가
(해외거주)

2018년 부터
면접 거절
(대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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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별 전환 분석
1) C1

◦ C1의 생애사
C1은 올해 호텔경영 관련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중이다. 호텔에 입사하
여 F&B 음료부서에 근무하고 싶어 한다. C1은 북한에서도 거의 8세까지는 할머니와 살
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머니는 당시 가끔 할머니와 사는 집에 방문하는 존재였다. 그러
나 아홉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새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C1
은 어느날 어머니와 2009년 “중국에 놀러 갔다오는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바로 탈북인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후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C1은 14세의 나이에 초등학교 5학
년으로 입학하여 첫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한
국에서 경험한 학교생활은 즐겁다기 보다는 “나쁜 게 너무 많은” 기억이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는 내내 남한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을 받았
으며 교우관계 형성과 학업 성취의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정착 후 어머니는 탈북 비용을 마련하여 각각 북한에 있는 두 명의 이모와 외삼
촌의 탈북을 도와 한국으로 정착시켰다. 각 이모들은 한국에서 만난 남성과 가정을 이루
어 가깝게 왕래하며 지내고 있고, 외삼촌과도 친밀하게 지낸다. 어머니는 정착 후 다른
탈북주민들과 함께 베개 혹은 이불을 만들어 전국을 돌며 팔아 왔다. 한때 어머니는 동거
남과 카페를 3년간 운영하기도 했지만, 남성은 떠나고 빚만 떠안은 채 카페를 정리했다.
그 후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늘 북한에 두고 온 C1의 이복남동생인 아들을 그리
워하며 한국에 데려오려고 한다.
최근에는 어머니와 외삼촌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하는 일이 있었고, 현재 C1
은 어머니를 돌보면서 취업원서를 쓰고 있다.
◦ 외할머니와의 헤어짐으로 기억되는 탈북
개인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가정의 변화이다. C1은 부모의
이혼과 어머니의 재혼, 또다시 겪는 이혼이라는 가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물리적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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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전환을 겪으면서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C1이 태어날
때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
니와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싸우는 것이 일상이었다. C1은 2, 3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며 자랐고, 결국 어머니는 C1을 데리고 외할어머니댁으로 도망을 와
버렸다. 그리고 이후 가끔 C1을 만나러 왔던 친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C1은 4세가 되던 해부터 9세가 될 때까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그 후 어머
니가 재혼하면서 다시 외할머니집을 떠나게 되었다.

저는 엄마가 그냥 외부 손님이었어요. 엄마 오면 뒤에 숨어가지고 ‘안녕하세요’하고. 근데 엄마가 재혼
하면서 진짜 어색해가지고 맨날 할머니 집에 도망쳐왔어요. 엄마가 너무 어색해서. 할머니는 새 아빠
랑 친해져야 한다고 계속 저를 보내고.
(2019년 5차 면담)

공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물로서 그 관계 속
에서 공간은 의미와 가치, 정체성을 갖는다(Tuan 1977; Relph 1985). 부모의 이혼 후
살게 된 외가집이 C1 개인에게 크게 의미있는 공간이 되었던 이유는 외할머니와의 친밀
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을 왕래하던 어머니는 그냥
외부 손님에 지나지 않았다. 어머니를 비롯한 외가 식구들은 아버지 닮았다고 하며 C1에
게 종종 핀잔을 주었고, 어머니도 그 당시에는 C1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의 자
식이라 너무 싫었었다’고 훗날 얘기해주었다. 어린나이에 C1의 자존감은 상실되었고, 주
위에 아무도 C1을 예뻐하지 않는 듯 했지만, 늘 C1의 편이 되어 주고 힘이 되었던 오직
한 사람은 외할머니였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한 공간의 전환은 외할머니와의 친밀한 관계성을 단절시켰다.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만들어낸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C1은 어머니, 새아버지 그 누구
와도 관계를 맺어가지 못했다. 새아버지는 낯설었고, 중국으로 왕래하는 어머니도 어색
했다. 둘 사이에 자신이 끼어있는 것 같은 느낌,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
다. 그리고 C1은 두 공간, 외가와 어머니의 새 가정을 오가며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방
황의 시기를 가졌다.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해갈 시간도 없이, 어머니가 또 다시 이혼
을 하게 되면서 C1의 물리적 공간의 전환은 안착의 실패로 마감했다.
‘탈북’이라는 물리적, 환경적 전환은 단순히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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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이, 공간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공간적 이동은 북한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의 단절을 뜻한다.
C1이 경험한 ‘탈북’이라는 경험 자체는 슬픈 일이었다. 왜냐하면 의지했던 외할머니와의
완전한, 영원한 관계 단절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냥 저는 중국에 놀러갔다오는 줄 알았는데 한국 간다는 거예요. 할머니 보지도 못하고 저는 되게
슬펐어요.
(2019년 5차 면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브로커를 통해 잔류 가족의 탈북 및 한국 정착을 돕는다.
C1도 이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들린 소식은 브로커의 도움으로 큰아버지 가족들과 외할
머니가 함께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송되었다는 것이었고, 그 후의 소
식은 모르는 상태이다.
◦ 북에 두고 온 이복 남동생에 대한 생각의 전환
탈북이라는 C1의 삶의 큰 전환 사건 중에 관계의 단절 측면에서 의미있게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된 이복 남동생이다. C1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을 드나들던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이복 남동생을 키웠
다. 입국 후 몇 년 동안은 이복 남동생에 대한 생각이 나서 괴로웠으며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 지냈다. 남동생을 빨리 한국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차례 했다(이향
규 외, 2011). 그런데 남동생에 대한 감정적인 그리움과 애틋함은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변화하여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C1: 그니까 걔가 한국에 와서 어릴 때, 5살, 6살 때 데려왔으면 여기에 되게 잘 적응 할 텐데. 근데
걔가 오면 최소 1, 2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 나이 또래, 제가 한국에 올 때 14살이었어요.
13살, 14살이었는데 동생도 13살, 14살 때 오면 적응하기 진짜 힘들어요. 지금은 더더욱. 본인
이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와서 힘들면 막 나가거나 데려와서 엄마 속 썩이
거나. 힘들고 하면 엄마를 원망하고 아빠한테 가겠다고 생난리를 칠까봐. (중략) 또 걔가 와서
... 여기 와서 제가 겪었잖아요, 학교를. 지금 더 힘든데... 거기보다 여기가 낫긴 하죠. 근데 아무
래도 좀 걱정이... 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왔으면 좋죠. 그런데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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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너도 옛날에 보고 싶어 하지 않았었니?
C1: 보고 싶었죠. 근데...
연구원: 세월이 지나니까.
C1: 보고 싶은 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겁이 나요. 와서 삐뚤어질까봐. 와서 이상해질까봐.
(2017년 2차 면담)

이는 탈북이라는 사건으로 관계단절을 맞이한 가족에 대한 사고의 전환 양상을 잘
보여준다. 탈북 이후 한국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초보 탈
북자들의 미래 삶을 예측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한국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단순히 남동생이 보고 싶다는 감정적인 이유보다, 이미 15세가 된 남동생이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자신이 겪었던 적응의 어려움을 답습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입국
초기에는 그 적응의 어려움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이복남동생이 보고 싶고,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적응, 특히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자신이
경험한 후로 C1의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은 차라리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는 자꾸 브로커를 통해 이복남동생을 데려오려 돈을 모으고 있다.
◦ 왕따와 놀림으로 보낸 학창시절과 대학에서의 인간관계 형성의 전환
C1 삶의 중요한 전환시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의 학교생활을 시
작한 때이다. C1은 북한에서 학교생활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래집단과 관계 맺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 C1은 ‘나이 많은 어른과 더 잘 통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따라서 C1의 학창시절의 시작은 우울했다. 14세의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로 들
어갔는데 왕따와 놀림은 기본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친구들은 북한말을 하
라며 놀렸고, C1이 타고 온 자전거에 침과 가래를 일부러 뱉어놓기도 했다. C1은 이후
에 겨우 소수의 친구를 사귀었는데, 화장실에서 몰래 자신에 대해 욕하는 것을 듣고 나서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친구로부터 배신감을 느꼈다. 이러한 교우관계 문제로 상담도
받았었지만 상담 선생님과 나눈 얘기가 다른 학생들에게 퍼지면서 상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렸다. 게다가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친구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
투를 일으켰다. 그러한 환경에 대한 C1의 대처는 완전한 소통단절이었다. C1은 스스로
모든 종류의 소통을 차단했다. 즉 타인과의 벽을 스스로 만들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를 위해 C1은 학창시절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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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가니까 진짜 다 모르잖아요. 친해지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친구 사귀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같이 어울려야 추억이 생기고 추억을 이야기해야 이야기 거리가 되고 뭐 해야 그 다음날
에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걔네랑 같이 뭐 한 게 없어요. (용돈을) 교통비만 받고 뭐 딱 교통비만 받으
니까 제가 노래방 가자고 하면 같이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추억이 없으니까 끼려고 해도.
아이들이랑 트러블이 생기면 뭐 이야기해서 풀고 그래야하는데 그냥 아~무 것도 없으니까 친해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명한테만 집중하면 친구 한명만 사귀면 걔한테만 집중해요.
(2017년 2차 면담)

인간관계 형성의 점진적 변화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일어났다. C1에게 대학은 새
로운 환경으로, 같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시절 만났던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학이라는 환경적 전환을 통해 C1은 인간관계의 방식의 전환을 서서히 이루
어갔다. 소통을 스스로 차단하고 단절하던 태도를 바꾸어 먼저 타인에게 다가가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도 물질적 여유가 없다보니 어울리며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한 사람만 집중해서 사귀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창시절에 겪은 교우관계형성의 어려움은 대학생활에도 이어지
고 있다. “제 의견을 이야기 하면 뭔가 저만 이방인이 된 느낌” 이었고, 마음에 맞는 한
학생과 단짝처럼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본 교수는 C1에게 누군가에게만 ‘집착한다’
며 이에 대해 충고하기도 했다. C1은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자신감도 좀 생겼고,
자신이 많이 변화한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득 어느 순간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많
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진짜 자신이 변했나 의심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 어머니의 전환기간을 함께한 3년의 고등학교 시절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 개인이 겪은 삶의 전환은 C1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 그리고 C1은 어머니의 부정적 삶의 전환 시기를 바로 잡고 정리하는 역할을 곁에서
묵묵히 담당했다. 이는 가족 내에서 개인 삶의 전환이 서로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음
을 보여주는 예이다. 고등학교 3년의 재학 시절, 사실 C1은 위에서 언급했듯 교우관계나
학업적인 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만나는 이성이
생기고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면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C1은 이 시기를 삶의 가장 암울
하고 힘든 시기로 표현했다. 어머니와 동거남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점점 자주 싸우기 시
작했다. 카페운영은 매번 적자에다가 빚이 늘었고, 남성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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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카페소유권을 뺏으려 했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남성의 마찰은
최고조에 다다랐고, 급기야 남성이 떠나면서 고스란히 그 빚을 어머니가 떠안게 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어머니는 빚을 갚는데 힘을 쏟아야 했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 C1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술주정하는 어머니의 모습, 남성
의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고 자신을 한 방에서 자게 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다.
남성이 떠난 후 C1은 어머니와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방문할 정도로 여러 차례
크게 싸웠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학교 수업을 받다가도 중 어머니로부터 자살
한다고 ‘잘 살라’는 전화를 받고 놀라 집으로 간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C1은 힘들어하
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남성이 남겨놓은 모든 짐들은 정리하여 버리고 추후에 남성이 어
머니에게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차단시키기도 했다. C1은 어머니가 겪는 부정적인
삶의 전환 시기를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며 어머니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 취업 전선에서 다시 고민하게 된 북한 배경에 대한 공개
C1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의 문턱을 넘는 시점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관
문에서 자신도 잊고 있었던 출신배경이 다시 거론되고, 문턱의 높이와 역량의 한계를 실
감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C1은 호텔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2018년도 말
부터 입사지원서를 쓰기 시작했다. PC방에서 반나절 이상 자기소개서 양식과 모범 사례
들을 찾았다. 양식은 대략 성장과정, 배경,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로 나누어지는데 성장
과정 항목에 북한에서 왔다고 기재했더니 교수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저는 그냥 북한에서 왔다고 쓰니까 안 된대요. 쓰지 말래요. 말투가 티나서 질문하면 말할 수 있지만
굳이 써서. 그러고 이런 북한이탈주민 취업한 분들? 그분들의 설문조사 그런게 있더라구요. 유튜브에
서 찾았더니 북한에서 왔다는게 그냥 미스(mistake)래요. 하지 말래요.
(2018년 4차 면담)

교수님은 C1에게 자기소개서에서 북한 배경을 적지 말라고 하였다. C1이 다니는 학
교는 직업전문학교이기 때문에 담당 교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학생들로부터 받아
일일이 교정하여 수정하도록 하며 최종지원서 제출까지 꼼꼼히 지도한다. C1은 취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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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실린 모든 호텔들에 지원서를 써냈다. 종종 면접을 보러가지만, 늘 첫 번째로 부
딪힌 장벽은 영어회화, 제2외국어 구사능력에 있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다른
언어는 몇 개 정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기 무척 곤란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
고자 C1은 교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영어회화모임에 나갔다. 그렇지만 도움을 얻기보
다는 자신감만 상실해가는 느낌이라 그만두고 현재는 혼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함께
살고 있는 사촌동생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또 한가지 결정적인 취업의 장애는 북한식 억양과 말투이다. 2019년 5차 면담에서
C1은 “면접 중에 ‘어디서 왔어요?’라고 하면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오...’ 이러는
거예요.”라며 자신이 겪은 남한 면접관들의 반응을 회상했다. C1은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이러한 면접 상황이 불쾌했다.
C1은 교수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소개서에 북한 배경을 기술하기로 결정했다.
교수님이나 다른 취업자들은 북한 배경을 숨기라고 조언했지만, C1은 이러한 조언을 무
시하고, 자신이 북한출신임을 솔직히 기술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자신의 배경으로 인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강한 의도가 담겨있었다. 그래도 다
행히 종종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자리에서도 북한식 억양과 말투를 지적받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면접관으로부터 ‘언제 왔느냐’, ‘말투가 그대로다,’ 그리고는 ‘한국에
잘왔다’는 말을 들으며 면접을 마무리 하고는 불합격 처리되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아직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배경을 밝혀 적는 C1의 시도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배경을 근거로
차별하는 한국 사회에 정면으로 맞서, 스스로의 배경을 솔직히 공개하고, 취업 전선에서
살아남으려는 태도의 변화가 드러난다.

2) C2

◦ C2 생애사
C2는 북한 ○○도가 고향이다. 북한에서 친아버지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었
고, 그 후부터 폭력성이 심해져서 어머니와 이혼을 했다. 그 이후 2010년에 어머니와
C2, 사촌동생이 함께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했다. 이전에도 일찌감치 이모들이 한국에 정
착하고 있었기에 가족이 한국에서 터를 잡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어머니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건설업에 종사하는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했다. C2와 새아버지와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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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하다. 한국 생활에 대해 잘 설명해주시고 고민도 잘 들어주신다. 어머니는 한국에
온 후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10명 가량의 직원을 두고 운영해오고 있다.
열 다섯 살에 한국에 입국한 C2는 입국 초기 남한의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고 회상한다. “최고로 두려움이 좀 있었을 때. 정말 새로운 사회를 가는” 두려움이 있었
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점점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면서 심적으로 편해졌
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카메라 동호회 활동과 학교 방송부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의
폭을 넓혔다. C2는 워낙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기술직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직장인
이 되었고, 곧 다른 대기업 자동차 정비소로 이직하게 되었다.
재작년에는 함께 탈북하여 정착했던 사촌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족들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렇지만 작년에 가정에 늦둥이로 여동생이 태어나는 경사가 있어,
최근 C2는 어린 동생을 돌보며 행복을 느끼고 있다.
◦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북한 생활
C2는 삶의 주요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15세가 된 입국 이후 시기부터 시작했다.
또한 C2는 생애사그래프에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변화가 없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막 뭔가 같이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런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학교
다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거나 그런게 없어요.
(2019년 5차 면담)

삶의 변화나 전환이 북한에서 보낸 삶에서는 없었다고 표현하지만, C2는 기억을 되
새기고 싶지 않아 보였다. 1주기부터 2주기 5차까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C2는 북한에서의 가정생활이 그리 좋지 않았다. 친아버지의 폭력이 심해서 C2는 아버지
닮은 모습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때마다 소름끼치도록 싫어했고, 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이러한 이유로 C2의 경우 한국 입국 이후를 중심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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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형성과 진로선택의 밑거름이 된 카메라 동호회 활동
대부분의 탈북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경험하는 첫 전환의 시기는 한국 학교
에 입학하는 시기일 것이다. C2의 첫 한국 학교생활에서는 스스로 그 전환을 만들어내는
주체성과 적극성이 엿보였다. C2에게 학교생활의 첫 1, 2년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시기였다. 학교에서는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겼고, 그것이 탄로 날까 조마조마
하며 보냈다. 또래보다 높은 나이도 친구 사귀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숨겨
야 했다.
3월 2일 날, 아 3월 3일에 첫 등교를 했어요. 들어가서 딱 친구들하고 소개하고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데 아이들이 모여서 물어보더라구요. 강원도 사투리 하라고. 그래서 일부러 안 했어요. 하기 싫다고
나는 지금 수원 사람이니깐 강원도 사투리 하기 싫다고 일부러 강원도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있다고
사투리로 그렇게 말 했어요. 애들 반응은 그냥 알았어. 안 물어볼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속으로 ‘다행
이다’ 했죠.
(2011년, 1주기 면접자료)
지금은 그냥 마음속으로도 16살. 왜냐면 학교 가서 18살이라고 말하고 형소리 듣기 싫거든요. 같이
편하게 생활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날 저하고 일촌한 애들이 제 홈피 들어와 봤더라구요. 근데 그 때
개인 정보 비공개로 안 해놨어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왜 94년도로 되어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서 내가 그 때 인증이 안되서 다른 아이껄로 썼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깐 그렇게 이해하
더라구요. 그때 그 말 듣고 학교 와서 집에 와서 바로 싸이월드 비공개로 해놨어요.
(2011년, 1주기 면접자료)

북한에서 왔다는 배경에 대한 노출을 꺼리면서 또래문화에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은
늘 중압감으로 다가왔다. 한국 또래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때로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농담을 진담으로, 진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2012년
중학교 시절 또래 학생이 C2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보기 시작하면서 ‘형’이라고 불렸을
때는 마음이 힘들었다. 그렇지만 학교생활 2년이 지나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C2
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자리잡아, 지각과 결석 없이 부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에도 마음을 터놓고 지낼 친구는
없었다. C2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대한 탈출구로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C2는 과거 북한에서 잠시 관심을 가졌던 카메라가 생각이 났고, 카메라와 관련한 취미활
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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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저쪽(북)에서부터 계속 내가 카메라를 좋아했었는데, 저쪽(북)에는 가정 형편이 안 되고 하니까.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고 하니까. 친구 중에 좀 잘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카메
라를 가지고 다니는 걸 계속 그 친구랑 같이 놀면서 만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남한) 와서부터
엄마랑 상의해서 카메라를 하나 사고, 계속 그 쪽 활동을 시작하면서. 카메라를 사게 되니까 카메라
공부도 해야 되고, 조금 까다로운 카메라여서 공부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큰 카페가 있어서 카페를 가입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또 동호회가 있어서
동호회를 가입하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카메라로부터 이어진 거죠.
(2013년, 1주기 면접자료)

카메라를 구입하였지만 이에 대해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했던 C2는 온라인 동호회 카
페에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카메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배울 뿐 아니라, 단체로
오토쇼 같은 곳에 가서 촬영을 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C2는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카메라로 시작된 기계에 대한 관심은 교내에서도 학
교 방송부원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방송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며 학교 친구
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내에서의 또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 카메라로 시
작된 C2의 자발적이고 주체적 행동은 관계의 차원에서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고,
학교밖 동호회로 시작한 관계맺기의 연습은 학교 안의 관계맺기로도 이어졌다.
C2: 카메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좀 많이 넓어졌죠.
연구원: 많이 넓어졌지~ 나이차가 많은 분들도 알고 지내는 분들도 있고.
C2: 제 저의 띠 동갑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많죠.
(2014년 1주기 면담자료)

카메라동호회 활동의 또다른 이점은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는데 유용한 밑거름이 되
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카메라동호회 활동을 했기에, C2는 졸업 이후의 진
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자신의 소질을 가늠할 수 있었다.
주로 사무직보다는 무엇을 만지고, 활동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다 보면 활동을 하는 쪽이 더 좋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뭐 앉아서 컴퓨터를 치고 있든 그것보다는
걸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지고. 앉아있는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14년 1주기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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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실천으로 카메라를 구매하고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작은 주체
적 행동은 C2가 인간관계 형성 뿐 아니라 미래의 진로를 가늠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전
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C2는 결국 특성화 대학을 선택하여 졸업하고 현재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삶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개인의 동력이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 이직의 결심과 실천
대다수의 직장인이 경험하는 중요한 전환의 계기는 회사의 이직일 것이다. 여느 직장
인처럼 C2도 역시 2015년부터 1, 2주 동안 심각하게 퇴직을 고민했다. 그 이유는 차량
수리가 잘 안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왜 서비스직을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 환경에서 정신적 스트
레스가 심했다.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전화 받으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감정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 제가 일하는 곳이 S잖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데는 S의 차를 정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S회사 직원이 아니거든요? S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따로 법인사업소의 직원이거
든요. 근데 그거를 고객들이 본사 직영인 줄 알고 우리가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고장이 나면 어떡하냐고 그 스트레스 그 화를 저
희한테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2018년 4차 면담)

C2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차 한 대가 완전히 수리가 안 되어 결국 회사에서 그
차를 인수하여 폐차시키는 일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물론 스트
레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서 C2 아래로 7명 정도의 신입사원
이 입사하면서, 그들이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 기분도 좋았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자꾸 머리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일종의 도움을 줘가지고 그런
방면에서는 조금 행복한 것보다는 뿌듯한 것 같아요.
(2018년 4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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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육체적 노동의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다. 기술직의 특성상 몸
도 힘들고 고객과의 감정적인 갈등도 힘들어 사무직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그
러나 결국 계속 참아가며 3년을 근무했다. 사실 C2는 이직에 대해 2017년 1차 면담에서
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다. ‘매출’을 올려야 그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것
도 일 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다 사수의 이름으로” 매출을 기록해야 하는 불공평
한 환경, 실수를 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다그치는 직장 상사로 인해 언젠가는 회사를 옮
겨야지 하는 마음을 키워나갔다. 2017년 당시 신입 직장인이었던 C2는 “신입이 해야
뭘 하겠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고 끝이죠”라며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서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초, C2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고민해왔던 이직에 대해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겼다. 구직사이트를 검색하여, ‘○○ 자동차 서비스 센터’ 공고를 보고 응시해
서 면접을 봤다. 부장급 임원과 일대일 면접을 본 결과 바로 합격하여 기존 회사에 사표
를 제출했다. 기존의 회사는 성과제 연봉제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새로 근무할
곳은 월급제 시스템이라 훨씬 낫고, 월급도 50만원정도 많다. 게다가 토요일도 격주로만
근무하면 되고,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곳이라 예약한 차만 수리하고 끝내는 것이기 때문
에 기존의 회사보다 더 나은 환경이다. 5차 면담 당시 C2는 아직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
하지 않은 상태라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
오랜기간 직장을 옮겨야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만 결심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C2가 2019년 초에 본격적으로 이직을 하기까지는 지난 3년 간의
자신의 직장생활에 대한 오랜 고민이 선행되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직장에서의 불평등
한 대우와 고객과의 관계의 어려움,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고압적인 관계에 대한
고민은 쌓이고 쌓여, 결국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터를 찾는 결심과 실천으로
이어졌다.

3) C3

◦ C3의 생애사
북한에서 한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난 C3은 가족으로부터 자신이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했다고 들었다. 이미 3살 터울의 언니가 있었고, 어른들이 아들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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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인 C3을 낳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해야 했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
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다. 결국 C3이 3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는 집을 떠났다. 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남편의 반대로 결국 혼자 친정으로 도망치다시피 떠났고, 그때부
터 C3은 언니, 아버지, 친할머니와 함께 살아갔다. C3이 10세가 되던 해, 친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친할머니는 두 자녀를 고아원에 맡기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친어머니가 꿈이 이상하다며 외삼촌을 보내 잘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하여 집 근처에 갔
다가 자녀를 고아원에 맡긴다는 소문을 듣고 그 즉시 두 아이를 외가로 데려왔다. 그리고
C3은 외가에 한 달 정도 머문 후 어머니가 보낸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 이
미 한국에서 새아버지와 가정을 꾸리고 있던 어머니가 C3과 언니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2006년에 입국한 C3은 현재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대학 3학년생이다. 어머니와 새아
버지, 친언니와 이복남동생인 다섯 식구가 함께 산다. 부산에서 첫 한국 정착을 시작한
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으로 이사하였다. 아버지는 오래 전 신장암 수술 후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집에서 쉬고 있고, 어머니 혼자 지속적으로 작은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간다. C3은 대학 2학년 때 휴학을 한차례 한 후, 현재 대기업 취업
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걱정과 고민이 많다. 최근에는 언니가 결혼해서 조카가 생겼다.
언니의 결혼생활을 지켜보며 남자친구와의 관계, 결혼과 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 먼 곳으로의 이사, 평범한 사람으로 살 기회
학창시절 경험하는 탈북청소년들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주변인들에게 이미 들켜버
려 붙게 된 ‘북한출신’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C3의 학창시절은 A도시에서 시작했
다. 어머니와 새아버지, 이복남동생, 언니와 C3이 한 가정을 이루어 지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전교 학생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불편하게 지
내다가 2명의 단짝 친구를 사귀어 제법 잘 지냈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의기소
침해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같은 중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C3이 북한
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없었고, ‘너 거기서 왔지?’하며 때로는 불쾌하고 경
멸에 찬 시선을 보내는 학생들을 마주할 때마다 자존감을 잃어갔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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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친한 친구들 7명이 몰려다녔지만, 그 사이에서도 편 가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
그러던 중 C3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살던 곳
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행정구역의 B도시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다. B도시로의 전학에
대해서 C3은 “그냥 평범함 사람이 됐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라고 표현했다. 즉 A
도시에서 자신은 ‘북한출신자’라는 꼬리표가 늘 붙은,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다수의 학생들
에게 알려진 특별한 존재였고, 그것이 주는 심리적 부담과 위축, 상처로부터 해방시켜
준 탈출구가 B도시로의 전학이었던 것이다. B도시로 이사 온 후, C3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그저 평범한 한 학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 이름도 개명하였다.
◦ 어려운 학업으로부터의 쉼과 회복의 시기, 휴학
휴학은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학업성취의 좌절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키며, 사회경험을 통해 학업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갖게 만드는 긍정적
인 삶의 전환기로 작용할 수 있다. C3은 대학입학 후 1년 반 동안 학업적 어려움을 경험
했고, 계속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대학 2학년 때 휴학을 하기로 결심했다.
휴학 전, C3은 자신의 역량 부족에 대한 한탄과 좌절로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다.
다 힘들다고는 하는데, 제가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왜냐면, 전)
그냥 그저 주어진 게 많으니까. 걔넨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간 건데, (전) 그저 주어진 게 많으니
까. (제가)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걔네가 너무 날고 기는 애들이 와가지고. 내신으로 오는 애들은
(1등급, 2등급) 그 정도, 아 그러니까 정시로... 내신으로 오는 애들은 그 정도 되고, 못해도, 못하는
애들도 다 3등급 안에는 들어갔던 것 같은데.
(2017년 1차 면담)

대학에 입학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신과 비교하여 학점을 두고 경쟁해야하는 같은 학년의 학우들은 순수하게 자신의 실력으
로 입학한 사람들이었다. C3은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느끼
는 학업성취의 어려움과 자신이 느끼는 정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느꼈다. 특히 2학년
1학기 학업성적은 최악이었다. C3이 생각하기에 다른 학생들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보
았지만,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 학점이 낮아 탈북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도 못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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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뻔 했다. 결국 C3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다.
휴학 후 C3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가족의 동유럽 여행비용을
마련하고, 복학 후의 등록금과 용돈을 벌고 싶었다. 우선 학원과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일했다.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신발매장의 시급이 더 높고 급히 사람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아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로 사건이 발생했다. 의류매
장 사장은 백화점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며 C3의 뺨을 때렸고, 경찰조사를 받으며 합의
하는 과정을 거쳐야했다. C3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을 얻었다고 이야기하
였다.

C3: 엄청 느꼈어요. 사람 끝마무리가 엄청 중요하구나, 그거를 되게.
연구원: 너는 그런 일을 겪으면 이렇게 하나씩 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 편이야?
C3: 뭔가 이제 세상을 좀 아는 거죠. 이런저런 일을 겪으니까. 만만하지는 않은 세상이구나. 느낀 게.
휴학하고 이런저런 일 다 겪으니까 느낀 게 진짜. 지금 하루 10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밖에 12시
간 나가 있으니까 진짜 내가 전문직업을 갖고 하는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몸 고생하면서 평생을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주어질
때 빨리 하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젠 길 없는 것 같아요. (공부) 그 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17년 1차 면담)

아르바이트를 했던 휴학의 시기는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일시적 신분 변화를 뜻했
다. 이 시기를 통해 C3은 학교 밖의 세상 모습을 경험하고 사회를 알았다. 그리고 치열
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며, 전문직으로의 취업하는 길 만이 성공의 길임을 깨닫고, 이를
위한 학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학교 밖 세상에 대한 경험으로 C3은
공부를 해야 할 이유와 공부를 통해 이후에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할지 알게 되었다. 이
러한 생각과 태도의 전환 경험은 학업으로도 이어져 실제로 대학에 복학 후 C3의 성적은
휴학 전보다 많이 올라 우수한 학업성취를 이루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 언니의 삶의 전환시기를 통해 받는 영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 졸업 이후 패널의 여타 사례와 마찬가지로, C3의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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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업 등 미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은 주위 환경과 가족 및 의미있는 타인의 삶의
전환에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C3은 남자친구, 결혼, 직업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친언니의 결혼에 있었다. 올해 초 친언니
가 결혼을 했고 조카가 생겼다.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 유복한 가정과 연을
맺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한국 사람’인 사위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 C3은 가깝게
지내던 언니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허전하지만, 언니가 훌륭한 형부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
언니의 삶의 중요한 전환이 된 결혼은 동생인 C3의 결혼과 일, 미래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며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한 고민이다.
실제로 C3은 2-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 캠퍼스 커플로서 남자친구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여 지방의 ○○시에 내려가 있는 상태로 주말에 데이트를 즐겼다. 장거
리 연애가 힘들었는지, 남자친구는 언니가 결혼할 무렵 헤어지자고 했고 서로 잠시 결별
했다가, 최근 다시 만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헤어지며 정리하고 나니 예전의 좋
은 감정이 생기지 않았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언니의 행복한 결혼을 옆에서 보니 형부
같은 사람, 즉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
음이 커졌다.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생활을 상상하면 부정적으로 가늠이 되기 때문에 앞
으로의 만남에 대해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둘째는 결혼에 대한 어머니의 조언이었다. 먼저 어머니는 원래 남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남자친구의 성씨 때문이다. 혹독한 북한에서의 시집살이가 바로 ‘최’씨
집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최씨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싫어
했다. 헤어졌다는 말에 어머니는 꽤 좋아하셨고, 언니처럼 좋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어머니는 언니
의 결혼생활이 모범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C3에게 종용하고 있고 그런 어머니의 조언에
C3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새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와 C3의 생각이다. 건강악화로 집에서 쉬고 있
는 새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통제와 집착이 지나치게 심한 편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C3
은 “가장이라는 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는 가장의 짐을 엄청 느끼고 있는데...”라
고 말한다.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며 악착같이 벌기 때문에, 어머니는 C3에게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것 편하게 집에서 쓰면서 살라’고 조언하였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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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다나 어머니는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분을 외조
하는 남편이 아니라 통제하고 억압하며 집착하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미래의 결혼 모습, 남편상을 그리고 있다.
아직 20대 중반인 C3에게 언니의 삶의 전환시기인 결혼은 C3에게 새로운 삶의 주제
를 가지고 온 사건이다. 내가 어떤 이성친구를 만날 것인지, 나는 누구와 어떤 결혼을
하고 싶은지,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결혼이 필수적인 것인지 등 새로운
인생과업으로서의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언니의 결혼이 계기가 되었다.

4) C4

◦ C4의 생애사
북한에서 C4의 가정은 한 순간에 정치적 반역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몰락했다. 할아
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서 중국어와 러시아어가 능통한 빨치산 후예
의 전쟁영웅이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친구 두 세 명과 주체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김일성 우상화의 가치를 담는 주체사상의 모순을 솔직히 토로했다가 친구의
밀고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고 이에 C4의 아버지는 정치반역자의 자녀로 살아가며
아픔과 상처를 겪었다. 수용소를 나온 후, 지식인이던 할아버지는 미래에 닥칠 북한 사회
의 심각한 기근을 예측하셨고, 도시에 있다가는 굶어죽을 거라고 판단하여 시골로 들어
가 농사를 짓게 했다. 할아버지는 함께 살면서 C4에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는데, C4
는 어린시절 늘 그것이 불만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선견지명으로 농사를 지으며 혹
독한 기근을 견딜 수 있었다. 결국 C4의 가정은 한국 라디오를 듣기 시작하면서 10년간
의 준비 끝에 탈북을 감행했다.
C4는 현재 명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2009년 중국과 캄보디아를
통해 2달에 걸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C4는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격으로,
중고등학교 시절 북한에서 왔다는 배경을 밝히고 그것을 성공의 자산으로서 활용하며 적
응했다30). C4는 자신이 탈북청소년임에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
30) 이에 대해서는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2차년도 보고서(김지수 외, 2017) 및 3차년도 보고서(김
정원 외, 2018)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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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자랑으로 여기며 친구들과 어울렸다. 입시 기간에는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합격한 것
이 주위 학생들에게 미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명문대 입학 후 자신감은 사라졌다. 주위
명문대 학생들은 생활패턴, 자기관리, 지식과 학업 성취, 모든 면에서 자신과 비교하여
월등했다. 더 이상 북한에서 왔다는 배경을 자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도 주어지
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많이 위축되
고 자존감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하면서 잃어가는 자존감을
높이고 있으며, 작년에 휴학 후 국제 북한인권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
여 미국 여러 도시에서 강연자로 활동했다. C4는 ‘북한인권 변호사’의 꿈을 가지고 사법
고시, 로스쿨의 길을 가려 했으나, 미국을 다녀온 이후 올해 초부터 기독교 선교의 가치
를 느끼며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다.
현재 C4는 부모님과 2명의 누나와 함께 산다. 부모님은 선교사로서 현재 북한 인권
관련 활동과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가족이 모두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
◦ 탈북의 완성으로 느껴지는 한국에서의 가족 재회
탈북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맥락에 따라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환으
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C4에게 탈북과 한국 입국
은 생활의 형태와 사고방식, 감정적인 면에서 전환의 경험이었다. C4는 한국에 정착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특히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 컸다. 사과 같은 과일도 북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제사상에 올렸다가
남은 것을 반 쪼개서 나눠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는 것, C4가 가
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탈북은 C4에게 개인적으
로는 심리, 정서적으로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슬픔을 동시
에 갖게 했다. 배불리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북의 친구들은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퍼서 많이 울었다. 특히 작은 고모부 아버지가 목사인데, 종교적 이유로 작은
고모네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슬퍼했다. 이러한 생존
의 위협과 억압, 기근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탈북과 한국정착의 전환기에 일어났다.
C4에게 ‘탈북’이라는 전환기는 국경을 넘은 사건과 중국 및 제3국에서의 체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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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입국이라는 세부과정을 갖는다. C4가 겪은 탈북이라는 전환의 경험을 ‘국경을 넘
은 사건’에서부터 ‘입국 직후 시기’로 나누어 시간적 과정으로 이해할 때, C4는 탈북 그
자체보다도 모든 가족이 안전하게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순간을 ‘탈북의 완성’으로
더 의미 있게 기억하였다. 탈북 과정에서 C4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정
착하고, 어머니와 둘째누나와 C4,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누나가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홀로 남겨진 큰 누나가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함께 한 가족이
모였을 때 C4는 너무 행복했다. 그 때는 별것도 아닌데 밤새 가족끼리 얘기하며 웃었고,
“누나 오는 날 눈온다!”면서 눈 오는 것을 영상과 사진으로 찍어놓기도 했다. 모든 가족
의 재회와 정착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이처럼 탈북 과정과 연결된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은 C4에게 일상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감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 미국에서의 북한 인권 강연 경험을 통한 자신감 획득
C4는 ‘북한 출신’이라는 신분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
려 노력하는 학생이다. 중고등학생 때 또래 한국학생들에게 자신이 북한에서 왔음을 과
감히 드러내며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북한 출신자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것
을 보여주며, 학업 역량의 부족으로 갖게 되는 자존감의 결여를 만회하고 살아갔다. 그런
데 특례입학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신분자본의 활용이 여의치
않았다. 대학은 더 넓은 무대였고,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해석이 만연
해있어서, 북한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더욱이 명문대 또래 학생
들이 학업과 생활면에서 월등히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신감을 점점 잃
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C4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고민 끝에 C4는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2018년 2학년 2학기에 휴학을 했다.
휴학 후, C4는 ‘북한’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며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잡았다. 한 북한
인권단체에서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섭외되어 미국 내 유명 대학들과 국
무부, 대기업과 정부기관, 그리고 고등학교 등을 돌아다니며 북한 내부의 실태와 인권
상황을 이야기 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북한사회와 정권,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정권,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갖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이었고, 이러한 경험에 대해 C4는 매우 만족해했다. 더구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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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들어주는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았고, 북한의 변
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감명을 받았다.
C4는 미국강연의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개인적
으로 재충전의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강연을 하고 다녔지만 일종의 권태기
에 빠진 상태였는데, 외국의 낯선 청중들 앞에서 큰 관심과 지지의 새로운 반응을 받은
것이 개인에게는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둘째는 강연과 질의응답의 경험 속
에서 발표의 역량이 향상되었고, 자신의 강연 스타일도 이해할 수 있었다. C4는 미국에
가기 전에 한 달 간 영어로 강연하는 스피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사람 앞에서 하는 강연과 한국에서 하는 강연의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한국에
서는 겸손을 표현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배움을 얻은
것이다. 셋째는 자신감이 확실히 생겼다. 한국에서 명문대 진학 후, 다른 한국 학생과
겨루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북한’이라는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미국의 강연 경험이 다시 한 번 개인
적으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관계 형성의 방식
을 배웠다고 말했다. 강연 후 연락처를 주고받고, 메일로 소통하는 경험 속에서 타인과의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그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 기독교의 심취와 종교 활동을 통한 진로의 제고
미국에 다녀온 후 C4 삶의 큰 전환은 기독교에 심취하며 주요 삶의 관심 영역이 종교
생활로 옮겨진 것이다. 원래 한국에 정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일을 하던 어머니는 함께 기독교 선교활동을 해왔다. 그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C4를 포함한 가족 모두 종교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C4는 중고등학교
시절, 일요일에만 교회에 나가고 일상에서는 술과 담배를 즐기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지
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신앙과 믿음의 깊은 세계
를 체험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
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아졌다. C4는 스스로 자신이 완전히 종교인으로 바뀌
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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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믿기는 믿었지만, 그냥 일요일은 교회가서 성스러워지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마시고,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깐. 감추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한 1월 그때부터, 뭐 그때는 노력안해도 바뀌더라구요.
제가 흡연도 많이 했었고, 술도 진짜 막 장난 아니게 많이 마셨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도 먹으면 조금
먹고, 담배는 아예 생각도 안 나고. 저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 종교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2019년 5차면담)

작년 초, C4를 포함한 가족은 뜻을 같이 하는 한국 분 4~5명이 함께 ‘OOO’라는 선
교단체를 설립하여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북한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며 기독교를 전하
는 일을 하는데 이 단체의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C4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이 C4를 종교 활동에 더 심취하게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북한 관련 단체를 보니)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관련된 ... 그 내부변화까지 근접해
서 되게 가슴이 뛰었는데, (미국) 갔다 와서, 돌아보니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들이 그런 북한 인권을
위한 단체들 보다 더 앞에서 최전방을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방향이 그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변화에 가장 전방에 있다는 걸 미국 갔다 오고 딱 느껴지게 된 것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매일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매일 드리고 하나보
니깐 그 뭔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구요.
(2019년 5차면담)

본격적인 종교생활의 시작은 C4에게 종교를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삼게 했으며, 영
역의 전환과 함께 진로에 대한 제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 작년까지 C4의 꿈은 ‘북한인권
변호사’로서 늘 한결같았는데,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결정적
이유는 그동안 여러 단체들에 의해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북한 선교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북한 인권 관련 어느 단체들보다 더 앞서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현재 일하
고 있는 법조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권변호사로서는 뭔가 당장 북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 북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일을 하려면 굳이 변호사
가 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고등학교 후반까지는 진짜로 북한주민을 위한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요즘
와서 계속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그 변호사라는 게 목표가 된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목적은 결국에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 실제로 인권개선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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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계속 그것만을 보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변호사라는 거에 너무 욕심이 확 생기더라구요. 고민도
많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흔들리고... 지금은 그걸 포기한 거는 아니에요. 계속 준비를
이어나가면서 그냥 진짜로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 라는...꼭 변호사가 아니어
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확 확정해주시는 방향에 서면, 그쪽으로 딱 기울 마음이 있고, 로스쿨을
계속 가라고 그러면 로스쿨을 계속 준비하는거고. 한번 처음으로 멈춰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같아요.
(2019년 5차 면담)

작년까지 C4는 명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후 ‘북한인권변호사’라는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대학생활을 해왔다. 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 진학관련 정보도 알아보고, 변
호사인 선배들도 만나 조언을 구하며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왔다. 그런데 법조계의 입문
은 점점 벽이 높게 느껴졌고 자신감을 잃던 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강연 후, 아버
지의 북한선교활동이 북한 인권을 위한 변화의 실질적인 결실을 보이고 있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변호사가 되는 길만이 꼭 북한 인권을 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오히려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가져다줄 명예, 존경의 시선, 박수에 심취해서 자신
이 진로를 정한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무작정 달려갔던 꿈을 향한 길을
멈추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신의 뜻을 구하기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학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공부나 수업에 집중이 안되고, 공
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4는 이 변화에 대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기라고 이야기 했다. 그동안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실 스스로
북한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까지 놓쳤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
럼 새로운 종교에의 심취는 C4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성찰
하는 시기를 제공하였다.

5) C6

◦ C6의 생애사
C6은 전기기술자로서 고압전류를 다루는 힘든 일을 한다. 북한에서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살다가 아홉 살이 되던 2007년 가족이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서의 학창
시절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따돌림과 놀림을 받았으며, 학교폭력사건의 가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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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전문 직업 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가 일하
는 같은 직종을 선택하여 일하고 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동년배의 사람들은
없고, 아버지 나이의 고령자인 숙달된 기술자들과 일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하다. 특히
나이든 사람들이 자신을 북한이나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과 태도로 대할 때
많이 힘들다.
C6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다. 목숨을 걸고 가족을 한국에 정착시킨 것만
으로도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걱정
을 하고 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으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올해 초
일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에 신경 쓰시며 쉬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계의 수입은 어머
니와 자신의 급여로 충당되며, 누나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시험 준비 중이다.
C6은 50세가 넘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인생의 꿈이다. 지금의 직장은 미래의
꿈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않는다. 작년 5월, 3년 정도
걸리는 치아교정을 시작했다. 스스로 웃을 때 바보 같아 보여서 시작한 치아교정 비용은
모두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
◦ 전환이기보다는 담담했던 국경 넘기로 기억되는 탈북
9세에 탈북을 감행했지만, C6이 그린 생애사그래프 상 탈북의 경험은 좋지도, 나쁘
지도 않은 0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 전에 여덟 살 때 북에서 이사하면서 친한 친구와
헤어지며 우울했던 기억과 비슷할 정도로, 탈북 사건은 그 당시 C6에게 그리 좋지도 나
쁘지도 않은 기억이다. 덤덤하게 표현한 탈북 사건에 대해서 그는 “몰랐어요”라고 표현
하였다. 북한을 떠날 때만 해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몽골로 넘어가는 과정에
서야 비로소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218

Ⅳ. 성장단계별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전환

[그림 Ⅳ-4] C6의 생애사그래프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사건의 점수는 10점이나 뛴다. 입국 당시 10세였던 C6은 입국
당시를 “그냥 놀랐는데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거죠”라고 회상하였다. 그
러나 당시에는 국경을 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어린 연령의 시기였다.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 좋은 일이었지만, 그 당시의 C6에게 탈북은 그냥 단순히 새로운 사회를
마주하여 놀라는 정도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은 아니었다.
◦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악몽같은 학창시절 3년
삶의 전환은 한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C8의 사례)도 있지만, 삶
의 전체 흐름 속에서 기승전결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C6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기는 14세,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된 사건에서 시작
되었다. 사실 C6은 한국정착 후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였으나 북한에서 온 아이라고
놀림과 괴롭힘을 받았었다. 예를 들면 사물함에 우유를 뿌려놓고, 의자에 침을 뱉어놓는
등 피해를 받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괴롭힘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싸우
지도 못했다. 감정을 억누르며 참고 학교생활을 했으며,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같이 놀던 친구 셋과 장난치다가,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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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여 학교 끝나고 한두 대 친구를 때렸다. 무슨 말로 때렸는지 지
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것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학교에 신고하여 일이 커졌다. 피
해자 학생 아버지의 신고로 소송 재판까지 가게 되면서 사건은 확대되었고, 학교 폭력
사건으로 기사 보도까지 되었다. 강력계 경찰의 취조,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며,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선고를 받은 후, 피해자 아버지가 C6을 불러서 욕하며 때렸다. 그는 “빨갱이네. 국정
원에 아는 사람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가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말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에 겁을 먹었다는게 우습지만, 그때는 이 말이 정말 엄청 무서워서 많이 울었다.
그 후 3일 동안 계속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죽여버리겠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무서움에
아버지한테 말하여 아버지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집을 찾아가 “빨갱
이 왔다”며 문 열라고 대문을 쾅쾅 쳤고,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에 돌아갔다. 피
해자 아버지가 결국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칼 들고 집에 찾아 갔냐’고 물어 ‘맨손으로
갔다’고 말하고 ‘CCTV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며 돌아갔는데, 며칠 후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쇠파이프 들고 집에 찾아갔다’는 오보의 뉴스가 나왔다.
이 사건이 해결되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큰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매일 뉴스가 보도
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 사건 때문에 부모님까지 심하게
싸웠고 자신을 잘 챙겨줬던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C6은 그것이 지금까지
도 죄책감으로 남아 고통스럽다고 하였다. 이제는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다. 17세가 된 겨울,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피해자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이 기뻤다. 누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쁜 적은 처음이
었다.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이 폭력사건은 C6에게 참을성과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C6는 자신이 뭔가 행동을 할 때 더 신중
해졌고 행동의 결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는 다
음 해인 18세, 고등학교 2학년으로 다시 학교에 복학했다. 복학한 이후의 삶은 아주 평
화롭고 좋았다고 기억된다. 일단 이 폭력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에 평안함을 찾았고,
새로 만난 담임선생님이 잘 지도해주셔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학
교생활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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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생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실직은 위기 순간으로서 개인의 삶에 전환으로 작동할 수 있다. C6은 작년 말 첫 직
장을 잃을 뻔했다. C6이 근무하는 전기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연말에 모든 근무자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C6은 실직 위기에 처해 있음을 담담하게 이야기 했지
만, 곧바로 실직 후 맞이할 가족생계비 걱정을 토로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병원비 문제에
대해 큰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빠가 저 고등학생 때부터 간을 앓았었는데 그게 너무 악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서
누나랑 저한테 간이식을 주게 했어요. (중략) 그렇게 돼서 아버지는 일을 아예 못 하시고 엄마가 일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회사까지 이러니까....제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마는 그것마저 없으면..
그렇잖아요. 요즘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2018년 4차 면담)

C6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자녀들을 데려와 생계를 책임지려 노력하는 부모님
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C6의 폭
력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무렵이다. 전기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
가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시게 된 것이다.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게 되자, 어머니가 전기회
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하며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으셨는
지, 작년 여름에 일용직 일을 하시다가 다시 건강이 악화되었다.

가족상황이 있고 안 힘든 사람이 없다지만은 제가 유독 더 힘든 것 같아요. 엄마는 원래 아프셨는데
일 나가서...밖에서 일하는게 마음이 아팠나봐요. 자기가 빨리 나아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마음에
너무 급했나봐요. 저희 자식들도 몰랐다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신 거에요. 간은 피로하고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대요. 무리를 하면 안된대요. 마음만 급해서 그렇게 하셨다가 지금...이제 병원에 가
만히 있으세요. 얼굴이 엄청 부어 계신 거에요. 거부반응이 나왔대요. 원래 오늘도 병원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제가 그걸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에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내일부터 또 출장가서 못
찾아뵈는데 그래도 아픈 모습 보면 진짜 너무 마음 아파서... 그게 진짜 아픈 모습 보는 게 저는 그렇게
힘든건 줄...엄마는 어제 이틀만에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 있는 거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빠
간호하고...(아버지는) 항상 저한테는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픈 거 보는 것 자체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2018년 4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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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C6에게 큰 존재였다. 힘없이 무너져 병원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이 힘들고, 그를 간호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어머니의 수척해진 모습에 가슴
이 아팠다. 설상가상으로 C6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직장에서의 위기는 C6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여 생계비
를 보태야 하는데 앞날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버지는 단기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으신 후, 2019년 5월 5차면담 당시에는
호전되어 집에서 요양 중에 있었다. 또 올해 초 실직은 면한 대신 같이 일하던 다른 한
팀이 해고처리 되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3~4개월 간은 같이 일하는
어른들 눈치를 보며 살았다. 누가 남고 누가 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맘을 졸이
면서 근무했고 그 분위기가 저조했다. C6은 사직결과를 통보받은 후 고용 계약서를 다시
썼다. 2년 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불편함이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우선 걱정했던 실직
의 위기는 겨우 넘길 수 있었다.

6) C8

◦ C8의 생애사
C8은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 대학 2년생이다.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 영양실조로 걷
지 못하여 장애자로 살면서 구루병을 앓았는데, 어머니가 중국에서 구해다 준 약을 먹고
기적적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경험이 있다. C8은 2008년, 13세 되던 해에 오빠와 어머니
가 함께 입국했다. 어머니가 중국에 갔다온 것과 이모네 딸이 중국 간 것이 들통나서 시
골로 추방되었고, 그 이유로 오빠가 군대에 갈 수 없으며 평생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아
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는 탈북을 결심했다. 브로커를 통해 오빠를 먼저
탈북시켜 한국으로 6개월 전에 먼저 정착시킨 후, 어머니와 C8이 ○○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했다. 어머니는 사회복지학과 석사 공부를 마치고 현재는 박사논문에 매진하고 있
다. 오빠는 작은 회사에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의 학교생활에서는 놀림과 왕따의 대상으로서 심리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겼었지
만, 어린 시절 장애인으로 놀림받은 경험 때문인지 차별을 극복할 수 있었다. C8은 고등
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의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큰
자랑이다. 그러나 대학공부는 너무 어렵고, 학과 선배들과 관계형성에서 문제와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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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어져서 휴학을 하였다. 휴학 기간 동안 종합병원과 치과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사회생
활 경험을 했는데,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유익한 시기였다. 현재는 복학을 준비 중
이다. 최근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결혼보다는 자신의 미래와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
◦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기적의 치유
탈북청소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전환은 다양하나, 특히 C8의 경우 독특한 삶의 전
환 경험이 있다. 그것은 신체적 질병에 대한 것으로, 이를 치료한 과정은 C8에게 순간의
기적과 같은 의미있는 전환 경험을 제공하였다. 어린 시절 C8은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9세 때까지 C8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
으로 살았으며, 그 후로 구루병에 걸려 있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C8: 저는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9살 때까지. 거의 이렇게 창문 열어 놓고 혼자 못 가니까요.
엄마 아빠는 일 하러 가지고 오빠도 학교가고 이러니까 케어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집에서
놀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걷고 나서도 구루병으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햇빛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밖에를 못 나갔으니까. 구루병이 햇빛을 충분히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 밖에를 못 나가니까 집에서는 아프니까 더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맛있는 거 계속
해주고 그랬으니까 몰랐었어요. 슬픈거를,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행복하게 내가 제일 예쁜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얘기 했었나요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돌 던지고 병신이라고 욕 한적이 있었다고...그때 충격을 완전히 받았어요.
연구원: 충격적이었구나.
C8: 병신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애들이 놀리는거 보니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한테 못 물어봤었어요. 부모님들한테. 더 가슴 아플까봐. 혼자 되게 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혼자 새벽마다 울고 밤에 울고 그랬어요. 제일 힘들었던 때예요.
(2019년 5차 면담)

어머니는 C8의 병을 고치기 위해 중국으로 약을 구하러 다녔고, C8은 구해온 약을
2년 동안 먹으며, 벽을 잡고 스스로 일어나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는 연습을 했다. 그러다 아홉 살
이 되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순간 기적과 같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중국에서 가져온 약의 효능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아직도 C8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같은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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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받고 2년 정도 먹었더니 제가 어느 순간 그 동안 계속 일어나는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벌떡 일어난 거에요. 아.. 진짜... 벽 잡고 일어나고 낑낑 걸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일어났는데 그 순간 제가 진짜... 그..게 제가 거기서 종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순간 신한테 되게 감사한 거에요. [눈물 흘림] 너무...하하하...진짜...딱 드는 순간 일어서자마자 만감
이 교차했었어요. 그동안 원망 그런...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되게...엄청 좋잖아요. 좋고 되게 감사
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몰라요 그냥 감사하다고.
(2019년 5차 면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종교
가 없더라도 신을 찾는다. C8 역시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순식간
에 걷게 된 순간, 신에게 감사했다. 재미있는 것은, C8이 이 순간의 기억을 꺼내다가 현
재 물리치료학과를 전공하며 의료계로의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찾아낸 것이다.

근데 그 순간 그때 아마 제가 의료업에 종사하게 된 게 이때 부터였을 거에요. 이때 딱 일어났는데
정말 하늘한테 제가 하늘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진짜 이 마음 잊지 않고....의료 쪽에서 일 하겠다
고...그때 다짐을 했었어요. 그게 딱히 뭔가 어디에서 막 뭘 해야겠다 이것 보다는 그냥 병원에서 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무조건 병원에서 일하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마음먹다가 지금 살면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던 거를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제가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모르
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때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2019년 5차 면담)

C8의 병과 이에 대한 치유의 경험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C8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C8은 일어나는 순간, 감사한 마음에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기도를 했다. 치료를 통해 느꼈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의료와 관련한 쪽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늘님’에게 감사하며 결단하고 다짐했었다. C8은 면담 중에 자신이 현재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과, “왜 그렇게 (의료쪽의 길을) 집착을 했는지” 새삼 깨달으며 스
스로 놀라워했다.
C8은 초등학교에 뒤늦게 입학하여 1~2년의 학교생활을 하였지만 입학한 후에도 학
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일어서서 걷기는 했지만, 다른 학생들처럼
잘 걷지 못해서 늘 놀림을 받으며 왕따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햇빛을 받지 못해 구루병에 걸려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학창시절이 그리 좋
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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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의 의미: 힘들 때 버티는 힘
13세의 어린 나이에 국경을 넘을 당시 C8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냥 가자고 하는 엄마를 따랐고, 자신은 여행가는 줄만 알고 오히려 신나했다.
위험하다 하니까 위험한 것 같았고, 잡히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다. 위험한 일이
었다는 것은 국경을 넘고 나서야 알았다. 자신이 울거나 힘들어하면 엄마에게 폐가 될까
봐 국경을 넘고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오기까지 오히려 씩씩하게 굴었다.
그 탈북의 경험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녔는지 한국에 와서 더 알게 되었다. 오지도
못하고, 잡혀서 북송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 좋게 살아온 자신
은 한국에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탈북의 경험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버티고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 C8은 “제가 여기 온
목적(을 기억하는 것).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 힘들 때 마다 자신
이 한국에 온 목적을 기억해내며 어려움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
◦ 친구들에게 비밀로 해야 하는 탈북학생 특별전형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시기는 대학과 직장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대학에 진학
한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삶의 중요한 문턱과도 같은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진학을 위한 ‘특별전형 응시’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탈
북학생들은 또래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한다(이는 C3의 사례도 동일하다). 특히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은 채, 친구들과 재미있게 잘 지내다가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특별전형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C8은 다른 여느 탈북학생들처럼 한국 정착 후 중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을 따라잡는데
힘을 쏟으며, 동시에 또래문화를 익히며 교우관계의 어려운 시절도 보냈다. 고등학교 진
학 후에도 여전히 어려워진 공부의 내용을 이해하며 따라잡기 힘들었고, 열심히 노력해
도 나오지 않는 성적 때문에 힘들었다. 그리고 대학과 전공과목을 선택해야하는 고등학
교 3학년이 되었다. C8은 고등학교 진학기간 중에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진로의 선택
이었다고 한다. C8은 특별전형 응시가 가능한 전공, 취직이 잘되는 전공으로 고민하다가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간호학과를 많이 써서 의료계 쪽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6개의 대학 원서를 준비해서 응시했고, 모두 간호학과 아니면 물리치료학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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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를 제출해 ○○대학의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했다. 그런데 그 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한국 친구들과 동일한 시기에 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친구
들이 C8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두 세 달을 혼자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C8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

C8: 무엇보다 똑같이...똑같이 한 날보다는 제가 물론 공부 면에서는 적게 했지만...그 혼자 한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써지고...계속 제 자신이 게을러지고...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구원: 그렇죠.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C8: 네, 체육대회 할 때 즐길 때 저 혼자 막 고민하고 있고, 대학을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되게 마음 쓰는 것도... 보통 수능 보는 친구들은 12월, 2월 이렇게 (원서를) 넣고 수시 보는 친구
들은 10월부터 넣고...저는 5월...그때 한참 체육대회 하고 그럴땐데...한참 놀러가고 무슨 백일장
같은 거 하고 이럴 땐데 자면서도 그 생각에 항상...친구들이 너 무슨 일 있냐고 혼자 몰입하고
있냐고... 근데 이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제가 밝히지를 않았으니까. 몰래 준비하고
이러니까.
연구원: 답답했겠다. 진짜.
C8: 네, 말도 못하고. 힘든 거 같아요.
(2017년 1차 면담)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C8은 홀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학교를 선정
하고,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했다. 아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자기소개서 첨삭도
거쳤다.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영어, 국어, 수학 시험 준비를 해야 했고, 각 대학의 면접에
응해야했다. 이 모든 일을 C8은 상의할 친구 없이, 학교 선생님과 아는 언니의 도움으로
준비했고, 결국 지금의 ○○대학 물리치료학과에 합격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학교생활이 자유롭지 못했다. 합격 후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솔직히 친구들 앞에서 나타
내며 기뻐하거나 축하를 받을 수도 없었다. 친구들은 한참 그 시기에 대학응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탈북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했
다는 것이 밝혀져 자신의 정체성이 다시 거론되기 때문이다. 주위친구에게 자신의 관련
사실을 숨기며 지내야 했던 이 시기에 대해 C8은 정말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 휴학기간의 사회 경험을 통해 얻은 학업 동기와 진로계획
대학 진학 후 C8은 첫 해를 힘들게 보냈다. 학과의 선배들로부터 전 학년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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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눈밖에 나서 미움을 샀고, 그것이 전 학년에게 알려져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결국 휴학을 선택하게 만들었
다. 휴학 후 반년이 지났을 때, C8은 다음과 같이 휴학시기에 대하여 설명했다.

몸은 너무 힘든데 정신은 힐링 되는...(학교 다닐 때는) 반대였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생활비
버느라고 알바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친구관계도 고민도 있었
고... 스트레스가 많더라구요. 근데 지금 되게 막 이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고
거의 새벽에 잠들고... 몸은 힘든데 ... 좀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2018년 4차 면담)

대인관계로 인해 결정했던 C8의 1년 간의 휴학은 오히려 학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
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계기로 작동했다. 특히 휴학 후 사회생활을 하
면서 조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휴학기간 중에 치과 인턴과 대학병원 간호조무
사 수습으로 근무하였는데, 대학병원 근무는 마친 상태고 면담 당시 치과 인턴의 일을
하고 있었다. 두 분야의 일을 하면서 C8은 ‘이래서 공부해야 하는구나. 끝까지 대학 학업
을 마쳐야 한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C8은 휴학 전의 삶을 돌아보면, ‘제 역량을 반도
안 쓴 느낌’이며,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랐다고 한다. 1학년 때는 공
부가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학과 관련 실무 일을 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C8은 휴학기간을 통해 현장의 업무를 익히면서 막연했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
획을 세울 수 있었다. 현재 C8의 꿈은 외국 진출이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그
기회가 굉장히 드물고, 국내 일반 병원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고시
를 봐서 면허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병원에서 일하면서 영어공부를 1년간 하여, 외국에
진출하고 싶다고 구체적인 장래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9년 2학기 복학을 시작으로 그
꿈의 실현을 위해 첫 발을 내딛으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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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931)

◦ C9의 생애사
C9는 북한 ○○이 고향으로, 잠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북한
에서 잠수부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다리를 다치셔서 일을 하지 못했다. 폭력적이던 아버
지의 기억은 대부분의 즐거운 북한에서의 기억과 함께 아픔으로 남아 아직도 C9가 이성
친구를 만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족이 함께 탈북을 결심했으나 다리가 불편한 아
버지는 북한에 남겠다고 하여 2007년에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했다. 처음
한국 초등학교 3학년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시작했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친구
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워낙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또래의 차별도 극복하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중,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쳤다. C9는 학업에 대해서도 스스로 스트레
스를 받지 않았고, 직업학교에 진학하였다.
어머니는 한국에 정착하자마자 집 근처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신다. C9는 북한에서 친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으로 힘들
어 했던 어머니가 한국에서는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남동생은 축구선수로의 길을 가고 있다. 이후에 외할머니와 이모, 외숙모도 북
한에서 한국에 들어와 함께 왕래하며 살고 있다.
C9는 현재 직업전문학교에서 제빵사의 수습 실습을 마쳤다. 수습으로 일하면서 제법
돈도 벌었고, 졸업 전 수습일을 하던 빵집에서 인정받아 계속 일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
가 주어졌는데 과감히 퇴사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편입준비를 하며 아르바
이트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 차별에 대한 감정적 폭발과 북한 배경 공개에 대한 태도의 변화
C9는 2007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 동생과 함께 한국에
31) 질적연구의 분석은 수집된 면접대상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수집된 자료 중 유의미한 분석내
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분석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C9의 경우, 면접 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개인의 성격과 기질이 긍정적이고 밝은데다가, 과거의 힘들
었던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C9의 답변은 거의 단답형의 간단명료한 설명 위
주였다. 단, 전환에 대한 분석내용이 적다고 하여 C9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 열심히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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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당시에 대해 C9는 북한에서와 달리 먹을 것이 많고 살이 쪄서 좋았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학교생활은 우울했다. 특히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 친구들
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지 중학교 1학년 때였는지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C9는 한 남자아이의 엄청난 놀림에 폭발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
시 참다못한 C9는 그 남자아이를 심하게 때리게 되었다.

엄마가 그런 걸 말씀을 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시니까 일 할 때 물어보면 북한에서 왔다 엄마
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중략) 제 친구가
엄청 놀리는 거에요. 저를. 남자인 친구가. 친하지도 않은데. 진짜 열심히 때렸어요. 쓰레기통 앞에서
밟았어요. 너무 놀려가지고 제 앞에서 막 뭐라 해가지고 진짜 짜증나가지고 진짜 열심히 때렸어요.
(2019년 5차 면담)

다행히 이 사건이 학교 폭력사건으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놀리는 대상에
대한 이 같은 응수는 사실 그때의 감정에 대한 폭발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을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쌓인 감정의 폭발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C9가 북한 배경을 숨겼던 것은 아니다. 초반에는 “나 북한에서 왔어 이러고
다니기는 했는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에
대해서 놀리기 시작하고, 엄마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
이 하나둘 생기니 이러한 상황이 너무 싫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일상적으로 놀림
을 받던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이 사건을 통해 폭력적으로 표출하게 된 것이다. 신기하
게도 그 사건 이후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면서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특
히 중학교 3학년 시절 친구들과 너무 친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교우관계 면에서
어려움 없이 단짝친구도 만들며 즐겁게 기억되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2017년 2차 면담 진행 당시, C9는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베이커리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북한 배경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초등학교 때와 전혀 다르며,
자신의 대응방식도 다르다. 초등학교 때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최대한 숨기려고 했
고, 이를 놀리는 반응으로 힘들어했다면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놀라고 너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하지만 그것이 C9와 사람들의 관계를 해치거
나 관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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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자신을 놀리는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 자신
의 배경을 밝히는 것과 어떻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중고
등학교를 거치면서 단짝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신뢰로운 관계들을 경험하면
서 현재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있게 밝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차별
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경험하고 있지 않다.

다. 고교 졸업 이후 패널 종합 논의
◦ 탈북 사건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패널들은 현재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다. 분명히 그들의 삶에서
국경을 넘는다는 것, 북에서 남으로 삶의 터전이 옮겨졌다는 것은 큰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들의 면담 내용 속에서는 때로 탈북이 큰 전환기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탈북 사건이 이들에게 있어서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의 과거
기억이기 때문이다. 입국초기 그들은 탈북 과정의 경험을 큰 전환으로 느끼고 한국 사회
정착의 어려움과 기대, 목표와 성공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탈북’이라
는 사건에 대해 그들이 느끼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1주기 면접 때와는 달리 건조하고 이
성적이며 객관적이다. 시계열 상에 나타나는 과거 사건에 대한 발화방식의 차이가 고려
되어야 한다.
둘째로 탈북 시 이들은 대체로 보호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연령, 주로 초등학
생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그리 크게 감지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미 입국
한 부모나 탈북 과정의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제3
국의 체류기간도 길어야 6개월 정도로 짧았다(C3, C4). C1과 C8은 “여행”가는 줄로 알
고 국경을 넘었고 오히려 설레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C6도 탈북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몽골로 가는 과정에서 한국에 정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탈북사건에 대해서 “덤덤
했다”고 전하며 부모를 따랐을 뿐이라고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패널 중에는 탈북의 경험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환의 시기
와 과정이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C6과 C8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C6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3년 동안, 학교 폭력 사건에 가해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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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를 보냈고, C8은 영양실조로 짐작되는 병에 걸려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했다. C6과 C8은 개인적으로 ‘탈북’의 경험보다 더 충격적이면서 아
프고, 견딘 후에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로 남는 삶의 시기를 생의 가장 큰 전환의 경험으
로 기억하고 있다.
◦ 탈북이라는 사건이 갖는 의미들은 개인마다 다양하다
패널들은 과거 ‘탈북’이라는 사건을 다양한 차원에서 전환으로 경험하고 있다. C1에
게 ‘탈북’은 외할머니와의 생이별을 경험한 슬픈 일이었다. 이혼 후 잦은 외화벌이로 떨
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원했던 C1에게 외할머니는 C1이 유일하
게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중국 여행이라고 하여 어머니를 따라나섰던 국경 넘기가 결국
상상치 못한 외할머니와의 생이별을 초래한 것이다. C3에게 탈북 사건은 고아원에 버려
질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기회였다. 부모의 이혼 후 친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나
친아버지의 사망 후 친할머니는 C3과 언니를 고아원에 버리려 했고, 그 사실을 외삼촌이
알게 되면서 한국에 이미 정착한 어머니의 탈북 작전이 감행되었다. C4는 탈북 사건을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준 기쁜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온 가족이 모두 한
국에서 재회하는 순간으로 더 의미지었다. 아버지가 먼저 한국에 정착하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와 둘째누나, C4, 그리고 마지막에 큰 누나가 오는 순차적인 탈북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함께 정착하게 되는 기쁨의 순간을 탈북의 완성으로 의미화하고 있
다. C6은 특이하게 탈북을 “담담했던 일” 그리고 한국 정착을 “놀라웠던 일”로 구분지어
설명한다. 그리고 모든 일은 부모 덕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이유로 “탈
북”의 사건을 기억한다. C8은 탈북 사건을 ‘힘들 때 마다 자신을 버티게 만드는 힘’으로
이야기 한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 때마다 탈북 사건을 기억하며 한국에 온 목
적을 되새기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
◦ 개인 삶의 전환은 가족(타인)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영향을 주고 받는다
패널 각각이 갖는 중요한 삶의 전환은 가족 혹은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후 외가에서 지내게 되다가, 어머니
재혼으로 다시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살게 된 가정의 변화를 맞이한 C1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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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의 변화에 순응하려 노력했다. 한국 정착 후 C1은 사업실패, 동거남과의 파경
그리고 남겨진 빚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돌보며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다. 왕따와 놀림
의 대상이 되고 학업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학교생활을 버티는 가운데서도 C1은 어머
니를 늘 걱정했다. 최근에도 C1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었던 어머니를 돌보며 취업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다.
한편 친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한 기억 때문에, C2는 늘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에게 있
는지 자기를 검열하고, C9는 절대 폭력을 쓰거나 소리 지르는 남자는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중매결혼 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C3은 결별
했다 다시 만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결혼과 일, 취업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한다. “북한인권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C4는 최근 북한의 인권과 선교를 위
해 가족끼리 만든 선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위한 일이
변호사가 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그렸던 그 꿈을 다시 객관
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C6이 유의미한 전환시기로 여기는 학창시절 폭력
사건은 친구와의 작은 다툼 속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부모, 피해자 가족, 학교 선생님,
경찰 등 타인과의 관계망으로 확대되어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C6은 죄책감을
느낀다. 게다가 C6은 자신이 아닌 누나가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며 수술 후 아버지의 건강변화에 늘 신경 쓰고 있다.
이상의 패널 집단 개인 삶의 변화와 그 전환은 모두 가족 혹은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
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족 혹은 타인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가족 구성원, 또는
친밀한 타인이 경험하는 전환은 연구참여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연구참여자
의 삶에 또 다른 긍정적, 부정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 개인 삶의 전환은 ‘과정’이고 연속적이며 현재진행형이다
패널 집단의 전반적인 전환 시기는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속성 속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C6의 경우, 학교 폭력
사태의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거의 2년 동안 기승전결의 과정을 거쳤다. 학교 폭력의 발
생은 중학교 1학년 때였지만, 사실 입국 후 초등학교 학교생활부터 진행된 친구들의 놀
림에 감정이 쌓여 있었고 학교폭력사건은 그 감정이 폭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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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부터 친구사귀기의 어려움을 느끼며 스스로 타인과의 소통을 단절시켜 왔다. 그
러나 조금씩 마음을 열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변화
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며 솔직한 심정을 내비
치기도 하는데, 천천히 삶의 주체자로서 전환의 시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C9가 경험한
전환점인 차별에 대응하는 폭력적 반응도 과거에 연속적으로 경험했던 차별의 감정이 축
적되다가 어느 날 표현된 것이었다. 물론 사건은 하루에 일어났지만, 늘 차별에 참아왔던
C9의 대응방식을 갑자기 변화시킨 것은 그동안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느껴왔던
축적된 부정적 감정이었다.
동시에 전환은 현재진행형이다. C1은 현재 취업준비생으로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응시하며 삶의 중요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C3은 언니
의 결혼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 결혼, 취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C4도 현재 ‘북한인권변호사’라는 자신의 꿈을 제고하며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상 패널들이 갖는 삶의 변화, 전환은 한순간에 맞이한 것이 아닌, 경험들의 축적과
그 삶의 연속적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지금도 내면적 갈등
과 고민 속에서 일상의 변화를 이루어내며 새로운 삶의 사건들, 즉 연애, 결혼, 취업, 편
입 등을 늘 준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이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
만, 하나의 전환 또는 전환점은 축적된 과거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 한국 사회 정착 후 첫 전환 경험인 학교생활에서는 교우관계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고교 졸업 이후 패널의 참여자들은 교우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학업 성취의
어려움으로 한국 정착 후 맞이한 첫 학교생활을 힘들게 보냈다. C1은 관계, 소통의 기회
를 스스로 차단하며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며, C2는 한국에서의 첫 학교생활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표현했다. C3은 학창시절 A도시에서 B도시로의 이사가 북에
서 온 아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탈출구로 작용하면서 그 해방감에 행복해했다. 왕따
와 놀림의 대상이 되었던 C6은 결국 폭력사태를 만들어냈고, C8, C9도 차별과 놀림으
로 점철된 동일한 학창시절의 경험을 기억해냈다.
동시에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학교생활로 전환할 수 있
었던 결정요인으로 친한 친구와의 교우관계 형성을 꼽는다. C2는 카메라 동호회모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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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부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친구를 사귀었고, C3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착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찾았다. C8, C9도 동일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
적인 관계형성까지 가지 못하고 학창 시절을 내내 관계의 단절과 고립으로 보낸 사례도
있다(C1). 그러나 많은 경우, 친구들로 인해 받은 차별과 놀림의 상처는 새로 만난, 자신을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다른 친구들로 인해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략 그러한
관계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정착 후 학교생활을 한 지 2, 3년이 지난 후에나 가능했다.
◦ 환경적 전환은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탈북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대표적 전략적 행위 하나가 정체성 숨기기이다.
대부분의 패널들은 첫 학교생활의 2, 3년을 학업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로
기억한다. 그것은 문화적응 뿐 아니라 ‘탈북청소년’이라는 자신의 북한 배경을 감추기 위
한 노력이 내외적 갈등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은 낙인효과로
작용하여 왕따와 놀림, 직접적 피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의 가장 큰 걸림
돌이었다.
자신에게 붙여진 특별한 꼬리표를 떼어버릴 수 있는 기회는 첫 정착지로부터의 환경
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가능했다. C3의 경우, A도시에서 B도시로의 이사는 자신의 정체
성을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C1의 사례에서 언급했
듯이, 공간의 이동은 단순한 물리환경적 영역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간은 타인과
의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은 동시에 기존에 형성되
어있던 관계망의 단절을 의미한다. ‘북한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자신을 대했던 모든
타인과의 단절, 그것은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기회를 의미했다.
B도시로 이사 온 후, C3은 개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형성하며 새로운 학교생활과
사회관계망을 형성해나갔다.
◦ 개인의 자발적 동력으로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진로 관련)
고교 졸업 이후 패널의 고등학교 시절은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시기였다. 취업과 일반
대학 혹은 직업전문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미래의 길을
고민하는 전환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진학지도 상담과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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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전형의 제도를 활용하여 이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근
본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괴로웠다고 이야기했다(C8).
진로 선택 시기에 개인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는 주체적 동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C2
삶의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C2는 북한에서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떠올라 카메라를
구입하고 카페 동호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교외 활동을 했다. 인간관계를 넓히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교내 방송부에 들어가 모든 방송장비를 다루는 일을 경험하고 지
식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근본적으로 자신의 성향, 즉 정적인 일보다는 동적인
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돌아다니는 일, 기계만지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카메라와 영상 쪽의 기술을 익히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려는 나름 자
신의 목표가 있었으나, 친구나 어머니,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등의 조언을 받아 ○○
대학의 자동차학과에 진학하여 자동차 전문직 기술사로 현재 일하고 있다.
C2의 사례는 단순한 성적과 생각 없이 써낸 적성카드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3학년
직업반으로 분류되어 인근 직업전문학교에서 기술을 익힌 C1, C9 이나, 탈북청소년들이
거의 간호학과로 진학한다는 점에서 간호계열로 선택했던 C8 보다는 훨씬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모색을 위한 실행에 노력한 예이다. C2의 사례는 자신의 관심영역을 확
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발판을 스스로 찾는 동력을 진로선택의 영역에서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 특혜에 따른 부정적 전환 경험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특례입학전형’ 제도는 이들에게 대학 진학이라는 발판을 마련하는 결
정적 요소이다. C3과 C4, C8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이 제
도로 인한 부작용도 컸다. C3, C8의 경우, 북한 출신임을 숨긴 채 생활했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대학입시를 ‘몰래’ 준비했다. 일반 대학입학 전형시기와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응시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급 친구들과는 다른 시기에 홀로 준비를 해야 했
으며, 탈북민 전형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자신의 배경이 드러나기 때문에 심리
적 압박감과 괴로움을 경험했다. 북한에서 왔음을 당당히 밝힌 C4의 경우도, 응시 후
합격 발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에 불
편해했다. 이들은 응시과정 내내 친구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합격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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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음 놓고 홀가분하게 친구들의 축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해야 했다.
대학에 무사히 진학한 뒤에도 C3과 C4, C8은 어려운 학업을 따라잡기 벅차했다. 학
업 뿐 아니라 자기관리, 생활패턴에서 우월한 대학의 남한 학생들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이들은 자신을 “특례입학자”라고 규정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졌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
첫 1년 반을 보내고, 비슷한 시기에 휴학을 결정했다.
‘특례입학제도’는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학생들에게 대학의 문턱을 낮추어 진학을 용
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탈북청소년들은 이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정적인 전
환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례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주위에 알리지 못해 관계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자신감의 하락이나 학업에 대한
열정이 꺾이는 등의 부정적 전환을 겪었다.
◦ 대학 입학 후 갖는 휴학의 기간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전환의 기회가 된다
대학에 입학한 고교 졸업 이후 패널의 참여자들 대부분은 입학 이후 일정시간 휴학
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 휴학 기간을 통해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는 전환을 경험하
고 있었다. 특히 대학생활을 끝까지 지속시켜 진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힘을 갖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례입학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C3, C4, C8은
1년의 혹독한 시기를 맞았다. 학업성취의 좌절 속에 타학생들과 차이나는 자신의 실력을
직면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상실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한 실력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놓이자, 진로를 다시 고민하는 시기로 쉼을 갖기로 결정했다. C3은 일을
열심히 해서 목표치의 돈을 벌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가 어떤 곳인지, 전문직의 중요성
과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C4는 미국에서 북한인권 강연자로 활동하면서 대학생활
의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했다. C8 또한 인턴생활을 통해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학
후 학업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위의 세 사례 모두 휴학기간 동안 사회의 다양한 면을 경험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회는 자신들의 삶을 돌
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공통적으로 위 패널
들은 어려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야 하는 동기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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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북한’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전환
C2와 C6은 직장인으로 실직위기, 재고용, 이직의 전환기를 맞이했고, C1은 취업전
선에 있으며, C9는 퇴사 후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구체적인 취업 현장에
먼저 발을 들여놓았고, 임금인상 요구와 협상, 사직서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경험을
하며 저마다의 전환을 맞이했다.
취업전선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대학 입학시 누렸던 특별전형 같은 제도의 지원 혜택
이 없다. 즉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집단 정체성과 특성보다는 개인 역량이 냉정하게 평
가받게 되기 때문에 경쟁사회 속에서 이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 많이 위축되기도
한다. 더욱이 취업 ‘면접’ 응시의 통과의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
이 다시 소환되기도 한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확인받고, 북한식의 말투와 억양
에 한국 사회 적응의 성공여부를 평가받는 공식적 장이 된다(C1). 하지만 취업문턱을 넘
어 전문 경력을 쌓게 되면, 이들은 ‘이직’의 가능성을 높이며, 인금인상을 요구하는 협상
의 기회를 이끌어낸다(C2, C6). 즉 그들은 어떠한 특별혜택 없이 스스로 온전히 삶을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무기로 경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느 다른
직장인들처럼 퇴사와 이직의 반복을 통해 진로탐색을 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 고교 졸업
이후 패널은 초등학생 연령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10년 이상을 살았다. 물론 일반학생들
과 비교하여 학업의 어려움과 취업의 부담감을 더 크게 안을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일반 남한의 학생들도 마찬가 부담을 느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은 전문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3년의 전문경력을 쌓았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 경력이라는 중요한 자산도 쌓아, 삶을 스스로 영위해 나갈 힘도 생겼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간혹 누군가 북한 혹은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의 칼을 자신에게 들이댈 때 아프
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에 대처하는 여유도 생겼다. 더 이상 이들의 일상에는 북한 혹은
탈북이라는 용어가 잘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졸업 이후 패널의 전환 경험은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모든 고교 졸업 이후 청소년의 전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북한’이 고향인 평범한 한국 주민으로의 정체성 전환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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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
만 그보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통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3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가. 면담 대상자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은 2017년에 여섯 명의 연구참여자로 구성하여 2년차 연구
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3년차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D1이
연구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워 패널에서 탈락하였다. 동시에 신규패널로 D7이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총 여섯 명으로 패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년 4년차 연구
를 진행하기에 앞서서는 D5가 패널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올해 진행된 4년차 연구는
D2, D3, D4, D6, D7 총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패널에서 탈락한 D5는 단독으로 탈북하여 직장에 다니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
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상태였다. 2018년 3차 면담 당시 교육과 기본생활과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D5가 근무하고 있었던 환경과 시간 등의 조건들로 인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동시에 지난해 면담 당시, 대북송금 과정에서 발생
한 사고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졌고, 그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중 D5와 같이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들이다. 오히려 종단연구에서 집중적인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이 연구의 패널 구성에서 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차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2018년 12월에 다섯 명의 청소년에 대한 4차 추가면담을
진행하였고,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4월에서 8월까지 다섯 명의 청소년과 이들
의 부모 및 교사에 대한 5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부모 및 교사에 대한 면담은 대안학교
재학생과 미성년인 경우에 한해 실시하였고, 그럴 경우에도 청소년 당사자가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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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학부모가 면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의 삶의 전환에 대한 탐색은 다음 <표 Ⅳ-4>의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및
면담 보조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표 Ⅳ-4>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현황
사례

성별

출생지

입국
연도

출생
연도

정규학교 교육 경험

D1

-

-

-

-

[2018년 3차 면담부터 패널탈락]

1999

초등학교 편입
중학교 2학년때 대안학교 위탁교육
중학교 졸업 후 학력인정 대안학교 진학
대안학교 졸업 후 직업전문학교 진학

직업전문학교
1학년

2000

초등학교 편입
중학교 때 대안학교 위탁교육 후 일반중학교
복귀
중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
학력인정 대안고등학교 입학

대안학교
(고등반) 3학년

대안학교
(고등반) 2학년

D2

D3

남

남

중국

중국

2009

2011

현재 재학상태

D4

여

북한

2008

2001

초등 1학년 편입
중학교 1학년 때 대안학교 위탁교육
일반고등학교 진학
1학년 2학기 때 대안학교로 복귀

D5

-

-

-

-

[2018년 4차 면담부터 패널탈락]

대학교 1학년

대안학교
(고등반) 2학년

D6

여

북한

2007

1997

초등학교 편입
고등학교 1학년 자퇴
학력인정 대안학교 입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 진학
1학기 때 휴학하고 재수하여 타 대학 진학

D7

여

북한

2016

2002

학력인정 대안학교 입학

239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나. 사례별 전환 분석
1) D2

◦ D2의 생애사
D2는 1999년 중국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조선족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
절에는 농촌지역에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무난하게” 살았다. 초
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가고, 어머니와 형도 뒤따라 한국으
로 들어오면서, D2는 중국 여러 도시에 있는 친척집을 옮겨다니며 살게 되었다. 그는
어릴 때는 호기심이 많고 배우는 걸 좋아했는데,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살다보니 공부
흐름이 끊겨서 공부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떠나시고 2년 후 D2도
한국으로 따라 들어왔다. 중국에서 조선족학교를 다녀서 한국말이 서툴지는 않았지만,
한 학년을 낮춰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했다. 낮에는 일반학교에 다니고 오후에는 북한출
생 청소년과 중국출생 청소년들이 모인 방과후 기숙학교에서 생활하였다. D2는 그 학교
에서 숙식하며 학교에 다녔는데, 방과후 기숙학교가 “감옥식”으로 운영되어서, 구속당하
는 것을 싫어하는 D2로서는 지내기 쉽지 않았다.
D2는 학급친구들과 다같이 친하게 지냈던 중국 학교와 달리,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서로 경쟁적이고 서열을 정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라고 느꼈다. 일반중학교에 입학한 후
그는 일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때리고 싶은 애들이 한 둘이 아니었
지만” 크게 싸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힘으
로 맞서지 않고 웬만한 경우에는 참고 넘어갔다.
D2는 중학교 졸업 후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패션디자인 전공을 하고 싶었지
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대신 그는 친구에게 추천받은 학력인정 대
안고등학교를 선택했다. 그는 대안학교 재학기간 중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다
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학교에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과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으나,
그 경험을 심화시키거나 진로와 연결시키지는 못하였다. D2는 자기 삶에서 이것저것 닥
치는 대로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존하기
보다는 실수도 하고 모르는 것에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왔던 자신이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온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과정이 재미있고, 잘못을 해서 혼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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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다 좋은 경험으로 여긴다.
D2는 일 년 전 대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또
한 졸업과 동시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는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부모님은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등 가정 문제로 복잡하고 D2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D2는 경제적 상황과 생활문제에 더하여 가정사 때문
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현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그는 “압박으로
부터 도망갈 길이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 “서바이벌의 세계”인 한국 학교
자신의 삶에 대한 D2의 이야기 속에는 큰 굴곡이나 전환점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D2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애사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D2
는 자신의 출생과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한국에 온 것
에 대해서는 최하점을 부여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는 11살 때 한
국에 온 것은 “와야 되니까” 왔던 것이고, 특히 탈북민인 어머니가 중국에서 잡히면 죽기
때문에 자신도 한국으로 왔다고 말한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다. 한국에 올 때,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사니까 좀 더 좋은 사람이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을 보면서 그 기대가 깨졌다. 중국에서는 친구들이 모두 착했고, 서로
어울려 산으로 강으로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게 놀았던 일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에 비해서 성적뿐만 아니라 싸움에서도 서열을 정하고, 패를 갈라 싸움을 하는 한국 초등
학교 문화는 D2에게 너무 “살벌하다”고 느껴졌다. 그는 서열주의, 경쟁주의가 심한 한국
의 학교문화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자신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 변해버
렸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힘들었죠. 애들이 살벌하더라고요. (중략) 축구 같은 것도 그렇고 뭐든 잘 할려고 하고 (중국
에서처럼) 즐기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잘 할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저희(중국) 같은 경우는 누
가 잘하든 말든 그냥 즐기는 거니까. 막 딱지 같은 거 쳐서 이제 따더라도 그냥 같이 뭐 즐기는 거니까
없으면은 그냥 나눠주고 다 이제 하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진정한 서바이벌의 세계,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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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애들이 학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해요. 막 애들이 기싸
움도 많이 하고. 저도 그냥 거기에 물들은 척 하고 있었죠.
(2019년 5차 면담)

그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동네사람도 화목”했는데, 한
국은 “다 기계들 뿐이고 사람들이 사는 인기척이 없다.” 그는 중국에 대한 큰 미련은 없
지만, 중국에서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D2는 초등학교 졸업 후 일반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초등학교 때 알던 친구들이 없어
서 더 힘들었다. 그는 공부는 하기 싫어서 학교에 “매일 놀러 다녔고”, “학교를 째보기도
하고 꾀병 부리기도 하고 재미난 경험”을 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도 학교문화와 친구관
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관계에서 심각한 사
건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친구들은 D2를 괴롭히기도 했다. 어떤 친구들은 그
가 엎드려 자고 있을 때 때리고 도망가거나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요금을 크
게 물리기도 했다. D2는 이런 경험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는 않
는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구들 중 그가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
◦ 친구들이 있어 행복했지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했던 대안학교 생활
D2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출생 청소년과 중국출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
는 학력인정 대안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패션디자인 계통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성적이 낮아서 불가능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진학에는 뜻이 없어서 “일반학
교 다녀봤자 3년 동안 공부 안하고 놀게 뻔한데, 대안학교 가서 뭐라도 좀 해보자”는 생
각으로 대안학교에 진학했다.
대안학교 입학이 D2의 인생에서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은 D2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다. 그는 생애사그래프를 그리면서 대안학교 입학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
하고 “친구 말 듣고 대안학교에 가길 잘했다”고 말한다. 그는 대안학교에 다니고부터는
행복했고 3년 동안 재미있게 다녔다고 한다. 그가 대안학교 생활을 “행복했다”고 말하는
주요한 이유는 일반학교에서와 달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대안학교 친구들은 “모두 착하다”고 하였다. 대안학교에서 만난 친한 친구들은 “필요하
다면 간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친구들이다. D2는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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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학급의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했다.
학업이나 진로탐색 측면에서 보면, 그에게 대안학교 재학 시절은 고등학교 이전 시기
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대안학교의 한 선생님은 D2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
지만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졸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으
로 보였다고 말한다. D2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했
다.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바텐더일을 해보고 싶어하기도 했고, 노래와 춤을 좋아해
서 댄스학원에 다니고 싶어하기도 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학교 요리동아리 활동
을 하기도 했고, 자신이 예능계로 나가면 성우가 적합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애니메이션
더빙을 해보고 싶어하기도 했다. 유튜브 일인방송도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사고 먹방
방송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 중 대부분은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시도하지 못하였고,
일부 관련 활동을 시도해보기도 하였다. 틈틈이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해
보았다. 대안학교에 진학할 때는 여러 가지 지원을 기대했으나, 제3국 출생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등의 지원은 북한 출생 청소년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흥미를 가졌던 활동을 진로와 연결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소감을 다음
과 같이 말한다.
D2: 약간 프리해진 느낌이에요. 뭔가 약간 발목에 쇠사슬 하나 묶고 다니는 느낌이라서. 족쇄죠, 족쇄.
저한테 그렇죠.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전혀, 그냥 약간 시간 때우기라는 느낌. 전반적
으로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이제 약간 즐기고 그런 거를 동아리 같은 거를 약간 많이 했으면 좋겠
는데, 특히 뭐 만들고 하는 거를 하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뭐 국영수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별로였던 거죠.
연구자: 근데 그래도 끝까지 졸업을 한 이유는 뭐예요?
D2: 졸업증은 따야 직장을 다니든 하잖아요. 애초에 제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별 삶의 목적도
없었거든요.
(2018년 4차 면담)

D2는 졸업 후에도 가끔 학교를 찾아가고 있다. 부모님이 진로에 관한 지도나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대안학교는 D2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곳이다. 그는 학교가 “매우 좋은 곳”이고, “인맥이
넓어서 가끔 가서 인사드리면 무조건 좋은 떡 하나는 떨어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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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걱정, 취업 걱정, 살 걱정”이 가득한 성인의 삶
고등학교 졸업은 D2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D2는 아직 직업전
문학교에서 공부 중이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는 못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대
안학교 졸업과 동시에 여자친구와의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하는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와있다.
그는 대안학교 재학 시절 학업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뚜렷한 진로설정을 하지는 못
한 채 졸업 후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하였다. 탈북청소년 특례입학과 대학학비지원 등 북
한출생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제3국 출생 청소년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D2는
애초에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이 직업전문학교에 가서
기술을 잘 배워서 취업을 하면 낫지 않겠냐고 진로지도를 하셨고,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
졸업 후에 2년제 직업전문학교 건축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다. D2에 의하면, 그 학교는
“진짜 일만 가르치는 학교”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격증을 따서 직장에 취직
하거나 4년제 대학에 편입한다. 그는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거기밖에 없었”는데, 건축
인테리어를 배워 놓으면 나중에 자신이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관련 분야의 “기초지식만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 학교에 입학했다. 한편으로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 당장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군대 안 가는 비용”을 치른다 생각하고 진학
을 선택한 측면도 있다.
그는 직업전문학교 입학 후에 과에서 부대표를 맡아 과 친구들이 잘 어울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달간 친구들과 어울리느라고 술을 엄청 먹고 다녔다. 반 친구 30명
과 다 친하고, 학교생활도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첫 학기 학비는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부모님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는 방학 때 자신이 노동일을 해서 학비를 마련
해야 한다.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학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전문학교 학생은 대학생 취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학
교 다니는 데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한편, D2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대안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를 만나서 쭉 사귀어 오다가, 졸업과 동시에 양쪽 집안의 허락을 받고 방을
얻어서 동거를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재학시절에 여자친구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
냐고 선생님들이 놀릴 정도로 여자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그에게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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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옆에 있어 주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이 편한 안식처”이고, 부모님보다도 심리적으
로 가까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가정은 “정글
속의 야생동물로 둘러싸인” 자신의 주위에 “완전 철벽으로 싸여있는 안정적인” 공간이다.
여자친구와 같이 살면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현재 가구의 주 수입은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이다. D2도 여자친구
와 같이 살게 되면서 책임감이 늘어나서, 이제는 일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D2는 학교 수업을 마치
고 편의점에서 하루 네 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80만원 정도를 벌기도 했는데, 그중 월세
로만 50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D2는 학교 다니면서 자기개발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여자친구와 시간도 보내야 해서 “돈 걱정, 취업 걱정, 살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D2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직업전문학교 학생인 그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르바이트 밖에는 없다. 택배상하차일 같이 힘을 많이 쓰는 일
이 시간당 보수가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일자리도 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는 정부가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일자리를 늘려 먹고살기 어렵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D2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온라인 상에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에
서 물건 홍보를 하거나 쇼핑몰 분양 유치를 해서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받거나, 무점포로
핸드폰 개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다운로드 받은 컴퓨터 유틸리티나 앱을 소액을 받고
인터넷 판매를 하기도 한다. 쇼핑몰이나 무점포 핸드폰 사업은 당장은 수익금이 별로 발
생하지 않고 다단계라고 주위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지만, 틈틈이 시간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이익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 D2는 홍보나 판매일이 재미있
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성년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선택한 D2는 대학 졸업 후에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자신이 군대에
가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인생을 자
전거 타는 걸로 비유한다면, 지금은 “넘어지면서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삶이 막
막하고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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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3

◦ D3의 생애사
D3은 2000년에 중국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조선족 아버지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2003년에 아버지가 돈을 벌러 먼저 한국으로 가셨고, 어머니도 2년 후에 한국으로 가서,
D2는 중국에서 친척들 손에 자라면서 학교를 다녔다.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선생님으로부터 잦은 체벌과 차별대우를 받았다. 부모님이 그리웠던 그는 초등학교 고학
년이 되자 한국으로 가겠다고 어른들을 졸랐고, 2011년에 한국에 들어와 부모님을 만나
게 되었다.
입국 후 D3은 서울 소재 일반초등학교 6학년에 편입하였다. 그는 중국에서도 집에서
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언어적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으나, “중국에서 쓰는 사투리” 때문
에 학교생활이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탈북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로
편입을 시켰다. 부모님은 수도권 지역의 소도시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D3은 다시 부모
님과 떨어져 기숙형 방과후공부방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녔다. D3은 부모님과 떨어
져 지내고 싶지 않았고 규율이 엄격한 기숙사도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달 후 경기도의
한 일반초등학교로 다시 전학을 갔다. 전학 간 학교에서 그는 몇몇 친구들로부터 “짱깨”
라는 놀림과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 후 D3은 집 근처의 일반중학교에 진학했다. 선생님들도 중국 학교와
는 다르게 체벌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친절했다.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친해져서 함
께 노니까 한국 들어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는 “친구들이랑
너무 과하게 놀아서 방황을 하게” 되었다.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서울에 있는 탈북청소
년 대안학교에서 몇 달간 위탁교육을 받다가 다시 일반학교로 돌아간 D3은 계속 “노는
애들”이랑 자주 어울리게 되었고, “학교 다니는 게 귀찮아서” 학교를 자퇴하기에 이른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패싸움과 일탈행동을 하고 다녔다. “부모님보다 친구들 의리가
더 중요”했던 때였다. 결국 그는 패싸움을 하다가 잡혀서 단기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그는 한 대안학교의 검정고시반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합격하고 나서 현재 다니
고 있는 학력인정 대안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지인을 통해 지금 다
니고 있는 대안학교가 학생들 개개인의 학업관리나 진로지원을 잘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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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대안학교에 입학한 후 D3은 또 한 차례의 “사고”를 치게 된다. 이전에 알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중에 의도하지 않게 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보호관찰 기간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일로 D3은 “자기성찰”을 하면서 앞으로 착실하게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현재 그는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미용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격증 취득과 대학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 단기적인 목표는 대학 진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미용국가자격증을 꼭 따려고 한다. 그는 “이제 뇌가
좀 자라서 다시 인생에 대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인생의 목표랑 계획을 세우는 일단
계”라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다.
◦ 한국행으로 인한 가족과의 만남
D3은 자신의 생애사그래프를 그리면서 인생의 변곡점들을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부
정적인 사건과 계기는 부모의 한국행으로 인한 이별, 중국 학교 교사의 차별, 한국 입국
후 다시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했던 방과후공부방의 기숙사 생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의
놀림, 중학교 때의 방황과 사고이다. 긍정적 사건과 계기는 한국 입국 후 가족 상봉, 집

[그림 Ⅳ-5] D3의 생애사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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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일반중학교로 진학, “사고 이후 자기성찰”과 “자리잡음”이다. D3이 스스로 말하는
인생의 긍정적, 부정적 전환점은 중 많은 부분이 가족과의 이별이나 만남과 연관된다.
그만큼 D3의 삶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는 다섯 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그 때 겪었
던 이별의 아픔이 그에게 각인되어 있는 듯하다. 그는 “부모님이랑 그냥 있는 게 행복했
는데, 강제적으로 떨어져 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 걱정되고, 생각이 계속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D3의 어머니는 중국에 있을 때 D3을
낳고 친척의 신고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온 적이 있다. D3이 그 일
을 직접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어머니가 다시 북한으로 잡혀갈까봐 어머니의 중
국 방문을 지금도 반대한다.
D3은 열한 살에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어른들을 졸라서 한국으로
왔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 그가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서 성장했다면 어떤 길을 걸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한국으로 온 선택이 그의 인생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는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중국에서 중
학교까지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다니는 대안고등학교에 바로 들어가서 중국어인증
시험을 보고 어학자격증을 따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
났기 때문에 중국국적과 한국국적 사이에서 자신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최근에 스
무살이 되면서 한국국적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국적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국에 나가는 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이 되고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유와 한국이 인권
보장이 잘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국국적을 선택하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점이 걱정되
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에 빨리 군대를 다녀오려고 한다.
◦ 장기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 친구들의 놀림과 무시
D3의 인생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은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 온 “짱깨”라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일이다. 이 일은 그 자체가 큰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D3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D3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중국출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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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는데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한국에 와서 들어간 첫 학교에서 본인을 중국사
람이라고 소개해서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다. 친구들은 중국말을 가르쳐달라고 하며 그에
게 호의로 대했다. 그러다가 그는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서
몇몇 친구로부터 중국사람이라고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이에 맞서 싸웠다. D3은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친구들이 중국 출생 청소년들에게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친한 친구가 아니면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게 되었다.
D3: 남한친구들은 보면은 뭔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왔다고 살짝 무시하는 그런 기분?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인데 이 사이에 다른 나라 사람이 있다,
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느꼈죠. 그때 뭐 그런
얘기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얘네가 한국 애들은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게 있구나, 그때 알았죠. 제가 다녔던 학교에선 조금 70퍼센트, 그 정도는 거의 애들이 다 고정관
념이 있더라고요.
연구자: 고정관념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본인한테?
D3: 중학교 때 그때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애들 어떻냐?” 뭐
그런 질문을 해 봤죠. 해 보니까 애들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중국 사람은 뭐 지들이랑
안 맞는다고. 지들이랑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한 게 ‘왜 나랑 이렇게 잘 맞냐?’
(2017년 1차 면담)

이 사건의 또 한 가지 영향은 D3이 폭력의 힘을 깨닫게 되고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친구들의 놀림을 참다가 나중에는 놀리는
친구들과 싸워 “깡”으로 제압했고, 그 후로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이
소문이 나서 그 뒤로는 다른 친구들도 D3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그 뒤로 D3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폭력적으로 대응했고, 그러다보니까 동네에
자신의 이름이 다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패싸움과 일
탈행동에 가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생애사그래프를 가리키며) 저 때가 초반 스타트. 이 때부터가 엄청. 이 때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한 명 때리니까 애들한테 다 퍼지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저한테 뭐라 안 했거든요. 그냥
저는 싸울 때. 깡따구로 하고, 그냥 물건 같은 거 잡아서 했거든요. 솔직히 제 체격으로 하면 저보다
체격 큰 사람한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무기 많이 썼어요. 깡으로 싸웠어요. 아예 폭력을 쓰니까
계속 폭력 쓰고 어떤 애들은 부모님 북한에서 온 거 알거든요. 부모님보고 빨갱이라고 하면 가서 무기
들고 또 깡으로 싸웠거든요. 무시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놀리지를 않았다면 안 싸웠겠죠. 무시를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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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부터 당해가지고 그게 되게 좀 되게 싫은 것 같았어요. 어릴 때니까 거의 2년간은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사실 어려가지고 뭐라도 못하고 힘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본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와서 그랬어요. (중략) “날 무시해? 때려도 돼.” 그냥 맞거나 해가지고 무시
당하지 말자.
(2019년, 5차 면담)

그는 지금 와서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창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D3이 보여주었
던 폭력적인 행동은 친구들의 놀림이나 무시에 대한 일종의 방어였고, 이러한 감정의 표
출 이후의 교우관계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
◦ ‘자아성찰’을 통해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된 ‘사고’
스스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는 중학교 시절부터 대안고등학교 입학 직후까지
했던 일탈행동의 대가로 D3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창피하고 후회되는” 이 일은 그
의 삶에서 위기인 동시에 긍정적 전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두 번의 사건이 삶의 전환
을 가져왔다기보다는 몇 번의 “사고”와 자기강제, 노력을 반복한 3~4년간의 기간이 D3
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부모님의 일관된 지지와 본인의
자기성찰 노력, 대안학교 교사들의 지원으로 인해 D3은 위기적 요소를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특히 대안학교 재학 중에 벌어진 두 번째 사건은 D3이 마음을 다잡고 착실하게 살아
가겠다고 각오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발생했다. 그 일로 그는 6
개월 가까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보호시설 안에서의 생활했던 시기는 D3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특히 자유가 제한되니 압박감 때
문에 힘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인사에게 인생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선생님들로부
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빛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아직 기회가 많고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부모님이 자신을 계속 믿어주는데, 자신이 부모님을 실망시켜
서 “아들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차라리 중국에서 아예 살 걸” 하는 후회
도 했다. 그는 보호시설 안에서 난생처음 책 한권을 완독했다. 여러 사람이 자기인생에
대해 쓴 책을 읽다보니까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는 반성
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아성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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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위에 있으려고 했고, 저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면 아예 무시했거든요. 무시하
고 엄마 아빠 말이나 그런 거를 잘 듣지 않았어요. 그때 자아성찰 할 때 느낀 게요, 맨날 최고에 있을
려고 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 무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저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인정해주고,
맞지 않는 사람도 이해해주고, 그냥 무시를 하는 거 잘 안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19년 5차 면담)

D3은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라고 하면서, 성인이 돼서 그런 데서 재미를 느끼면 교도소행일텐데, 청소년 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다행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에 “좋은 경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다시 학교로 복귀한 후 D3은 이전에 같이 다니면서 놀던 친구들과 연락을 차단했다.
같이 놀자고 하면 이제 사고 안 친다고, 친구할 생각 없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SNS 계정도 바꾸었다. 이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과 계속 몰려다니면서 어울려 노는 생활
을 계속하면 또 “사고”를 쳐서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고, “빨간 줄이 그어져서” 사회생활
아예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이 들었다.
담임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D3은 이제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최선을 다하
려는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전에 D3은 선생님이 보기에 학교에서 “아웃사
이더 느낌이 좀 강한” 학생이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그냥 졸업을 하기 위해 다
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축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금년에 D3은 무단결석과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학급반장이 되겠다
고 나섰고, 학급투표를 통해 반장으로 선출되어 열심히 활동하여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
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하루를 계획하고 계획을 실천하고 반성하도록 하기위해 일지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전에 D3은 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작성했
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갈한 글씨로 빽빽하게 계획과 자기평가를 써넣어서 계획일지 작
성 우수학생에게 주는 상도 받았다.
D3은 보호시설을 나오면서 자기 인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제 다 놀
았으니까”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견한 적성
은 화장과 미용이었다. 그는 올해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바쁘다.
미용자격증도 따야하고, 대학 진학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대학 생
활 한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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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미용 일은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해도 6-7년은 보조일을 해야 하는데, 대학을
가면 군대 갔다와서 미용실 보조생활 끝내고 서른이 넘어야 헤어디자이너가 될 수 있으
니 조바심이 난다.
그에게 미래에 생애사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으니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
다. “디자이너 됐으면 10점 딱 올라가겠죠. 정식 디자이너 딱 됐으니까, 그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헤어디자이너 OOO’ 언젠가는 저의 이름을 대고 가게를, ‘OOO 헤어샵’.” 그
는 보호시설에서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정도 버티냐 못 버티냐, 그때 또 자기성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3) D4

◦ D4의 생애사
D4는 2001년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그가 세 살 때 탈북하여 D4는 북한의
산골마을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고향 마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동네에서 동
떨어진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지나서도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D4는 2008년에 어머니가 보낸 탈북 브로커를 따라 혼자 남한으로 오게 되었다.
D4는 입국 후 다른 학생들보다 두 살 많은 나이로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으
로 편입했다. 초등학교 생활은 즐겁기도 했지만 힘든 일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외진 곳에
살아서 친구가 두 명밖에 없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이 생겨서 좋았다. 하지
만 D4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편견을 갖고 자신을 따돌리는 친구들이 있어
서 어려움을 겪었다.
D4는 어머니와의 재결합에서 오는 관계적 어려움이 친구관계보다도 더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 D4는 아기 때 어머니와 헤어졌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
다. D4의 어머니는 남한에서 새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았다. 한국에 온 D4는 어머니,
새아버지, 어린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다. D4의 가족은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밤낮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새아버지는 지방으로 다니면서 노동일을 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는 D4를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서 D4는 그곳에서 일 년 간 살
면서 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D4는 초등학교 당시 자신이 예민하고 무슨 말만 들어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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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는 성격이어서 사고를 많이 쳤다고 말한다. 4학년 때부터는 가출까지 하면서 어머
니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D4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반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어머니는 D4에게 지방에 위
치한 대안중학교로 전학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 학교는 기숙형 대안학교로, D4
는 일반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D4는 탈북청소
년과 탈북민 자녀를 교육하는 이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였고, 주말에는 그
룹홈에 가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D4는 대안학교나 그룹홈 생활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
다. 당시 대안학교 교사의 관찰에 따르면, D4는 처음 전학왔을 때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지만 차츰 학교생활을 하면서 점차 안정되었다고 한다.
D4는 대안학교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안중학교에 졸업한 이후
일반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었다. 실제로 일반고에 입학한 그는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
서 좋았다. 대안학교에서는 행사가 많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별로
없는데 비해, 일반학교 행사는 규모가 크고 재미있었다. 반면에, 학업 측면에서는 일반학
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대안학교 수업은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진행되는데 비해,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저만을 위해서 수업을 해
주실 수 없었다”. D4는 공부만을 강조하는 일반학교의 분위기가 숨이 막힌다고 느꼈다.
D4는 일반고등학교에서 한 학기를 다니다 다시 예전에 다녔던 대안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전학하였다. 다시 대안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은 D4 자신이 스스로 결정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대안학교에 가서 성적을 잘 받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전학을
결정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금 그는 대학 진학과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다.
◦ 할머니와의 이별로 슬펐던 탈북과 “불편한” 어머니와의 만남
D4가 그린 인생그래프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표시된 것은 탈북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탈북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할머니와 헤어져서 “엄
청 울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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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랑 헤어질 때 엄청 울었는데, 헤어져서 막 어디 가는데, 저는 탐험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
서 저는 되게 신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렸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안됐나봐요. 그냥 계속, 음...
일단 강을 건너고 산을 지나고 할머니 집에 있었다가 비행기 타고. 어 근데 라오스인가 그쯤에 한 번
두 곳에 들렀을 거에요. 근데 그쯤에서 제가 기억이 희미해요. 맛없는 밥을 먹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2019년 5차 면담)

D4가 탈북이라는 사건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슬펐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은 자
신이 탈북하면서 자신을 키워주셨던 할머니와 헤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은 인간관계
에서 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할머니와의 사이에 정이 가장 많았다고 말한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줄 정을 자신은 할머니에게 다 주었고,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인 것처
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한국에 들어온 후 어머니와의 만남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불편하고
무서운” 존재였다. D4는 얼굴도 몰랐던 어머니에게 정을 느끼지 못했고, 어머니도 자신
의 기대와는 다른 딸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D4는 북한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할머니와 살면서 기초학습뿐만 아니라 예의범절과 생활규율을 제대로 배우
지 못했다. 그래서 인사하는 법이나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한다고 어머니에게 혼이 많이
났고, D4는 이런 어머니가 무섭기만 했다. 어머니가 D4를 복지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심리상담도 받았지만, 그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
다. 그는 어렵게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와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
에게 탈북은 어머니와 만난 기쁨이 아니라 할머니와 헤어진 슬픔으로 기억된다.
◦ 일반중학교와 대안학교를 오갔던 학교생활과 전략적 선택
D4는 일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중학교에 진학했다가 몇 달이 못 돼서 탈북청소
년 대안학교로 전학을 갔다. 고등학교 진학 시 다시 일반학교로 진학해서 한 학기를 다니
다가, 다시 예전에 다녔던 대안학교로 전학을 와서 다니고 있다.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를
오갈 때마다 D4는 다른 학교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제가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까지 6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주위에 사람들은 제가 적응을 했다고 생각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나 봐요. 보기는 제가 완전히 적응을 해가지고 제가 대안학교 갔을 때도
쌤들이 “너는 적응력이 빠르구나.” 했는데, 저는 적응을 못했거든요. 지금은 적응이 됐는데, 대안학교
적응하는 데까지는 일 년 이상이 걸렸어요. 남한사회는 6년 이상이 걸렸는데 쌤들은 제가 빠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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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력이 좋대요. 근데 저는 살짝 보이는 거는 적응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뭔가 불안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됐다고 저는 느끼는데.
(2018년 4차 면담)

중학교 1학년 때 대안학교로 전학을 가서는 북한 출생과 중국 출생으로 이루어진 학
교 친구들의 성향과 생활방식이 한국 친구들과 달라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학
교 규율이 엄했고 인근에 청소년들이 나가서 놀만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하고 지
루했다. 학교 시설 등의 교육환경도 일반학교보다는 뒤떨어졌다. 대안학교로 전학한 것
은 D4 자신의 의지에는 반하는 것이었다. D4는 일반중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앞두고 어
머니의 강권으로 전학하게 되었는데, 수학여행만이라도 다녀와서 전학을 가고 싶었지만
그의 바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면담에서 그는 대안학교로의
전학이 불만스러웠다고 말했다.
D4는 일반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바람을 고등학교 진학 시 이루었다. 일반고등학교에
서 그는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고, 학교행사 등 대안학교와는 다른 경험을 해보았다. 공부
이외에는 다 재미있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공부만 강조
하는 학교분위기가 낯설고 힘들었다. 학생 수가 많아 선생님과 “깊이 친해지기도” 어려
웠다. 그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자 그룹홈 선생님이 대안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냐
고 권유하셨다. 그는 한 학기를 다니며 성적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대학입시를 염두
에 두고 대안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다.
학업문제였죠. 왜냐하면 제가 되게,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애들은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 저는 여기 와서 남들보다 늦게 배우고 늦게 시작하고, 그게 변명이긴 한데, 솔직
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열정도 솔직히 없었어요. (중략) 시험 성적 볼 때마다 살짝 한숨만 나와
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차피 저는 특수전형(탈북학생특수전형)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
면은 아무리 특수전형이라도 내신이 이렇게 바닥이면은 안 받아 줄 것 같은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그래서 차라리 대안학교에 가가지고 성적 오히려 더 높이는 게 대학 가는 데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옮겼어요.
(2019년 5차 면담)

D4는 한 학기를 마친 후, 다시 이전에 다녔던 대안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전학하
였다. 이는 대학 진학시 탈북청소년으로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대안학교로 전학한 후, D4는 중학교 때 대안학교로 전학했던 경험을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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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는 생애사그래프에서 한국에 온 뒤 처음 맞은 긍정적 전환점을 중학교 1학년 때
로 표시하고 “기숙사 대안학교”라고 부연설명했다. 당시의 선택은 “후회되는 선택은 아
니었고”, “엄마랑 하긴 했는데 거의 제가 알아서 했다”면서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했
다. 대안학교로의 전학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기숙사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짐이
덜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헤어진 지 수년 만에 만난 D4와 어머니는 가족재구성
과정에서의 갈등과 서로에 대한 기대 불일치로 불화를 겪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D4
의 어머니는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호와 양육 역할까지 대신하는 기숙형 대안학교를
선택했다. D4는 당시에는 자신이 다니고 싶은 일반학교를 못 가게 한 어머니를 원망했
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자신이 다니고 싶었던 일반학교를 경험한 후에는 당시의 선택
을 어머니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D4는 생애사그래프에서 일반고등학교 진학도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표시하고 “새 친
구 사귐”이라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일반초등학교 졸업-일반중학교 진학-대안중학교 전
학-일반고등학교 진학-대안고등학교 전학이라는 복잡한 학업경로를 거쳐왔고, 그럴 때
마다 낯선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D4는 각각의 학교경험에 대해 자
기 나름의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옮기는 과정에서는 “일반학
교 갔던 것도 그만둔 것도 전부 다 큰 결정은 제가 다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생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자신의 주체적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종교생활을 계기로 이루어진 어머니와의 관계 전환
D4가 스스로 전환점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D4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다니게 된 교회에서의 종교생활이다. 가족적인 분위기의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비롯한 자신의 생활모습 전반을 되돌아보게 되었
다. D4가 다니는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그는 청소년이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소모임에서 나누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모든 참가자
가 경청하고 조언을 나누어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어느 날 예배를 보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집을 찾아갔다. 그러면서 과거에 어머니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는 D4의 인생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큰 숙제였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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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첫 만남부터 그에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따뜻한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모습으
로 다가왔다. 초등학교 시기를 지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학교
때 D4가 어머니와 떨어져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와 그룹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관계
는 다소 호전되었지만, 당시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무섭고 불편한” 존재였다. D4는 어머
니를 다시 안 보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
다. 이제 그는 방학이나 주말에 집에 자주 찾아가 가사일도 돕고 어머니와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짜증을 자주 내고 어른들에게 대들기만 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그때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주위 탓하고, 막 이러다보니까 성격이 많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다보
니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중략) 여기(마음)에서 막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을 해야만 그나마 풀리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올라는 오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지를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표출을 했던 것 같아요, 쌓여있던 거를. 여기에서
막아줘야 하는데 여기서 막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엄마가 밉고, 친구들도 밉고, 사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안 좋았고, 완전 최악. 제가 보기에는 너무 최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항상 상황탓
을 많이 하고, 환경탓을 많이 하고, 엄마탓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2018년 4차 면담)

종교활동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
지만, 그런 성찰이 종교생활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
하면서 D4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영적인 힘”의 덕으로 돌렸었다. 그런데 작년 말
만남에서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폭넓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는 “강의 같은 걸
들으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바뀌게 된다”고 말한다.

4) D6

◦ D6의 생애사
D6은 1999년에 북한의 최북단 지역에서 태어났다. 북한에서 아버지는 별다른 일을
안 하셨고 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먹고살았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술을 많
이 드시고 어머니와 자주 싸웠다. D6도 자라면서 부모님께 폭언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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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살 때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다. D6은 2007년
말에 부모님과 함께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게 된다. 한국에 와서 보니 가정불화와 폭력이
“평범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전히 불화를 겪는 가족들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받았다.
D6이 그린 생애사그래프는 한국에 온 후부터 대안학교로 전학한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모양새이다. 그는 가족이 한국에 온 후 주택배정이 늦어져서
자신만 따로 떨어져 친척집에 얹혀살면서 친척의 혹독한 양육방식을 겪어내야 했다. 친
척집 주변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들어간 학교
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부모님이 별거하면서 D6을 다른 친척집에 보
내고 전학을 시켰다가 부모님이 재결합하면서 다시 전학을 시키는 등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환경과 학업환경이 지속됐다.
D6은 일반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
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퇴를 하게 되었고, 자퇴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부모
님에게 상처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 삶을 놓아버릴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D6
은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 있
는 대안학교로 전학했다.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교사들의 보살핌을 받고, 학
교에서 소개해준 상담도 받게되면서 D6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대안학교에서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보였던 D6은 대안학교 졸업 후 생태학자의 꿈을
안고 명문대학의 관련학과로 진학했다. 대학에서 학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입학 전에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양서적을 읽으면서 대학생활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는 입학 후 거의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결국 몇 달을 채 못 다니고 휴학을 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대학입시를 준비해서 금년에
수도권의 다른 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새로 입학한 대학에서는 평균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며 학업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과 종교 활동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모습이나 인간관계를 되돌아
보기도 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도 한다. D6은 다시 대학에 입
학한 이후에는 “편하고 살 것 같다”고 느낀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만, D6은 대학교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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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현재 힘들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자
신감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 가정불화 속에서 따돌림을 겪었던 정착 초기 생활
D6이 그린 인생그래프에는 그가 생각하는 삶의 긍정적, 부정적 전환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긍정적인 측면이 고조에 달했던 때는 북한에서 “천진난만하게” 보냈던 어린
시절, 대안학교 다니면서 심리상담을 마쳤을 때,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이
다. 부정적인 측면의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은 탈북하여 한국에 온 후 부모님의 갈등과
학교에서의 따돌림, 중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소동과 강제 전학, 일반고등학교를 그만둔
후의 자살시도, 처음 입학했던 명문대학 적응에 실패한 일이다.
D6은 부모님과 함께 탈북해서 중국과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어린 나이였기
에 한국에 온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부모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탈북과정에 대한 특별
한 기억은 없다. 그러나 탈북은 가족의 생활환경을 완전히 바꾸어버렸고, 결과적으로 북
한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D6의 성장환경을 악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서 D6의
가족은 어머니가 장사를 했고 남한에 있는 친척이 간간이 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경제
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부모님이 모두 특별한 정착기반이 있
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가정불화가 심화됐다. 부모
님이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면서 D6은 잦은 이사와 원하지 않는 전학으로 인해 학교적
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D6은 정착 초기에 집 문제로 친척집에서 생활했는데, 친척의 학
대에 가까운 엄격한 훈육방식 때문에 힘들었다. 이후에 지방의 한 도시에서 부모님과 함
께 살게 됐지만,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다른 지역으로 막노동일을
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2교대 작업을 하는 공장에 다니셔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나 식구
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었지만, 그럴 때면 부모님은 어김없이 돈 때문에 큰 싸움을 했
다. D6은 우울증이 시작돼 밤에 잠을 못자고 돌아다니는 날이 생겼는데, 아버지는 오히
려 자신에게 폭언을 했고 어머니는 이를 방관했다.
D6은 입국 후 친척집에서 살 때 일반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했는데, 원하지 않게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전교생에게 공개돼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그는 북한에
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워, 학교생활 내내 자신감 없이 생활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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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어 지역을 옮겨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자 D6은 자신이 북한에
서 왔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겼다.
중학교 때 어머니는 이혼을 하겠다고 집을 나와 D6을 다른 친척집에 보내고 강제로
전학을 시켰다. 그러나 결국은 이혼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같이 살자고 하면서 D6을
다시 원래 다니던 학교로 전학시키려 했다. D6은 처음에 다녔던 중학교에서 자신이 다
른 학교로 전학을 가자마자 한 선생님이 왜 북한 친구를 따돌려서 전학가도록 만들었냐
고 말하는 바람에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이전에 다녔던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말을 전해들은 D6은 그 학교로 돌아가기 무서웠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D6은 원래 다녔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찾아서 전학을 했다. 그런 상황에
서도 어머니는 자신이 이혼을 못한 이유가 아버지가 D6을 의붓아버지 손에서 못 키운다
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서 D6은 죄책감을 느꼈다.
◦ 자살시도와 피난처가 되었던 대안학교
한국에 들어온 뒤, 그의 인생그래프는 계속 하강곡선을 그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자살시도였다. 이 일은 D6의 인생 중 최악
의 국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삶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D6은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상위권에 들었고 부모님도 기대가 컸다. 부모님은 D6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대학을 가라”는 말을 하셨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그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D6은 일반고등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게 어렵기도
했지만,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억누르면서 생활했던 것이 그때 터져나왔다고
말한다. 그는 부모님에게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자퇴를 선언했다. 그러면 부모님
이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학교를 자퇴하는
자식이 창피하다고 했고, 어머니는 D6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했다. D6은 “나같은 건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 사건 후에 D6은 일반학교를 그만두고 친척이 소개한 수도권 소재의 학력인정 대
안학교로 전학을 갔다. 부모님과 더 이상 한집에서 같이 살기 어려워서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대안학교에서 교사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
았고 뛰어난 학업성적을 보이면서 자존감도 회복하게 되었다. 대안학교에서 D6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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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했고, 그러면서 성격도 한결 밝아졌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심리상담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계
기가 되었다.
◦ 성찰의 계기가 된 대학 적응 실패
대학 적응 실패 경험은 D6에게 단기적으로는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대안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D6은 지난해에 탈북학생 특례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1, 2
학년때는 간호학을 전공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에 자신의 성향에 좀 더 맞는 생
태학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자연과학 분야의 학과에 진학했다. D6이 처음에 입학
했던 학교는 서울 소재의 명문대학으로, 그는 자신이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꿈꾸기 힘
든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D6은 학업에 적응하기 어려워 입학한지 한 달 반만에 휴학을 했고, 올해 전공
을 바꾸어 다른 대학에 다시 입학했다. 처음 다녔던 대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그는 대안학교 시절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말하기대회
에서 입상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도 있었지만, 대학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그 대학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 수업이
영어로 진행됐는데, 수업시간 중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말로 진행된 마지
막 5분간의 수업요약 뿐이었다. 자신은 강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어려워하고 있
는데, 옆에 앉은 친구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영어로 필기를 했다. D6은 그때 “나만 정말
모르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D6은 휴학을 하고 영어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결정 과정을 돌이켜보았다. 그는
다시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학과 선택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이전에 오랜 시간 생각했
던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장점과 잘 맞는 부
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부모님도 이를 추천하셨기 때문이다. ‘태움’이라고 하는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학교 다닐 때 따돌림을 당했던 일이
생각나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든 감당해야 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르다’는 생각에 진로를 결정했다. 그는 몇 군데 대학

26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에 합격했는데, “수업을 알아듣고 시험을 볼 수 있는 데” 다니고 싶어 수도권 소재의 한
대학을 선택했다.
지금 다니는 대학에서는 공부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예전 대학에서는 도움이 없으
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실제로 한국 학생들과의 실력차이가 커서 누가 옆에서 공부
를 도와주지 않으면 학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대학에서는 혼자 수업
을 듣고 시험을 보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더 이상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감이 뿜뿜한” 상태가 되었다.
D6이 그린 인생그래프에서 지금 다니는 대학에 입학한 것은 한국에 온 이후에 맞은
두 개의 긍정적인 전환점 중 하나이다. 대학 입학이 긍정적 전환점이 된 것은 이전 대학
에서의 실패를 딛고 학업적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
된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님과의
심리적 갈등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관계가 주는 심리적 어려움에
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대학을 선택
한 것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싶기 때문이기도 했다. D6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지
나가는 남들보다 더 불편하다.” 그는 밖에 나와 살고 있어서 자신이 “발현될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를 악물고 공
부해서 졸업하고 완전히 독립하려고 한다.
◦ 상담과 성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D6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긍정적 전환점으로 대안학교 다닐 때 북한 출신 목사님에
게 받았던 상담을 꼽는다. 상담은 한국에 온 이후 불행하기만 했던 D6의 삶에서 처음으
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한 전환점이다. 이는 가족관계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
하는 과정이었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는 대안학교 선생님들의
권유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중 탈북민인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게 되면서 심
리적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한국 출신 상담사들과 달리, 자신과 비슷한 가정사를
가진 목사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해준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D6은 우울
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 정도가 심해서 치료를 하는데 3년 정도 걸릴 거라는 얘기를 들었
다. 그런데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종교를 갖게 되면서 1년이 채 못돼서 심리검사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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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D6은 상담이 끝난 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
이었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는 단번에 치유되기 어려웠다. 부모님도 같이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듯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D6이 대학을
그만두고 집에 내려갔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를 받았지만, 아버지
와 어머니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 갈등이 자신에게 옮겨와서 다시 혼란이 일어났다.
D6은 다시 대학에 입학한 후 학생생활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된다. 이번에는 부모
님과의 관계 문제에 집중했던 이전과는 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격이나 인간관계 방
식을 되돌아보고 있다.
특히 호불호가 분명한 자신의 성격이 이전에 상담을 받았던 목사님의 성향을 따라
배운 것일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그런 방식이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
고, 오히려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관계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생각의 틀과 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 틀이라는 게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약자라고도 생각하고. 낯선 상황에 가면 다
들 긴장하고 처음에 혼란스러워하고 적응하느라고 불안한 건 다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하다. 이게 제가 말한 틀이에요. (대학교 오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때
(대학 와서 상담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중략) 근데 그게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남한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서울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그냥 개념없는 말을
했으면 그냥 그 사람이 개념 없는 거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벽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을 나누
면서 그런 일이 조금씩 많이 경험되면 나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 나쁜 데 빠져서 “남한 사람들
은 다 이래.” 그러면서 나는 아파하면서, 그래서 학교를 많이 관두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많이 관두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딩 때. 왜냐하면 저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죄지
은 것처럼 중고딩 때 엄청 의기소침해졌었거든요. 막 의기소침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수많은 눈들이
저를 보는 느낌도 받았어요. (중략) 다들 적응할 때 낯설고 불안해하고, 심적으로. 혼자 다니는 애들도
저희 학과에도 많아요. 나만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처음에 적응이 어렵
고 하면 다들 ‘아, 나만 이런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발짝 진화돼서 ‘나만 이런가?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가는 거에요. 그러면 점점 고립되고,
그냥 내가 먼저 가서 말 걸어도 되는데 자신감도 안 나고 하니까 계속 남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게 좀. 그게 제가 말하는 틀이에요.
(2019년 5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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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은 평소에 말할 때마다 한 마디 한 마디 신경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고 말이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찰의 결과, 그는 이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벽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상담과 성찰을 통해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피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5) D732)

◦ D7의 생애사
D7은 2002년에 북한에서 태어나 농촌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D7이 아홉 살 때
어머니가 혼자 탈북했고, 몇 달 후에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D7은 오빠와 함께 새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2년 후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시고, D7은 새어머니집을
나와 친척집에서 얹혀살게 된다. 친척집에서는 새어머니집에서보다도 “더 눈칫밥” 신세
였다. 5개월 뒤에 친척들은 따로 집을 한 채 얻어서 한달분 식량과 함께 남매를 내보냈다.
오빠와 둘이서 살게 되면서부터는 “버섯철에는 버섯 따러 산에 다니고, 감자 깎고 밥 하
고 집 거두는” 것이 D7의 일상이 되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집안 살림과 생계유지
에 바빠 학교도 “다니며 말며,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D7은 어머니가 보낸 브로커의 안내로 오빠와 함께 탈북하여 2017년에 한
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어머니는 한국 남성과 재혼하여 지방의 한 도시에 살고 있었다.
D7은 입국 후 어머니, 새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6개월간 기초학력
을 갖추기 위한 공부를 했다. D7의 새아버지는 D7 남매에게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아
끼지 않았고,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D7은 처음에는 새아버지가
약간 무섭고 거리감도 좀 느꼈지만, 지금은 새아버지와 걱정거리나 어려움에 관해서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벽이 없는” 관계가 되었다.
D7은 일반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
했던 기간이 많았고, 일반학교를 다닐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
되어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진학을 결정하였다. 2017년 말에 서울
로 올라와 학력인정 대안고등학교에 입학했고,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

32) D7은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3차년도 연구(김정원 외, 2018)에서 추가 섭외된 패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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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면서 D7은 자신이 마음먹은 것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과,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끔은 초조한 기분이 든다.
북한에서는 몰랐던 ‘스트레스’도 느낀다. 그렇지만 D7은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
고 있다. 지난 1년간 학교생활을 착실히 해서 장학금도 꼬박꼬박 받았고, 뮤지컬 동아리
대표도 맡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학교 동아리에서 통일됐을 때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통일을 맞을지를 소재로 한 연극을 만들어 청소년연극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D7은 종교
생활도 하고 있는데, 금년 초에는 9박 10일 동안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
다. 봉사활동을 했던 지역의 환경이 북한과 비슷해서 고향 친구들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
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의 소중함을 배웠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 어머니의 탈북으로 유예된 청소년기
D7의 생애에서 가장 큰 전환점들은 북한 거주 시 어머니의 탈북과 아버지의 사망으
로 인한 가족의 해체, 그리고 탈북 후 남한에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된 일이다. 전자
가 행복했던 D7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전환점이라면, 후자는 힘겨웠던 삶에서
“하고싶은 것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우선순위”인 삶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긍정적인 전환
점이다.
D7은 어머니의 탈북 이후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살았던 시기부터 아버지가
사망하고 친척집에 얹혀살았던 몇 년간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회상한
다. 어머니가 탈북한 후 D7이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까지 6년간 D7의 가정
환경은 매우 불안정했다. 어머니의 탈북으로 인해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도로건
설대 노동자로 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몇 달 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어머니집에 들어가서 새어머니 자녀들, 그 댁 할머니와 함께 한집에서
살았다. 2년 후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D7은 몇 달간 새어머니댁에서 살다가 친척집
으로 옮겨갔다가 쫓겨나와서 3년간 보호자 없이 살았다.
D7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에 대한 절실함과 원망의 감정이 동시에 생겼
다고 말한다. 그는 어머니가 탈북하던 날의 일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날은 소년단
창립일이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운동회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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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평소에는 변변치 않았던 도시락을 그날은 선생님 것까지 맛있게 싸주셨다고 한다.
D7은 영문도 모르고 신이 나서 좋아했지만 돌아와보니 어머니가 없었고, 며칠을 어머니
를 찾느라고 매일 울었다. 정작 어머니를 원망하게 된 건 아버지의 사망 이후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던 때였다.

진짜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엄마가 진짜 3년이 지났는데 엄마가 안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가 안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엄마가 왜 나를 낳았냐고, 그냥 이런
원망도 하고 저런 원망도 해보고. 차라리 나 태어나지 못하게 하든가, 왜 이렇게 낳아가지고 고생시키
냐고. 남들은 그냥 부모님 해주는 밥 먹고, 아침에 학교 나와서 학교에서 애들과 재밌게 놀다가, 저녁
에는 밥 할 걱정도 없이 늦게 들어가도 되는데.
(2018년 3차 면담)

오빠랑 둘이 살게 되면서 마음은 오히려 편했지만, D7은 보호자 없이 먹고사는 문제
를 둘이서 해결해야 했다. D7은 어머니의 탈북으로 청소년기의 삶이 유예된 채 중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사일과 생계를 위한 노동을 감당해야 했다.
◦ 어머니와의 재회로 의미화되는 탈북과 새 가족 이루기
탈북과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이룬 안정적 가정으로의 편입은 D7의 삶에서 북한에서
와는 완전히 다른 성장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D7 친부의 사
망소식을 접하자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의논하여 D7 남매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결정하고
탈북브로커를 보냈다. D7에게 탈북은 같이 뛰어놀았던 정든 친구들과 이별해야 하는 슬
픈 일이자, 어머니를 만난다는 기대로 설레는 경험이었다. D7은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그리면서 “한국 올 때 친구들과의 이별”과 어머니를 만난 것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꼭지점
으로 표시했다. D7에게 전자는 부모님과의 이별만큼은 아니지만 슬픈 사건이고, 어머니
를 다시 만난 것은 강도가 강한 행복한 사건이다. 감시의 시선을 따돌리고 위험을 무릅써
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탈북에 대한 D7의 회고는 “강을 건넌”
일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바로 어머니와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D7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의 예기치 않았던 이별과 아버지의 죽음 등 심리적 충격
과 어려움을 겪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현재 큰 심리적 어려움 없이 밝게 생활하고 있다. 평소에 학교에서 워낙 명랑하게 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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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할 정도라고
한다. D7이 성장기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주요한 요인은 한국에 와서 이룬 안정적인 가정환경이라고 판단된다. 그는 인생그
래프의 높은 꼭지점에 “엄마를 만나서 행복하고, 새아빠를 만났는데 아빠도 좋아요”라고
썼다. 그는 한국에 온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했다.

거기서는(북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돼서 못하고, 집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못하고. 뭘 먹고 싶어도
그런 환경이 또 생활이 유지돼있지 못하니까 못 먹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놀고 싶어도 돈이
없고, 뭘 사고 싶어도 돈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우선순위. 그리고 꿈이라는 거를, 꿈이라는 거를 일단 이룰 수 있고.
(2019년 5차 면담)

D7의 새아버지는 남매를 한국으로 데려오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이 이미 결혼하여 독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D7 남매를 뒷받침해서 잘 키우고 싶어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
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사고방식을 길러주고 정서적으로 힘
이 되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새아버지는 D7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6개월 정도
함께 살 때, D7을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과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했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예절과 배려심을 가르쳐주었다. 새아버지는 지금 D7의 학교까지 한
나절이 걸리는 먼 곳에 살고 있지만, 학교행사 때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간
다. 새아버지는 D7과의 관계형성을 위해서 한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요한 거 사주고 예쁜 거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만도 그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먼저 정신세
계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가 가장 이제 큰 숙제였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래서 이제 ‘아, 자
연스럽게 현장에 끌고 다녀야겠구나.’ 그래서 현장에 끌고 다니려고 하면 저희들끼리 탈북자들끼리 모
이려고 하면 모이려고 하는 그 애까지 함께 데리고 놀러가기도 하고. “오케이.” 자, 방학 때 예를 들어
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놀러가기로 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 친구 집에 함께 오너라.” 그러면 함께
왔죠. 몇 번 왔지 한 서너명 왔죠. 왔는데 불편하면 또 안 되잖아요. ‘쟤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지?’
그래서 뭐 같이 함께 영화도 보러가고, 지들 좋아하는 노래방도 가고.
(D7 아버지, 2019년 5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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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의 새아버지는 자신이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처음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다”고 말한다. 아이들과 오해가 있었을 때는
가슴이 아파서 혼자 울기도 했다. 그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가족이 된 지
2년 반이 된 지금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많이 가까워졌고, 아이들이 자신을 멘토라고 생
각하는 걸 안다. D7도 처음에는 새아버지의 얘기를 잔소리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빠말은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됐고, 아버지가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가 보인다. 그래서 새아버지가 많이 편해지고 더 좋아졌다.
◦ 기회, 제약, 통찰을 주는 대안학교 생활

D7는 북한에서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해 중단했던 학교생활을 한국에 온 후 대안학
교에서 다시 시작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D7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였다. 어머니의 탈북과 본인의 탈북이 사건 발생 직후 비교적 단기간에 D7의 삶
의 경로를 극적으로 전환시킨 사건이라면, 대안학교 입학과 학교생활은 D7의 삶에서 일
상생활의 틀을 만들어내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환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D7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부와 진로이다. 북한에서는 몸은 고달파도 ‘스트레스’
라는 말은 몰랐는데, 대안학교에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다.
지금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는 “공부, 편견,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진로
를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꿈이나 진로에 관해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진로를 찾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찾고 있냐고 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그런 질문을 받을까봐 두렵다. 남들은 다 꿈이 있는데 자기만 꿈이 없다는 사실
이 스스로에게 “쪽팔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국 친구들도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D7이 다니는 대안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수업과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로지도를 해줄 뿐만 아니라 진로캠프 등 탈북청소년에게 맞춘 진로탐색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D7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직업은 교사와 수의사이다. 어렸을 때 북한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지금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교사를 생각해
본 적도 있다. 그런데 교사는 미래에는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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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래직업을 수의사로 결정했다. 부모님도 수의사를 권
하셨는데, 적성검사 결과 적성이 그다지 높지 않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된다.
D7은 학교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대안학교로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일반학교에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도 갖고 있다. 북한출생, 중국출생 청
소년들끼리 “울타리 안에 있는 느낌”인데, “나가면 진짜 경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국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야 하는 대학에 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과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떨
어지기도 한다.
대안학교에서는 한국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지만, D7은 종교활동이나 다른
교외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한국 친구들을 만난다. 친구들과 친해지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음에는 “견제하기도 하고 좀 다가오기 불안해
하는” 모습이 보인다. 자신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얘기하는 편이지만 다른 북한출생 친
구들은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일단 비밀이 생기는 것이니 정말로 친해지기는 어
렵다. 앞으로 어딘가에 가서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을 때 편견을 갖고 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상처를 받을텐데, 자신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편으로, 일반학교가 아닌 공교육의 주변부에 위치한 대안학교, 남북한 문화가 만나는
경계선상에 위치한 대안학교는 한국 학교교육의 한가운데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 그는 정부부처에서 실시한 탈북민 대상 수기
공모에 자신이 경험한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을 썼다.
너무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의 시민들. 다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뭐 돈이 있어야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건 맞지만 맨날 학교에서 공부로 경쟁하고, 나가선 또 나가서대로 서로의 막 질투같은 것도 하고,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에 사회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모두가 그렇게 살아
가는데 나만 그렇게 안 살면 이상한 취급 당하고 그러고. 나는 누군가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있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알바하고 있고, 뭔가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자살도 하고 뭐 행복
지수도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2019년 5차 면담)

D7은 대안학교에서 진로와 공부, 친구관계 등에 대해 고민하고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북한에서 유예되었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탈북학생들이 모여있는 대안학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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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D7은 교사를 통해 한국을 알아가기도 하고,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하
기도 하면서 전환적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종합 논의
◦ 삶의 전환점으로서 탈북과 한국 입국이라는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북한이나 중국을 떠나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은
삶의 거시적 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꾸어놓는 큰 사
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탈북과 한국 입국
경험은 삶의 근본적 전환점이 된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탈북이나 입국
이라는 사건이 개개인의 삶에서 전환점으로서 갖는 의미와 무게는 다양하다. 북한 출생
이냐 중국 출생이냐, 두세 달이 걸려 북한-중국-제3국-한국이라는 몇 개의 국경을 넘는
탈북과정을 거쳤느냐 아니냐는 적어도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탈북과 한국 입국이라는 사건의 생애사적 의미 해석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복잡한 경로를 거쳐 한국에 입국
했더라도(D4, D6, D7), 탈북이후 시간의 경과와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정이 탈북이라
는 사건 자체의 기억을 탈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이 탈북과 한국 입국의 의미를 재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과의 관계이다. 부모님이 먼저 탈북하거나 한국에 들어온 후,
일정 기간을 친척 등의 대리양육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혼자 생활하다가 한국에 온 청소
년들(D3, D4, D7)에게 탈북과 한국 입국은 부모와의 만남과 가족의 재결합이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가족의 재결합은 D3이나 D7의 경우처럼 대체로 성장기에 필요한 부모
와의 안정적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부모의 부재로 인한 교육적, 경제적
결핍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때로는 가족의 재결
합이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
에 어머니와 헤어져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D4에게는 탈북이라는 사건이 헤어졌던 어머
니와의 만남보다는 자신의 양육자였던 할머니와의 강제적 이별과 이로 인한 정서적 상처
로 각인되었다. D4의 어머니도 기다림 끝에 만났을 딸의 모습에 실망하고 차갑고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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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로 D4를 대하게 되면서,33) D4의 삶은 탈북과 한국 입국으로 인해 정서적 측면
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된다.
부모와 함께 입국하거나 부모와 헤어져있었던 기간이 길지 않은 청소년들(D6, D2)의
경우, 탈북과 한국 입국이 동반하는 삶의 전환은 헤어져 살았던 가족 구성원과의 만남보
다는 사회와 교육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는 것으로 경험된다. D2의 경우에는 중국 학교
와 달리, 구분짓고 서열화하는 한국의 학생문화를 접하고 이에 대한 반감을 갖지만, 자신
도 그런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동화된다. 한국에 들어와 일반학교에 다님으로써 바뀐 관계
와 행동방식은 이후 D2가 대안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일반학교와는 사뭇 다른 학교문화를
접함으로써 다시 변화한다.
또한 탈북과 남한입국은 청소년들의 출생국에서 이들의 삶이 갖는 경로의존성을 차
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인생에서 전환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북한에서 경제적 빈곤이
나 부모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북한 출생 청소년들(D4,
D7)의 경우, 북한이라는 성장환경을 떠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학력결핍을 보
충하고 자신의 진로선택 가능성을 넓히는 전환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북한출생 청
소년들에게 주어지는 학업지원과 대학입시의 혜택은 진로선택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환
을 돕는 요소로 작용한다.
북한출생 청소년들에게 북한이라는 고향은 탈북 이후에는 되돌아갈 수 없는 곳인데
비해, 중국출생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태어난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성년이 되어 중국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의 삶의 경로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기
회가 있다. 그러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 중 중국 출생인 두 명의 청소년은
모두 한국 국적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한국국적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를 다른 나라로
의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33)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을 두고 먼저 탈북하면서 자녀와 장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자녀를 만난 탈북
여성들의 경우, 자녀와의 만남은 “예상치 않은 상실을 경험하고 자신의 상처를 보게 되는 시간”으로 경
험된다. 이들은 자녀와의 재결합 이후 기대했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나 친밀한 관계가 생성되
지 않는 것에 놀라게 된다. 탈북여성이 경험하는 “낯설고 어색한 감정,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자녀에 대한 실망감, 강압적인 훈육으로 인한 갈등, 자녀 양육에 대한 통제감의 상실 등은
일반적으로 순차적 이주를 경험하는 난민이나 이민자 가족의 부모가 보이는 반응과 유사하다”(Arnold,
1991; Lashley, 2000; Rousseau, et al., 2004; Sewell-Coker et al., 1985; Smith, Lalonde
& Johnson, 2004; Suárez-Orozco, Todorova & Louie, 2002; 조영아 2012: 2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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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인 주요 전환점은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부모와의 관계이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정적 전환
점은 부모의 탈북이나 사망으로 인한 부모와의 이별과 가족의 해체이다. D4, D7은 어머
니가 탈북하고 아버지도 애초에 부재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어릴 적에 가족 해체를 겪었으
며, 중국 출생인 D3은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어머니가 따라
들어옴으로써 가족 해체를 겪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에서 부모를 대신하는 할머니나
친척들의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양육자와 주거지가 자주 바뀌거나 성인의 보살핌 없이
청소년들끼리 생활하도록 방치되기도 했다. 부모와의 이별은 그 자체가 정서적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공부를 중단하거나 학교에서 교사의 차별을 겪는 등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동반했다.
한국 입국 후 이들은 부모와 재회하게 되었는데, 부모와의 재회로 안정적인 가정환경
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D3, D7),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생활한 끝에 다시 만나 정서
적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가 한국에서 새롭게 이룬 가족 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
(D4)도 있다. 부모와 함께 한국에 온 경우에도, 부모의 한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가정
불화로 인해 한국에 와서도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지속되기도 한다. D6의 경우에는 북한
과 한국에서 가족관계의 변동은 없었지만, 북한에서부터 이어졌던 부모님의 불화가 한국
에 와서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심화되었다. 정착과정에서의 주거문제와 부모
님의 별거로 D6은 친척집을 옮겨다니며 살게 되고 심리적 불안감과 함께 잦은 전학으로
인한 학교적응의 어려움도 겪게 된다. D6 사례에서 가정환경의 불안정성과 부모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은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다가, 심리적으로 더 이상 지탱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사건화되었다. 이 사례에서는 가족관계의
문제가 D6의 삶에 부정적인 ‘누적적 전환’을 촉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가족의 재구성이나 변동이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한 사례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D3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겪지만, 부모의 지속적인 심리적 지지를
바탕으로 오히려 위기를 긍정적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D7 사례는 어머니가 한
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구성한 가정에 청소년이 나중에 편입된 경우였는데, 새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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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 노력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관계 구성이 D7의 삶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전환을 이
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출생 청소년과 중국출생 청소년들이 북한이나 중국을 떠나 한
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족관계의 변동과 그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
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원가족이냐 한국에서 새롭게 구성된 가족이냐의
여부보다도 가족 전체가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청소년들
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 대안학교는 선택과 전환의 기회가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 입학과 졸업은 학업환경과 교우관계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청소년
들의 삶에서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 중 일반학교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D7뿐이다. 다른 청소년들은 일반학교를 다니다나 대안학교로 전학(D3,
D4, D6)하거나, 학교급이 바뀔 때 대안학교로 진학(D2)하였다. D3은 일반학교(초등, 중
등)-대안학교(중등)-일반학교(중등)-자퇴-검정고시-대안학교(고등)라는 복잡한 학업경로
를 거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D4는 일반 초등학교 졸업 후 일반중학교에 진
학해서 다니다가 대안중학교로 전학하였고, 중학교 졸업 후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다시 대안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청소년들은 일반학교에서 학업이나 관계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대안학교에 오기도 하고, 기초수학능력 부족이나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해 대안학교에 진
학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대안학교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회로 생각한
다. 학업, 진로 및 진학, 심리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는 정책적 혜택이나 장학금
수혜는 북한출생 및 중국출생 청소년들을 대안학교로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
대안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D3은 보호처분을 받아 일반학교에서는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교사의 환대와 관심34) 속에서 과거와 단절하고 자신의 진로

34) D3의 이전 담임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이 일탈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어떤 원칙으로 대하느
냐는 질문에 학생이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학교에 나오려고 할 때, 학교에 가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가겠다
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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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계하였다. D3과 같은 대안학교에 다녔던 D6은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위태로웠던
상태에서 대안학교로 전학을 와서, 학교에서 권유한 상담을 받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였다.
D4는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를 여러 차례 오가는 학업경로를 거쳤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 대안학교로 전학왔던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D4
는 일반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어머니와의 갈등과 복잡한 가정환경 때문에 대안학교로 자
신이 원하지 않는 전학을 당하게 된다. 어머니는 D4를 기숙사 시설이 있는 지방의 대안
학교에 보내려 했고, D4는 그것을 원치 않았지만 “포기하는 심정”으로 대안학교로 전학
을 갔다. 2017년 면담에서 D4는 학교 축제와 수학여행만이라도 마치고 전학을 가고 싶
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고속버스 타고 대안학교로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우울했는지, 대
안학교 시설과 교육과정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는지에 관해 얘기했다. 일반학교에 가
고 싶었던 D4는 금년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그토
록 참가하고 싶어했던 여러 가지 학교행사를 경험했다. 그렇지만 그는 성적 위주의 일반
학교 문화 속에서 학업 적응이 힘들어 다시 대안학교로 전학을 왔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상당히 호전되었다. 금년에 면담을 하면서 D4는 중학교 시절 대안학교로의 전학이 어머
니의 권유에 의한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관점을 바꾸어 이야기하였다. 또한 그 선택은
“후회되는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장단점을 비교하기도 했
다. 이는 대안학교 전학의 의미에 대한 D4 자신의 관점이 일반고등학교 진학과 대안고
등학교로의 전학이라는 사건을 거치면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그에게 2년 전 대
안학교는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재미없고 시설도 좋지 않은 학교였
다면, 현재 대안학교의 의미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고, 무엇보다도 북한출생 청소년
인 자신의 진로에는 도움이 되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학교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
의 변화는 일반학교 입학과 대안학교 전학이 그의 삶에서 ‘회고적으로 의미있는 전환
점’35)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35) 구술자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특정한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계속하며 자신의 경험을 의미있고
수용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속적인 교섭과 재교섭 과정은 그 경험이
‘회고적으로 의미있는 전환점’임을 보여준다(Pinder, 1994: 213).

274

Ⅳ. 성장단계별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전환

◦ 학교 내의 인간관계 경험은 청소년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은 전환점’
으로 작용한다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는 이들의
삶에서 즉각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특정한 순간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D3의 생애사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여린
체구의 D3은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 왔다고 놀림을 당했는데, 계속 참다가 자신이 한번
크게 싸움을 하자 친구들이 더 이상 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다. D3은 이후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과정에서 패싸움에 가담하고 법적인 제재까지 받게 된
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깡으로 싸웠”고, 무기가 될만한 것들을 집어들고 싸우기도 했다.
어린 시절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행한 친구들의 괴롭힘과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
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물리적 대응 경험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그칠 수도 있는 사건
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D3의 삶에서 ‘작은 전환점’(Denzin, 1989, Pinder, 1994:
212-213에서 재인용)이 되어, 몇 년 후 스스로 자신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친구들에 대
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결국 D3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가 이후 보호시설에서 자기성찰을 통해 이와 같은 행동방식을 바꾸려는 노
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 ‘작은 전환점’은 그의 생애 전체의 방향을 지배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고등학교 졸업은 삶의 주요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된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두 명의 청소년(D2, D6)들의
삶에서 고등학교 졸업은 중요한 연대기적 전환점이 된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생활상의 자립과 심리
적 독립을 한다. 물리적, 심리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은 ‘공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의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이 ‘공부’나 ‘진로’였다면, 졸업 이후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돈벌기나 동거인과의 관계, 완전한 독립 등이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새롭게 등장한다.
독립의 기초는 물리적으로는 부모의 집이나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학교기숙사에서 나
와서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갖는 것이다. D2는 졸업과 동시에 기숙사에서 나와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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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서 여자친구와의 동거하면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된 가정을 구성하였다. 대안고등
학교 재학 시절에 공부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학교를 다니는 것 이외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 없었던 D2의 삶에서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전환점 이후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
하는 것과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장래에 대한 모색과 같은 새로운 삶의 영역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한편, D2는 부모님의 불화와 집안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해
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자친구와 자신의 가정을 이루면서 의도적으로 부모님과
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D6은 한 차례의 대학입시 실패를 거쳐 다시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벗어나 따로 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부모나 사감선생님 같은 보호자
가 없이 자신의 시간과 생활공간을 스스로 책임지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 물
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곧 심리적 이격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그것을 의도한 행위이다.
D6의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D6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속적으
로 작용해 왔는데, 그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립’을 선택하였다.
D6이 대안학교에 재학할 때 D6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와 ‘부모님
과의 관계’였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이 두 가지는 여전히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성장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회복에 초점이 두
어져 있던 ‘관계’의 문제가, 이제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확장되었다. D6은 다시 대학에 입학한 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대학의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 과정에서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
라 자신의 인간관계 방식 전반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인간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확 짜르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여지는 남겨두는” 인간관계 방식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는다.
한편으로, 불안정한 삶의 여건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독립과 자립은 불완전한 것이 된
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업전문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
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 부분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노동을 수행하거나 동거인에게 의존하고
(D2),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지만(D6), 이는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 또한,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고,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도
마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완전한 독립은 유예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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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건에 의해 촉발되거나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찰적 경험은 청소년들의 삶
에서 긍정적 전환을 일으킨다
청소년들은 삶의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위기에 봉착하고, 이를 해결하거
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성찰적 경험을 한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의 청소년 대다수의 생애이야기 속에서 사회적 관계나 자의식, 행동양식에 전환을 일으
키는 성찰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패널 중에 성찰적 경험에 의한 전환이 가장 극적으로 나
타나는 사례는 D3이다. D3은 중학교와 대안학교 재학 중 몇 차례의 일탈행동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보호시설 안에서 지도교사의 이야기와 책, 강연 등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보호시설에
서 나와 대안학교로 복귀한 D3은 이전까지와는 180도 달라진 생활태도로 선생님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자신이 변화한 이유가 “자기성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앞으
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성찰”을 하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런데 면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D3의 “자기성찰”은 보호시설 안에서 시작된 것
은 아니다. 대안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17년 여름에 했던 면담에서 D3은 자신
의 중학교 시절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너무 놀았고”, 초등학교 시절 모범생이었다가 “노
는 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범생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안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생활태도에 대한 성찰
과 새로운 각오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그 결심을 방해하
는 요소가 많았고, 2017년 면담 직후에 D3은 또다시 “사고를 치고” 보호시설에 들어가
게 되었다. 2017년과 2018년 면담 시에 과거의 일들을 “사고”라고만 표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D3은 2019년 면담에서 “사고를 치게” 된 과정과 보호시설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고 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하였다. D3의
성찰과정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기간에 그를 믿고 기다려준 부모님과 대안학교
로 돌아왔을 때 내색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선생님들의 지원에 힘입
어 그의 성찰은 행동의 변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성찰의 계기와 내용은 다 다르지만, 다른 청소년들의 사례에서도 성찰적 경험에 의한
전환이 나타난다. D4에게는 종교생활이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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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이자 방법이 되었다. 종교생활을 통해 시작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은 선생
님이나 친구와의 관계와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으로 확대되었다. 그는 자신이 초등학
교와 중학교 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대안학교 선생님들에게 했던 행동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정말 창피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환경탓, 사람탓, 주위탓”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환경탓을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D4의 사례에서도
종교를 계기로 시작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과거 행
동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고,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전환으로 이어졌다.
D6에게는 대학 실패 경험과 심리상담이 깊이 있는 성찰의 계기이자 방법이 되었다.
D6은 대학 입학 후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바로 휴학을 하게 되었다. 대안학교에
입학한 후 학업 측면에서는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학 적응 실패의 심리
적 충격은 상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 볼 여유가 없었고 진로 결정도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
게 된다. 그는 성찰을 통해 대학 적응 실패라는 부정적 경험을 자신에 대한 발견과 새로
운 진로 설정이라는 전환의 계기로 바꾸었다.
그는 대학에서 받은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더 나
아가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이 자신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서도 성찰하고 있다. 기존에 자신이 북한출생이기 때문에 무시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
해왔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스스로 약자라는 틀을 만들고 자신을 거기에 가두어버린 측
면은 없었는지를 고민하였다. 성찰의 결과, 그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서 약자라는 벽,
북한 사람이라는 벽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틀”은 특정한 범위에 한정된
사고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을 보는 전체적인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D6 사례가 보여주는 전환의 과정은 일종의 ‘관점전환학습’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36) 관점전환의 과정은 내적인 대화와 성찰, 개인 내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힘들 사이의 투쟁의 과정이며, 자신의 경험과 의미관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관점전환
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핵심적인 요소이다(Merriam & Clark, 1991: 223).

36) 메찌로우(Mezirow)에 따르면,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어나가는 과정을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의미관점을 형성하고, 그 의미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거나

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이 곤란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기존의 관점을 재검토하고 전환이라는 관점전환학
습을 경험한다(Mezirow, 1991: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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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 전환의 특징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4차년도 연구는 초6(현재 중2), 중3(현재 고2), 고

교 졸업 이후,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로 총 네 개의 패널에서 31명의 탈북청소년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앞선 장에서는 이 네 패널에 속한 연구참여자 각자의 삶에서 드러
나는 전환과 패널별로 갖는 전환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동시에 본 장에서는 탈북청
소년의 삶과 교육의 주요 전환을 패널 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로 다른 네
패널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며 패널 간에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
로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 참여한 다양한 연령의 탈북청소년의 삶에서 드러나는 전환
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네 패널의 구성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초6 패널과 중3 패널의 경우 2017년에 처음
신규패널을 구성할 당시 입국한 지 최대 4년이 지나지 않은 패널로 구성하였기에 한국에
입국한 연도가 2012년에서 2017년으로 비슷하다. 따라서 이들이 입국 초기에 경험한 한
국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유사할 수 있다. 반면 고교 졸업 이후 패널의 경우는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경우이기 때문에 입국년도가
2006년부터 2010년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은 2주기 신규패널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이른

시기에 초 ․ 중등학교를 경험하였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경우는 2주기 신규패널
에 속하지만 입국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입국한 탈북청소년
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네 패널은 탈북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단계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초6 패널과 중3 패널은 동시대에 서로 다른 학교급에서 경험하는 바를 보여주며, 졸
업 이후 패널은 앞서 한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경험한 탈북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인 또는 대학생으로서 어떠한 삶의 전환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리고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한 학생들의 삶과 교육 경험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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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경우, 제도권 안의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를 오가는 과정에
서 겪는 여러가지 고민과 결정, 그 결과들을 경험한 삶의 단면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
다. 다만 중3 패널의 경우 2017년 패널 구축 시기에 일반중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했다가도 대안학교로 다시 학교를 옮긴 경우가 있
어, B5, B6과 같은 일부 중3 패널의 학교생활 경험은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학교생
활 경험과 유사한 경우가 있다.

가.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전환을 일으키는 탈북
탈북의 의미는 이를 경험하는 주체와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탈북이라는 경험이 서른 한 명의 탈북청소년에게 반드시 전환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가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네 개의 패널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에게 탈북은 정치적 자유나 생활환경의 개선이기보다 가족과의 만남과 헤
어짐으로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의미화 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탈북은 그
행위 자체로서 자동적으로 ‘전환’을 일으키거나 ‘전환점’이 되지 않는다. 탈북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이로 인한 감정의 변화나 삶의 목표가 변하는 과정들을 통해 비로
소 탈북은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전환점(turnings point)으로서 역할한다.
탈북이 생사를 건 위험을 감안해야하는 행위이며, 삶의 터전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사
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접적인 전환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탈북을 결정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3 패널
이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탈북당시 초등학교(북한의 소학교)
에 다니고 있었던 연구참여자가 많았다. 따라서 보안이 매우 중요한 탈북에 대한 결정은
어른들에 의해 주로 내려졌고, 연구참여자들은 친척집에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하
는 말을 믿고 집을 나선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비교적 안전
한 경로로 탈북한 경우에는 탈북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거나, 면담을 진행하는 당시에 깊
게 뇌리에 남을 정도로 특별한 일이기보다 우연적으로 생긴 삶의 반경의 이동 정도로밖
에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십대 중반이나 그 이후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직접 결정한 중3 패널 일부 학생의 경험은 조금 다르다. 특히 북한에서 경제적으로나 신
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경에 처했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의 ‘기회’를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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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탈북을 처음 결심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삶은 큰 전환을 맞이한다.
공통적으로 네 개의 패널에서는 탈북이 가족의 해체나 재구성으로 연결될 때 삶의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전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는 자신의 탈북 뿐 아니
라, 가족구성원의 탈북, 또는 탈북한 어머니와 중국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한국으로 떠나
간 경험을 모두 포함한다. 북한에서 가족 일부가 먼저 한국으로 떠나고 남은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전환을 경험했다. 주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고통과 ‘탈북한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의 대우가 하루아침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험
을 했고, 친척집이나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와 함께 살며 불안과 핍박을 겪게 되는 경
우도 잦았다.
이후에 청소년들이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경험은 가족과의 재결합 및 새로운
가족과의 재구성이라는 면에서 단순히 국경을 넘는 사건을 뛰어넘는 전환의 경험을 제공
하였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떨어져 살던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의 만남은 순조롭기보다는 여러 불협화음을 일으켰고, 그동안 떨어져 살던 양육자가 새
롭게 꾸린 가정이 있을 경우 난생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부르며 어울려 살아가
야하는 스트레스로 탈북 과정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중국
에서 출생하거나 오랜 기간 거주하던 청소년들은 언어적, 문화적으로 공통점을 찾기 어
려운 가족들과 지내야 하거나, 다시 만난 양육자와 대화도 통하지 않아 힘들어하기도 했다.
따라서 탈북의 과정을 전환의 경험으로 이해할 때, 이를 단기간에 ‘국경을 넘는 행위’
로 촉발된 단수의 전환점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전환으로 경험되는 탈북은 북한,
또는 중국에서부터 탈북청소년들이 겪어야 했던 먼저 탈북한 가족과의 이별에서부터 시
작하여 여러 국경을 넘는 가운데 몸을 숨기거나 도망다녀야 했던 트라우마적인 기간, 한
국에 입국한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의 재결합하는 과정이 드러내는 갈등을 포함하
는 누적적(cumulative)이고 과정적(gradual)인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Mandelbaum,
1973: 181; Denzin, 1989, Pinder, 1994: 212-213에서 재인용).

이처럼 탈북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국가를 이동하거나 새로운 사회로 거처를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그렇기에 삶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탈북의
의미는 다양했지만, 무엇보다도 주체가 본인이던 가족구성원이던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
람들과의 이별을 일으키고, 새로운 가족의 구성이나 재구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연구참
여자들의 삶에 큰 전환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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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적 공간 변화와 전환의 경험
생애사 연구에서 제도적 공간의 변화는 개인 삶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제
시되지만(Kohli, 2007), 그것이 반드시 전환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제도적 공간의 변화로
는 크게 학교급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학생들
이 속한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시간적 변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소속의
변화이다. 또한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실업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시작하
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 공간 변화에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 개인의 삶에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경험한 제도적 공간의 변화와 이에서 기인하는 전환 효과가
패널별로 달리 드러났다. 먼저 초6 패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이 갖는
전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중3 패널의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
학은 커다란 전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한 이유로는 먼저 초등학교에
서 중학교로의 학교급 변화가 학생의 북한 배경 공개여부나 교우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탈북청소년들은 한국에 온 이후 첫 번째 다니게 되는 정착지 학
교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탈북배경이 드러나곤 한다. 본 연구의 면담 자료에서도
드러나듯 학생 스스로가 차별의 경험을 받기 전에 스스럼 없이 배경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교사의 부주의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지역에 사는 부모의 탈북배경이
밝혀지면서 소문이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개 이후 많은 학생들이 차별이
나 놀림,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한 부정적 경험 이후에 새로 만나는 사람들
에게나 혹은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는 자신의 북한 배경을 밝히지 않겠노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김정원 외(2016)의 연구에서도 밝히듯 새로운 학교로 진학한 경우 이전 학
교의 학생들로 인하여 탈북청소년의 출신배경이 공개되는 상황이 일어나곤 한다. 특히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군이 배정되기 때문에 한 번
공개된 학생의 배경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 같은 중학교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학교급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이미 탈북청소년의 교우관계는 이전
학교급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안에서 탈북청소년은 자신의 북한 배경에 대하여 공개여
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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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커다란 전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의 중3 패널의 면담자료 외에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경험을 한 졸
업 이후 패널이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면담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경험
이다. 이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학생의 진로 관심이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이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발생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3 패널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지역의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한
단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같은 중학교 또래들이 진학한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
는 학생들의 수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했을 때보다 월등하게 낮았다. 따라서 대
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자신의 북한 배경을 알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청소년들은 이
를 실천하였고, 자신이 원하지 않게 배경이 폭로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등학
교에 진학한 이후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변화해서 스스로 배경을 밝히게 되거나, 친구
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든 이후에 밝히게 되는 등 자발적 의지로 배경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단순히 학교급의 변화를 넘어, 진로와 취업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탈북청소년들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되는 전환 경험을 제공하
였다. 특히 진학 가능한 고등학교의 종류나 지원방식, 졸업 이후에 선택가능한 진로방향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학생들은 제한적인 정보접근성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험을 하게된다. 2017년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고
등학교 진학을 결정한 중3 패널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학생들은 탈북민 부모로부터 관
련 정보를 얻을 수 없었으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진학정보를 찾거나 친구들의 이야기, 또
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제한적 정보에 의지하여 고등학교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
에서 많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학교로 원서를 잘못 쓰거나, 지원시기를 놓치거나, 학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입학원서를 쓰는 등의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연
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삶은 원치 않는 학교로의 진학에서 오는 좌절, 교우관계 및 생활
반경의 변화에서 오는 영향으로 단순한 ‘진학’ 이상의 다양한 전환시기를 맞이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이나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제도적 변화
역시 탈북청소년의 삶에 큰 전환의 계기로 작동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패널이
나 일부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패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
이었다. 우선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동안 의지해왔던 주양육자로부터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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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험을 한다. 특히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
적 독립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아르바이트 등 경제생활에
참여하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조금씩 재정적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집에서 먼 곳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이
성친구와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등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
연스럽게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 생활
을 하던 때부터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기숙형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사례도 많았지만, 자신의 생활이 교사나 시설의 보호자에게 매일 노출되고 관리받
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는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불완전한 형태로라도 스스로의 삶의 규
칙을 만들어나가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이처럼 독립적인 생활패턴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전환들은
삶의 다양한 위기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것은 성인으로서 자신과 가정의 수입
에 대해 갖는 경제적 부담감, 새로운 직장이나 대학생활에의 부적응, 달라진 가정 내의
관계구도로 인한 갈등구조 등이다.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은 이처럼 새롭게 접하는
복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저마다의 새로운 행동과 사고의 변화를 일으키며 대응하는 모습
을 보였다.

다. 전환의 촉진제로 역할하는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의 전환 사례들과 그 사례에서 발견되는 전환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전환이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촉진된다는 점이다. 전환의 계기
는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 외부적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하지만, 친구나 교사, 자원봉사자,
멘토 등 의미있는 타인과 맺는 질적인 관계의 변화는 패널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는 전환의 특징이었다.
◦ 교사와의 관계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의미있는 타인의 존재는 교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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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입국초기나 각 학교급으로의 진학 초기에 만난 교사와의 관계는 향후 한국에서
의 학교 생활, 또는 해당 학교급에서의 적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많은 학생들은
초등학교때 만난 교사와의 만남을 의미있게 기억했는데, 중국이나 북한에서 입국한지 얼
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적응을 도와준 교사들의 존재는 이들
이 학교에 마음을 열고, 학교 수업이나 교우관계,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그러한 전환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교사와의 깊은 갈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학교 생활
의 적응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었다. 반면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교사의 존재는
학생들이 때로 다양한 문제 상황으로 학교를 떠났다가도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단독입국 학생에게 미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컸
다. 중3 패널에서 발견된 단독입국 사례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급을 돌보며 따뜻하게
대하는 담임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는 학생의
학교 적응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당 패널은 담임선생님과 개인적으로 특별
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따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일상적인 담임교사와 소속 학급의 학
생정도의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태도는 고등학
교 진학 이후에도 선생님께 따로 연락을 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으로 선생님을 꼽고, 학교
적응의 계기로 삼을 만큼 단독입국 패널에게 영향을 미쳤다.
선생님과의 긍정적으로 의미있는 만남은 학교급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전환을 일으
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때 만나는 선생님들은 주로 한국에서의 삶과 학교생활
적응 전반의 인상을 좌우하는 존재로, 이들과의 신뢰관계는 이후에 만나는 교사나 성인
인 법적보호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짓도록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중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과의 의미있는 관계는 초등학교에서의 만남과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교
과를 다같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와 달리 교과담당교사가 많은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특정 교사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해당 교
과를 열심히 공부하거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일반 수업보다 활발한 방과후 학습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앞서 기술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환의 모습과
유사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의 면에서 전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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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전공 선택,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이어지는 대학이나 대학의
전공 선택, 진학과 취업 사이의 결정, 실습 회사의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교사의 역할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의미있는 관계를 맺은 교사의 경우 학생들은 교사의 조언을 깊이 있게
경청하고 이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하거나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졸업 이후
패널에서는 이같은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학의 교수나 직장에서 상사와 맺게 되는
관계는 초중등학교에서 맺게 되는 교사들과의 만남과는 질적으로 달랐으며, 관계가 있더
라도 그 깊이가 얕아, 전환을 일으킬 만큼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의 전공 교수와 청소년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였다.
◦ 교우관계
두 번째로 교우관계는 공통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의 삶과 교육에 큰 전환효과를 일으
키는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로 드러났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맺는 관계의
질에 따라 자신의 탈북 배경을 공개하거나 숨기는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
는 사실이나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거나 놀림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에 맺게 되는 친구관계에서 철저히 자신의 배경을 숨기기로 결단하였다.
이러한 차별경험은 대다수의 학생이 겪은 것으로, 주로 입국초기 저학년에서 경험되었
다. 그러나 이후에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새롭게 만나거나, 상대가 자신의 탈북
이라는 배경으로인해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쌓인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경우에
는 다시 그 결심을 바꾸어 배경에 대해 공개할 용기를 얻어 조금씩 스스로 북한 배경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처음에 자신의 배경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결단
을 자발적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 종
단연구의 연구자에 의해 배경 공개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음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 겪은 교우관계의 위기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전체에 부정적인 전환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패널 공통적으로 이러한 교우관계의 영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보다
초중등학교에서 더 크게 드러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교우관계의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교우관계의 위기는 비밀을 공유하거나 서로 신뢰했던 관계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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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되며, 때로
는 폭력적으로 심하게 싸우는 등의 갈등을 겪는 형태로 드러났다. 동시에 관계가 깨지면
서 탈북청소년의 배경이나 숨기고 싶었던 가정상황이 폭로되는 경우도 많았다.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의미있는 타인으로서 친구와 깊은 관계를 형성한 뒤에 겪는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이후의 학업에 대한 동기나 학교적응, 심리정서적 상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때로 교우관계는 교사와의 관계와도 연계되어 작동하였다. 학생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또래 멘토를 만들어준다거나,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학급문화를 보다 통합적으로
만들고, 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과후 활동이나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배려는 교사가 탈북청소년이 학교에서 새로운 교우관계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청소년의 적응과 교우관계 형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라. 전환의 계기로 작동하는 다양한 성취 경험
학교나 사회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성취 경험은 패널 공통적으로 탈북청소년의 삶
의 태도와 동기를 변화시키는 작용점이 된다. 그러한 성취의 종류는 패널이 당면한 환경
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였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사례로 등장하는 성
취경험은 학업성적이다.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결과로
성적이 오르거나 교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경험은 이후에 해당 과목이나 다른 학습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취경험은 또래나 교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경험이나 체육대회
등에서 수상을 하는 경험, 반장으로 선출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험 등 다양한 형태
로 일어난다. 특히 북한 출생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탈북청소년의 발표 경험 중에는 자신
의 탈북배경을 바탕으로 한 발표 경험들이 자주 드러났다. 통일이나 북한인권 등의 주제
로 이야기하는 환경에서 자신이 경험한 북한이나 탈북청소년으로서 통일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맥락, 또는 북한에 대한 잘못된 한국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맥락에서 발
표나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후에 유사한 발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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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긍정적인 전환 경험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러한 긍정적 성취경험은 특히 자신이나 가족이 탈북한 배경에 대해 더 이상 감추지 않게
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오히려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적응전략으로 삼거나, 한국 사회
에서 특별한 존재이자 ‘어려움을 이겨낸’ 대상으로 스스로를 재발견 하며 정체성을 새롭
게 정립하고 이를 친구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관계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성취경험이 발견되었다. 관련 예로는 친구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또래관계에서의 자신감을 갖게 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차별받는 상
황에 대해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이를 언어적, 신체적
으로 표현한 경험, 특정 계기로 자신과 전혀 다른 환경과 연령의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게
됨으로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힌 경험들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관계차원에서의 성공적인
성취경험은 이후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형성의 장면에서 더 자신감 있게 다가
가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전환의 계기로 작동하였다.

마. 가족의 전환과 맞물려 일어나는 전환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의 전환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전환 경험이 가족의 전환과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전환이
갖는 특징 중 하나인 관계성을 가장 밀접하게 공유하는 대상이 가족인 데에서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함께 탈북한 가족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해가는 지에 따라 탈
북청소년들 또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전환은 자녀
의 전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새로이 배우자나 연인을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 청소년들에게는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와 같은 양육자의 등장과 상실이 일
어나기 때문에 이에서 발생하는 충격이나 적응에 드는 노력, 거부반응으로 인한 전환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가정이 여러 국경을 넘는 가운데 가족의 해체와 재결
합, 재생성을 흔히 경험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김지수 외, 2017; 김정원 외, 2018), 이
와 같은 전환경험은 전체 연구참여자 패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전환의 특징 중 하
나이다. 또한 먼저 한국에 들어와 성공적으로 초중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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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생활을 하는 친척이나 형제의 모습을 관찰하는 어린 연령의 탈북청소년 역시 이
들의 모습을 하나의 롤모델로 삼아 따라가며, 유사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한 모습
을 닮고자 애쓰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때로는 부모님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경험을 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부정적인 전환을 경험할 때, 청소년들이 이에 반응하여 피양육자에서 양육자의 역
할을 하게되거나 이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전환기를 맞기도 한다. 주로 이러한
경험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중3 패널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패널에서 발견된다. 이는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이 부모의 적응보다 더 가속도가 붙고, 신체적으로도 부모
만큼, 때로는 부모보다도 더 건장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시작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취업, 장학금 등을 통해 조금씩 가정의 경제생활에도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한국에서 초중등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성인으로 한국에 입학한
부모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한국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 변
화는 자신의 크고작은 의사결정을 부모 외의 정보원을 바탕으로 내리거나, 부모에게 한
국 사회와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나아
가서는 경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족의 탈북에 일조하거나, 가계에 돈을 보태는
등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겪는 탈북청소년들의 역할 변화는 곧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할지, 그 가운데 탈북민 가정에서 자신
의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게 하는 전환의 계기로 작동한다.
또한 성인이 된 졸업 이후 패널의 경우, 자신보다 손위 형제자매가 한국 사회에서 대
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등 초중등교육 기간을 넘어 더
넓은 삶의 전환을 맞이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삶의 계획과 실
천에 변화를 결심하기도 한다. 초중등학교 학생 시기이거나 사회 초년생이었던 자신에
비하여 그 이후의 삶의 단계를 먼저 걸어가며 적응하는 형제자매의 모습은 때로 좋은
청사진이나 반면교사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기도 한다.

바. 언어의 문제가 전환으로 드러나는 생의 단계
언어의 문제는 중국 출생이나 한국 출생 모두에게 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전환의 계기
를 제공한다. 언어가 주는 영향은 단연 중국어가 익숙한 탈북청소년들에게 더욱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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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특히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여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는 탈북청소년들의 입국초기 학교생활은 한국어 실력이 적응의 기준점이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 탈북청소년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언어의 한계가 클수록, 학
교에서 학생이 이해하는 수업의 정도나 맺을 수 있는 교우관계의 폭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김정원 외 2016; 김지수 외, 2017; 김정원 외, 2018).
그러나 북한에서 태어나 조선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언어의 문제
는 지속적으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언어는 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쓰던 조선어 억양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자신
의 배경이 드러날 것에 대해 염려하며 학교생활을 하거나, 강원도에 왔다는 등의 거짓말
을 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식 농담이나 지명이 나올 때마다 ‘아는 척’을 하며 위기
를 모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의 어려움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입국초기에 더욱 단적으로 드러나다가 서서히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며 그 영향력이 조금
씩 줄게 된다.
중국어나 조선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모두 일정기간의 입국초기 적응기간
을 지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중학교 고학년에서 고등
학교에 진학하며 교과의 학습 수준이 높아지면서 학습한국어에 대한 필요가 다시 대두된
다. 교과별로 여러 개념어가 등장할 뿐 아니라 입국초기의 학습격차를 따라잡는 데 필요
한 추가 학습에 요구되는 언어적 능력이 생활한국어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언어의 문제는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취업을 해야 하는 생의 단계에서 다시 큰 영
향을 미친다. 이는 중3 패널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실습할 회사를 찾아
야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패널 학생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
학교에서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교사나 친구들이 있고, 학습한국어 면에서는 학년이 높아
지면서 어려워지는 어휘나 개념어로 인해 성적에 영향을 받지만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이
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취업이나 실습을 위한 면접 단계에서는 남아있는
북한 말투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편견을 가진 면접관을 만
나게 되는 등 다시 언어적 한계로 인해 고민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한국어로 면접을 보는 연습을 하거나, 어투가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자신의 탈북 배경이나 그에서 기인한 언어적 한계가 한국
의 사회진입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애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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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종교생활을 통한 전환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의 전환 경험 중 일부는 종교적인 계기로 일어났다.
이러한 특징은 종교생활을 시작하거나, 종교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혹은 이에 열심
을 기울이는 등의 행위가 학생 개인의 삶의 방향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종교생활을 함께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종교는 개인이 생활
하는 삶의 패턴을 새로이 형성할 뿐 아니라, 관계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치관과 세계관
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각 패널에서 발견되었다. 패널별로는 한두 사례
에 그쳤지만, 그 영향은 삶의 전환경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초6 패널이나 중3 패널에서 종교생활로 인한 변화는 부모가 종교생활에 참여하는 형
태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부모와 함께 종교기관에 다니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함께 하는
등의 형태는 학생들로부터 기인한 것이기보다 부모의 영향으로 시작되어 함께 공유되었
다. 대부분 이러한 형태는 부모가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선교사의 영향을 받거나,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회 등 종교기관의 도움을 얻음으로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
한 새로운 생활패턴의 시작은 학생이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던 것으로서 사
례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한국에 온 이후 시작되어 유지되기도, 중간에
사그라들기도 하였다. 초6 패널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며 대화
를 나누고 관계를 쌓는 계기를 삼았다가 학년이 올라가며 이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지는
사례가 있었다. 중3 패널에서 발견된 몇 개의 사례에서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종교
생활로 학생들이 기도 등의 행위를 통해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미래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역할하거나, 종교기관을 하나의 대인관계
형성과 훈련의 장으로 삼아 탈북청소년이 더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로써 자
신감을 향상시키는 매개로 활용된 경우들이 관찰되었다.
고교 졸업 이후 패널과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는 초6 패널 및 중3 패널에서
관찰되는 것 보다 더 주체적인 종교 관련 활동이나 이를 통한 삶의 전환 경험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일부 고교 졸업 이후에서 드러난 사례는 부모의 종교 활동과도 맞물려 삶의
전반적인 목표, 방향, 전략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 발견된 사례는 종교생활을 통해 위로를 받는 등 청소년의 내면이 변화되고, 이
러한 경험이 가족과의 관계 변화의 시작점이자 원동력이 되어 연구참여자가 깨어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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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
종교생활은 전체 패널 중 일부에게서 드러나는 전환 계기이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삶
의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전환을 일으켰고,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초6 패널
보다 중3 패널, 대안학교 및 학교밖, 졸업 이후 패널로 갈수록 더 강하게 드러났다. 동시
에 가족의 종교생활과 청소년의 종교생활이 그 계기나 작동형태의 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 성찰을 통한 전환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실패 경험 또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성찰을 적극적인 전환 계기로 삼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전환이 외부적인 사건이나
영향에 의해 일어나고, 탈북청소년은 수동적으로 이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
어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가운
데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전환을 통해 새롭게 맞이한 삶의 궤적에
맞추어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특징
은 초6 패널보다는 중3 패널, 졸업 이후 패널,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 더 뚜렷이
드러났다.
면담을 통해 드러난 탈북청소년들의 성찰은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여, 이를 패널별
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3 패널이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의 선택과 입학, 전학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이후의 성찰이 향후 이들
이 어떻게 생활할 지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환의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
다. 특히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경우 형태와 특징이 다양한 학교들을 선택하거나
떠나는 과정에서 이전 학교에서의 자신의 생활 태도를 돌아보고 어떠한 학교로 가는 것
이 자신의 삶에 유익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새로운 학교로의 전학 또는 입학 이후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일반중학교를 졸업하고 특성화고등학교나 대안고
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의 전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의사
와 무관하게 밝혀진 탈북 배경이나, 이로 인해 주눅들어 생활했던 중학교에서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이와 떨어진 새로운 환경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성격,
교우관계, 진로 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활패턴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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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이후 패널에서 대학에 진학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휴학을 계기로 지난 대학에서
의 삶을 돌아보고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의 면면을 경험함으로써 성
찰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탈북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이 혼란
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단계를 통과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데(박은미·
정태연, 2018), 이러한 과정을 휴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돌아보고 자신이 결정한 대학과
전공이 옳은 것이었는지를 점검하며, 그것이 아닐 경우 진로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휴학 시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은 학업에 대한 동기를 되살
리거나 다시 대학 또는 전공을 바꾸는 등의 전환 경험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성찰의 계기는 다양하였다. 사례에 따라 심리 상담을 통해 그동안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고 변화를 꾀하는 경우, 학업이나 적응적 실패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이
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삶의 목표를 새로이 세우는 경우 등 여러 패널에서는 저마
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발판으로 전환의 계기를 삼는 경우가 여럿
발견되었다.
동시에 북한에서나 중국에서의 삶, 탈북경험이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북한에서의 생활에 비하여 자신의 한국에서 누리는 경제적 조건을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북한 또는 중국에서 맺었던 관계의 질에 비하여 한국에서 갖는 피
상적이고 경쟁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겪는 어떠한
삶의 실패들도 생사를 걸며 국경을 건너야 했던 탈북사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이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를 살아갈 힘이나 이유를 찾는 경우도 여러 패
널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찰적 경험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생의
성취경험, 실패경험 등을 통해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후의 삶에 대한 방향을 결정
하는데 영향을 주는 전환 기제로 작동하였다.

2

탈북청소년의 배경변인별 전환의 특징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에서 드러나는 주요 전환점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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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보기보다,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출생지, 청소년들이
처한 가정환경, 성 등 다양한 배경변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탈북청소년의 전환 특징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전체 탈북청소년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네 개의 패널이 연령 및
학교급에 따른 전환의 특징을 보여준다면, 본 절에서는 이를 학생의 출생국, 가정환경,
성의 차원에서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

가. 출생국 및 모국어와 관련한 전환
지금까지의 2주기 탈북청소년 종단연구의 연구 결과는 출생국의 의미가 탈북청소년
의 내부 집단을 분류하기에 모호한 개념임을 밝혔다(김정원 외, 2018: 273-274). 이는
출생국으로 대표되는 북한, 또는 중국이 가지는 지리적, 경계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학생이 경험하는 언어적, 문화적 환경과 이에서 기인하는 영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부나 통일부의 정책은 대학특례입학, 학비지원, 교육부에서 실
시하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을 출생국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언어를 습득하기 전 북한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중국에서 오랜기간 생
활하여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중국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실제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와 규제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문화적 차이
는 탈북청소년의 전환 경험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다음의 표는 출생국 별로 차등
제공되는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1> 출생국별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현황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18: 3, 김정원, 2018: 275 재인용을 수정보완; 남북하나재단, 2019)
구분

북한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학특례입학

가능(정원 외)

가능(정원 내)

해당 없음

학비지원

가능

일부 지원 가능*

해당 없음

교육부(교육청)
지원 사업 참여

가능

가능

교육청마다 다름

* 2020년 대입 기준 외부 기부금 연계를 통해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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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의 출생국 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Ⅴ-2>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패널의 출생국
구분

세부 유형

1주기 연속

2주기 신규

계
총계

출생국별
북한

중국

고교 졸업 이후

7

-

초6(중1)

7

3

중3(고1)

5

4

대안학교 및 학교 밖

3

2

22
(71%)

9
(29%)
31
(100%)

◦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중국은 진로설계의 대안이자, 전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에게 중국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나,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중
국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진로설계의 대안이자, 향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전
환 가능성으로 존재하였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중3 패널 중 중국 출생 청소년
은 대부분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
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때로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문화적 경험과 추억,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자신이 향후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따라
서 B7과 같이 중국의 친구들과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거나, 향후에 다시 중국으로 돌
아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계획, B1, B9과 같이 중국에서 살고 싶다거나
한국에서 취업하더라도 중국어를 활용하여 중국에 출장을 가는 등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은 중국이라는 문화적 자산이 자신의 진로설계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B7은 이러한 생각이 확대되면서 한국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중국으로 떠
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가졌다가 이것이 좌절되면서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례
이다. 특히 한국에서 자신이 한국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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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자신이 없을 때 중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하였고,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친
구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동시에 일부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 드러나듯 국적 선택의 순간에 언제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한국에
서의 삶의 경로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북한 출생의 경우 북한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인데 반하여, 중국은 중국출생 청소년들이 미래에 활용가능한 잠재적
자원이자 전환 가능성을 내포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탈북경험은 크고 작은 성취 기회와 전환 계기를 제공한다
학교나 사회에서 북한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북한, 또는 탈북이라는 배경
을 숨기고자하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이를 드러내도록 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특히 최근에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변화나 평화로운 남북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학교 안팎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의 패널
중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배경을 숨기기
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전환에 일조하는 등 통일이나 평화 관련 행사를 긍정적인 성취경험
으로 삼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전환의 계기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중고등학
교에서 실시되는 통일글짓기나 통일교육주간에 실시되는 나의 주장 말하기 대회, 사회에
서 실시되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한국 또는 외국 사람들의 편견을 바꾸는 활동이나, 평화로운 남
북관계를 위한 의견을 주장하는 등의 이러한 행사는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청소년들만 참
여하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중국 국적의 탈북청소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 중에는 어머니의 탈북 과정을 함께하면서 제3국 수용소 경험을 한 경우도
있고, 가족관계의 해체와 재구성을 경험하며, 어머니의 탈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함께 겪는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주관
하는 프로그램들은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들만 북한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암묵
적인 기대를 기저에 가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들 역시 탈북이나 통일의
문제가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탈북이 발생
하게 된 구조적인 남북관계의 문제는 출생국과 상관없이 모든 탈북청소년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더욱 이러한 통일이나 북한,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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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주제가 다루어지는 맥락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 경험만을 요구하
는 프로그램들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출생국별 특혜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험은 긍정적, 부정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한다
탈북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출생국별 특혜와 정책의 차이를 몸소 경험하
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 또는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에서는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
청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출생국별 혜택의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출생 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특례입학을 통해 대학에 지
원하고 정원 외로 입학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북한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의 공개는 동시에 또래에게 자
신의 배경을 드러내야만 하는 사건이 된다. 동시에 입시로 힘들어하는 주변의 친구들에
게 탈북청소년으로서 자신이 받는 상대적 혜택을 미안해하게 된다. C8의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친구들 몰래 대학 원서를 숨어서 써야했던 시기를 자신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
던 부정적 전환의 시기로 기억하고 있다.
반면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대학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탈북학생 대안학
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진로지도를 여러 해 했던 교사는 입시기간을 ‘북한 출생과 중국
출생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대학 진학이 어려울 뿐 아니
라,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제적으로 학생이 짊어져야 하는 짐도 커질뿐더러 초중등학교
에서와 같은 지원이나 돌봄이 없고, 만 19세가 되면서는 국적 선택 또는 군복무라는 선
택의 기로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출생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성
적의 한계 가운데에서 직업전문기술학교로의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등
록금이나 대학입학에서의 특례 적용은 이들의 출생국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
들은 이 가운데서 서로 다른 맥락에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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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의 언어 학습은 전환과 연결되어 있다
탈북청소년의 언어는 적응과 관계형성의 핵심요인이며,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전환에
언어의 습득이나 활용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태어난 국가보다는 학생
들이 모국어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리 드러난다. 북한에서 태어났다 할
지라도 중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어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국에서 출생
하여 자라다가 한국에 입국한 학생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할
지라도 환경적으로 조선족들과 교류가 많았던 학생들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
한 학생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김정원 외, 2018).
한국의 학교에 처음 입학한 시점에서의 언어능력은 특히 이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패널에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한국어가 익숙
하지 않았을 때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공유하였다. 또한 다문화교육 차원에
서 학교가 한국어 강사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거나, 멘토링 등의 학습기회를 통해
한국어 수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였을 때 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우관계의 질적 개선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A8, B3). 한국어가 어려운 학생들은 일정기간 언어적 적응이 될
때까지 학교에서 중국계 친구들과 중국어로만 대화하거나,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쳤고 이는 이후에 한국어 활용능력이 높아짐
에 따라 개선되었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의사소
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B9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전혀 하
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한국에서 B9를 데려온 어머니 역시 중국어
대화가 어려웠다. 게다가 새로 생긴 동생이나 새아버지가 모두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
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중국어를 배우고, B9는 한국어를 배워가며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다. 이는 B9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 안에
서도 정서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처럼 어머니나 아버지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어린시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만큼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가족관계의 형성 면에서도 언어는 학생들의
관계 적응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중국어를 새로운 문화적 자본으로 활용하여 이를 특기로 활용하거나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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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전환의 계기로 삼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는 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
의 이중언어능력을 키워주고자 노력하는 학교 교사나 학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입국초
기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시기에는 대다수의 교사나 학부모가 탈북청소년에게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끼리 있더라도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도록 지도하고, 집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게 주의를 주고, 때로는 중국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도 지우게 한다(B9). 그러나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
에는 오히려 학교 중국어 시간에 앞에 나와서 친구들을 가르쳐주도록 하거나, 중국어 말
하기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중국어 동아리나 종교기관 등에서 중국어 강사 활동을 하
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회로 이들이 중국어를 잊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교사나 학부모는 탈북청소년이 향후 진로를 설정할 때도 이를 특기로 활용하게 지도하였
다. 이러한 경험들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맥락에서 자신
의 언어가 학습과 취업 면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우는 전환의
계기를 제공한다.
반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조선어를 쓰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조선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탈북청소년들은 다른 차원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지닌다. 중국어는 하나의 학업
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조선어는 그 어투나 어휘, 문법 면에서 생의
어느 시기에서나 ‘어서 잊어버리거나 한국어로 대체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
적응의 초기에는 자신의 북한 배경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선어 억양을 감추려고
하고, 가족이나 대안학교, 기숙형 방과후 숙소와 같이 안전한 공간에서만 활용하다가 다
시 공적인 공간인 학교나 거리에서는 숨기게 된다. 그러다 다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소 등 한국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차별받
지 않기 위해 말투를 감추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조선어는 과거의 언어
이자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는데 효용력이 없는 ‘죽은 언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억양 뿐 아니라 외래어, 줄임말에 대한 문화적
학습과 함께 일어나야하고, 학습한국어는 개념어의 수준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습 장면에서는 내용학습과 도구적 언어학습이 이중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김정원 외, 2018). 게다가 취업이나 입시를 위한 면접을 앞둔 고등학교 고학년
및 졸업 이후 탈북청소년들은 언어에 대한 자신감 저하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일상생활이나 학습장면에서 필요한 언어적 학습 외에도 공식적인 말하기
장면에서의 기능 학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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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환경에 따른 전환

가정환경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가족의 가계소득 수준이나, 학생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환경,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일면 이러한 가정환경은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갖는 특
징을 대변하고 있기에 본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 가계소득이 갖는 전환 효과는 미약하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가계 소득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소득을 보인다.
2018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연 평균 소득은 2,834.6만원으로 한국 평균 임금인 3,634

만원의 약 78%에 해당한다(남북하나재단, 2018: 66; 한국경제연구원, 2019년 보도자료).
특히 소득 분위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전체 23.1%
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의 경우, 월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패널은 전체의 56%로, 2018년 6월 기준 한국의 월임금 총액인 3,028,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용노동부, 2019: 14).
<표 Ⅴ-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패널 가계 소득 수준 (2019년 기준)
가계 소득 수준(단위: 만원)*
구분

세부 유형

200
미만

2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기타
(700이상)

1주기
연속

고교 졸업 이후

2

3

1

-

초6(중1)

6

3

-

-

중3(고1)

6

1

1

1

대안학교 및 학교 밖

-

1

-

-

14
(56%)

8
(32%)

2
(8%)

1
(4%)

2주기
신규

계
총계

* 소득에 대해서는 총 31명의 패널 중 25명이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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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에 대한 고민은 탈북청소년들의 전환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초6 패널이나 중3 패널의 경우, 학원비에 대한 고민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일례로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에게 앞으
로 한국에 올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냐는 물음에 ‘학원
비’라고 대답한 다수의 사례가 이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를 보여준다. 더욱이 일반고등학
교에 진학했다가 다시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로 옮긴 중3 패널의 사례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미 사교육을 통해 해놓은 선행학습을 따라갈 자신이 없고, 그
격차를 따라잡을 만큼 학원비를 댈 수도 없는 상황을 대안학교로 전학한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게다가 사교육이 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을 넘어서, 친구들이 방과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어울리는 곳으로도 작동하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부모의 소득에 대한 고민은 패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자신의 소득에 대한
고민, 부모 부양에 대한 고민, 이를 위한 진로 설계의 변화로 이어진다. 고등학생들의 경
우에는 취업을 먼저 해서 돈을 벌어놓은 후에,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오거나 대학에
갈 것을 고려하겠다는 이유로 특성화고를 선택한 비율이 전체의 60%에 이른다. 또한 자
신의 용돈을 직접 벌어 사용하는 고등학생의 비율도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성인이 된
패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연로한 부모를 모셔야하거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스스로
벌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면서 겪는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해결해보려는 노
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탈북청소년의 하위집단을 구분해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제
적인 어려움이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전체 패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었다.
부모의 가계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으로 하여금 특성화고 진학을 일반고 진학
으로 변화시키지 않았고, 성인이 된 탈북청소년들 역시 가계수입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면담을 통해
가정적으로 풍족해서 등록금의 고민이 없었다면 고교 졸업 이후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
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하위집단
으로 분류할 수 있는 비교집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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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의 거주환경이나 거주구성원이 전환에 주는 영향은 다양하게 드러난다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은 다양한 거주환경에서 다양한 거주구성원과 함께 생활
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숙사, 자취, 그룹홈, 기숙형 방과후
학습시설, 친척집, 자취 등 여러 형태의 거주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또한 함께 사는 대
상도 다양했다.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과 살고 있기도 했고, 양부모나 친부모, 단독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적보호자와 또래 탈북청소년, 기숙사의 경우 교사와 학교 친구들과
사는 등의 형태였다. 공통적으로는 친부, 친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전체 31명의 학
생들 중, 16%에 해당하는 5명 밖에 되지 않는다. 탈북의 과정은 그 자체로 가정환경의
다양한 변화와 가족의 해체 및 재결합을 수반하기 때문에 양부모와 생활하는 경우를 찾
아보기는 더욱 드물다. 따라서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의 거주구성원은 생애가 지나는 가운
데 여러 번 바뀌었다.
이처럼 여러 거주환경에서 다양한 구성원과 생활하는 탈북청소년의 생활환경이 각자
의 전환에 주는 영향은 여러 형태로 드러나기에 이를 범주화하여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육자의 탈북이나 이혼, 별거의 이유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그것이 생애 초기에 일어날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에게 부정적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탈북청소년이 탈북한 부모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가족 재결합에서 오는 갈등과 혼돈의 시간을 겪는데, B6과 같은 일부 학생의
경우, 이 시기를 부모와 떨어져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분리기간이 가족과의
갈등 해결 및 적응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단독입국청소년
의 경우, 그룹홈의 형태로 또래의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서 얻는 정서적 지
지가 컸다. 특히 부모나 그 외의 가족을 북에 두고 홀로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연대감은 학교에서조차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기 힘들 때 또래 단독입국청소년들과
이를 공개하고 서로 위로하는 가족의 역할을 대리적으로 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룹홈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소식을 전해 듣는 비공식적 방법을 공유하거나, 탈북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혜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도 역할하면서 단독입국
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에 다양한 전환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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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로 달리 경험되는 전환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의 전환 경험은 성별에 따라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전체 2018년 기준 누적 탈북민 중 여성은 74.8%에 해당
한다(남북하나재단, 2018: 21). 그러나 2019년 기준 전국의 일반학교와 기타학교에 재학
하는 탈북학생의 경우 전체 2,531명 중, 남학생은 1,278명, 여학생은 1,253명으로 각각
약 50%를 차지한다(교육부, 2019). 다음에 제시된 표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
년들은 패널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전체적인 생애사는 성에 의해 뚜렷이 구별되지 않지만, 대체로 같은 성에서
공유하는 전환 경험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Ⅴ-4>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패널의 성별
구분

세부 유형

1주기 연속

2주기 신규

계

성별

계

여자

남자

고교 졸업 이후

4

3

7

초6(중1)

4

6

10

중3(고1)

4

5

9

대안학교 및 학교 밖

3

2

5

15

16

31

(48%)

(52%)

(100%)

◦ 탈북청소년 중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가 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계기로 작
동한다
탈북청소년의 여러 전환들 중,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전환이 어머니와의 관계나 어머
니의 전환과 얽혀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
계가 핵심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경우는 특징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주로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헤어짐과 재결합에서 오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전환, 한국에서
재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는 어머니를 보며 더 열심히 생활해야겠다는 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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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등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남학생 뿐 아니라, 여학생들의 생애사에서도 드러나는 공
통된 특징이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어머니와의 갈등 관계가 학생의 삶 전체를 뒤흔드
는 큰 부정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다시 갈등의 회복으로 전반적인 삶이 안정기로
접어드는 긍정적 전환의 계기가 되는 등 어머니와의 관계가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주
등장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초등학생 때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그 이후 등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시에 이러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여학생들의 전환에 주는 영향은 어머니 생애의 전
환기와도 맞물려 일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B9의 사례와 같이 어머니가 자신
의 배우자와의 관계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딸인 B9에게 이성교제나 결혼, 성에 대해
조언하거나,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삶을 새롭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행동과 태도를 수정하
는 과정을 통해 여학생 자녀들과 맺는 관계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C1의 사례와 같이
어머니가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증폭이 그
대로 딸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엄마”와 딸(B6)의 관
계는 그 친밀감의 정도도 남학생에 비하여 더 두터운 듯하지만, 갈등의 폭과 깊이도 더
넓고 깊었다.
결국 탈북민 어머니와의 관계 가운데 여학생들이 받는 심리적 영향은 어머니의 정서
적 안정 및 전환 경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다수의 탈북민이 여성
이자 어머니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정서적, 관계적 전환이
특히 여학생 자녀들과의 전환과 질적으로 깊이 관련되어있다는 점에서 탈북청소년의 전
환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해는 여성 학부모의 전환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일탈행동의 수정과 관련된 남학생들의 전환 경험
남학생들의 경우 역시 그 전환의 특징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탈행동의 수
정을 삶의 전환의 계기로 삼은 것은 남학생들의 면담에서 주로 발견되는 특징이었다. 일
탈행동의 범위는 개인별로 다양하였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폭
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사례에서는 술이나 담배 등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영역의 일탈행동을 범하는 것이기도 했다. 때로는 그것이 심
화되어 가출이나 폭력사건에 연루되는 경험과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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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이러한 폭력적인 습관이나 일탈행동을 행하다가
이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일이나, 또는 새로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삶의 중요한
전환으로 보았다. 그 전환의 계기는 다양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학교에서 새롭게 적응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폭력적인 태도를 반성하면서 이를 전환점
으로 삼은 경우도 있었고(A8),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탈행동에
스스로 큰 변화를 주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마음 먹은 경우도 있었으며(B3),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어울리게 된 또래들로 인해 일탈행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경우(B1), 자신
의 본래 의도와 달리 몇 차례의 일탈행동으로 받은 보호처분의 경험으로 깊은 자기성찰
의 시간을 보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D3).
이러한 일탈행동과 관련한 전환 경험은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경
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탈북남학생의 경험 전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면담에 참여한 남학생들의 생애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이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킨 계기로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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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1

결론 및 시사점

종합논의 및 결론

가. 종합논의
본 연구는 각 패널별 삶과 교육의 전환 경험과 패널간 드러나는 전환 경험의 특징,
이질집단으로서 다양한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전환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탈북청소년 삶의 전환 경험이 이들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
서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탈북청소년의 전환 경험이 장기적으로 이들의 교육적 성장의 과정이 되려면 성찰적
사고와 외부환경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전체 네 개 패널, 31명의 탈북청소년의 전환을 그 성장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전환 경험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의 교육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결과를 예상하면서 현재 상황
에 대해 성찰하는 가운데 경험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는 과정”(김정원 외, 2016:
205)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개인의 삶에 대한 계속적인 반성적 사고와 이를 토대로 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전체 패널의 전환 경험은 아래 그림에 표현된 바와 같이 크게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이
변하는 축과, 내부적인 반성적 사고의 축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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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외부환경과 성찰적 사고의 관계가 전환 경험과 맺는 관계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강하게 제공되나, 이에 대한 청소년의 성찰적 사고의 기회가
없거나 부족할 때, 이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피동적 전환이자, 탈북청소년에게
부정적 전환을 경험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신이 왜 한국에 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결정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한
국으로 오는 탈북의 경험은 그것이 비록 물리적 이동에 의한 환경적 변화를 수반하고,
그 환경이 객관적으로 더 나은 질의 삶을 보장하며, 바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교육적 성장으로서의
전환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고통을 수반하는 부정적 전환을 경험하도록 하기 쉽다.
반면, 탈북청소년이 특별한 외부적 자극이 크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
는 다양한 행위, 즉 일기쓰기, 책읽기, 과거와 현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 등을 통한 성찰
적인 사고를 했을 경우 이는 학생의 생각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
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은 생각을 바꾸는 데 그치고, 그것이 자동적
으로 삶에 대한 태도나 행동의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바뀐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인 변화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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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관찰하고,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
워주는 멘토 교사나 양육자의 존재는 스스로 행동으로까지 연결시키기 어려웠던 학생의
결심을 일으켜 긍정적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생
이 아무리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애쓴다 하더라
도 가정이나 경제적 여건, 지리적 교육적 환경 등 탈북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인 제약이
클 때 이것은 쉽게 포기되거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 힘들다.
동시에 이러한 개인의 반성적 사고와 주변의 촉진적 관계 및 환경이 함께 작용할 때
경험되는 긍정적 전환은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자신의 삶의 미래 경험의 방향을 스스로
조정하는 교육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외부적 환경의 자극도 미미하고, 그것
이 청소년의 성찰적 사고의 발현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전환을 일으키기보
다는 단순한 외부적, 내적 자극으로 머물게 된다.
◦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개인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연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일어난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전환의 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있듯,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개인의
생애사에 국한된 것이거나, 단발적인 사건으로 촉발되어 하나의 전환점에 그치지 않는
다. 오히려 탈북청소년의 전환 경험은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경험하는 전환을 중심으로
아버지, 언니, 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 때로는 단짝 친구와 같은 타인의 전환과 밀접하
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환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있는 관계의 변화와 그 관계 안에 있는 대상의 전환도 함께 이해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하나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단수의 전환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생애의 여러 순간에 경험된 누적적인 사건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2가 남성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과
혐오가 변화되어 주변의 남성과 일반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한국에 입국
한 이후에 초기교육기관, 정착지학교, 그룹홈 등에서 맺게 된 다양한 관계를 통해 남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작은 상호작용들이 쌓이고 누적되어 조
금씩 남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 남성을 대하는 행동이 변화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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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례에서 관찰되듯 탈북이라는 배경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태도의 변화 역시, 단발적인 계기로 촉발되어 일어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배경을
공개해도 공격받거나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관계의 형성, 소수의 사람에
게만 배경을 공개하는 시도와 좌절, 공개했을 때의 긍정적 반응의 경험을 통해 점차 누적
적으로 전환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탈북청소년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떠
한 전환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전제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적 맥락에서
특정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교육자들이나 양육자들이 조바심을 내기보다
지금 해당 탈북청소년이 거쳐가고 있는 전환의 종류와 성격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생
애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개인의 전환을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이 맺고 있는 의미있는 관계의 망과 그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
는 전환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생애사적 경험의 재인식을 통해 재해석된다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개인의 발달과정에 따라 직선적으로 경험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점에 따라 생애사적 경험의 재인식(reconstruction)
과정을 거치면서(박성희, 2004: 247) 과거의 전환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해석하며, 의미
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탈북이나 전학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경험한 전환은 이를 돌아보고 인식하는 시점과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예를 들어, D4의 경우 어머니의 결정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대안중학교로 강제로 전
학을 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 1차 면담 시점에서는 그러한 환경 변화로 인한 우울감과
이로 인한 어머니와의 갈등, 새로 전학 간 학교에 대한 불만족, 학교생활의 어려웠던 점
을 기억하며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5차 면담에서 다
시 전학에 대해 회상했을 때의 시점은 대안중학교 이후에 일반고등학교를 거쳐 다시 대
안고등학교로 옮긴 이후이다. 이 때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예전에 대안중학교로 갔던 선
택이 자신의 결정이었고, 그러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며,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장단
점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탈북에 대한 전환 경험이나 자신의
탈북 배경에 대한 공개와 관련한 전환 역시 이들이 한국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삶의
맥락이나 시기에 의해 다시 인식되고 해석되며 그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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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통과의례처럼 성장단계에 따라 개인의 출생-탈북-입국적응과 같이 단선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전환을
경험했다고 해서 유사한 범주의 전환을 성취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전환 이전의 삶의 태
도나 행동과 유사하게 돌아갈 수 있고, 생애를 돌아보는 시점에 따라 달리 의미화될 수
있다.
◦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경험하는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다름과 차
이에 대해 통합적인 사회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입국 초기에 대다수의 탈
북청소년이 경험했던 차별과 놀림의 경험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어, 마
음을 열고 한국 친구를 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배경에 대하여 다시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먹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전환은 다시 이들
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교사나 친구와 새롭고 의미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 다시 긍정적 전환으로 바뀐다. 자신의 배경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성장 배경이 일반적인 한국 사람과 다르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을 대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관계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성인이 되어 취업 시장에 나가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다시금 ‘탈북민’이라는 꼬리표에서 오는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상대적
으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향이 많은 교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한국의
청년들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일방적으로 북한 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하거
나, 이를 꼬집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면접이나 회사생활에서 경험할 때, 탈북청소년들
은 입국 초기에 겪었던 부정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들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전환에 대한 분석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다름과 차이에 준비되
어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부정적 전환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것이 결코 개인적인 성향이나 조건, 생애사에 국한되는 이야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전환을 면밀히 분석하는 가운데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전환이 한국 사회
의 성숙도 및 불평등한 구조와 직결되어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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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의 전환은 탈북청소년 만의 독특한 경험이기보다, 한국 청소년의 전환경
험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른 한 명의 탈북청소년이다. 그러나 이들의 생애사는 탈북청
소년의 생애사인 동시에 한국 청소년의 생애사이다. 한국에 정착한 지 적게는 3년, 길게
는 12년이 지난 이들의 경험은 동시에 지난 3년의 한국, 12년의 한국에서 같은 문화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학교 및 사회구조 안에서 살아간 청소년
들의 경험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애사는 탈북이라는 맥락적 독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
시에 한국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학교와 길거리의 청소년의 생애와도 닮아있다. 따라서
이들의 전환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안에서, 청소년 전환 경험의 일
부로서의 일반성과 특별한 환경 속에 놓인 탈북청소년 집단의 고유성을 전제한 채로 이
해되어야 한다. 동시에 각 패널에 속한 생애사 역시 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Ⅵ-2] 탈북청소년의 전환 경험이 위치하는 스펙트럼

이러한 전제 아래,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청소년의 특징적인 전환 경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이 겪는 전환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겪는 학업과 진로의 고민,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머니에게 몇 달
간 학원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해 고민하다 학교를 옮겨버린 사례, 정서적으로 가족이 겪

316

Ⅵ. 결론 및 시사점

는 전환과 연결된 청소년의 전환 경험, 종교생활이나 상담을 계기로 삶이 전환된 이야기
들은 오늘 한국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매일같이 경험되는 전환의 사례이다. 다만 김정원
외(2018)의 연구가 지적하듯,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고, 가족구성의 면에서 더 다양한 변
화를 경험해야 했으며,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해야 했던 탈북청소년의 전환 경험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들이 북한이라는 맥락적 조건 하에서 조금
더 집약된 사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 대한 반
성과 개선의 방향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고민과 발전의 방향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나. 결론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
는 삶과 교육에서의 전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총 네 개 패
널, 서른 한명의 탈북청소년들과 그들의 학부모, 교사를 만나 지난 3년 간 축적된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진들은 무엇보다 탈북청소년의 전환이 갖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전환
의 특징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진들이 가장 주의했던 점 중 하나는 이미 연구된 전
환과 관련된 이론들로 틀을 만들어 연구에 참여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생애를 분석하지 않
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기존의 여러 생애사 연구들이 생의 통과의례
들을 거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과, 탈북청소년이라는 본 연구의 참여자가
갖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삶에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학습하되, 이를 기준으
로 연구참여자의 생을 도식적으로 분석하지 않고자 노력했으며, 근거이론적인 접근으로
연구 자료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전환의 특징과 요소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생애사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탈북청소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객관화하
기보다, 함께 생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가운데 전환을 발견하는 참여
자로 초대하는 과정을 포함했다. 연구자가 관찰자의 눈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서 탈북청소년들을 대하기보다는, 이들도 생애사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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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는 생에 대한 자세나 생각, 태도가 변하였던 사건과 시기들에
대하여 해석적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생애사가 주로 성인에 대한 연
구에서 사용되어온 방법이고, 결혼이나 이혼, 취업이나 은퇴 등의 사건들을 분석하는데
주로 적용되어왔기 때문에 청소년이 자신의 생애 경험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연구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따라서 생애사그래프 그리기, 성찰일지 작성과 같은
면담 보조 자료를 구안하여 청소년 대상의 생애사 연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
다. 동시에 생애사 분석은 연구자의 역할도 중요하기에 참여자가 직접 진술하지는 않지
만, 지난 3년간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변화되는 삶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도 연구자가
분석하였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교사나 학부모의 면담 자료를 참고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신규패널을 기준으로 총 다섯 번을 만난 탈북청소년들
은 그간 쌓인 라포를 기반으로 이전 면담에 비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어주었
다. 북한에서와 한국에서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꺼내지 않았던
삶의 고통들과 어두웠던 시간을 드러내기도 했고, 1차부터 4차 면담에서보다는 더 많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생의 여러 단면을 비추어보는
생애사 연구가 탈북청소년들이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나도록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연구윤리적인 차원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따라서 청소
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주제나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요구하거
나 묻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러나 모든 패널에서 연구자들은 올해 면담을 통해 지금까지
의 면담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생의 여러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어주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청소년들의 삶을 북한 또는 중국에서의 시점에서부터 한국에
서 학생 또는 성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점까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탈
북청소년들의 삶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탈북청소년들이 북한 또는 중
국에서 생애 초기에 경험한 사건들이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의 삶에까지 얽혀 영향
을 주고 있으며, 이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겪은 다양한 삶과 교육의 경험들이 이들이
오늘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얽혀있는지를 드러낸다. 그 과정
에서 보이는 청소년들의 전환경험은 외부적 영향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화되는 형태의 것
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양한 환경의 변화, 관계의 변화, 예상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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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나 누적된 감정 또는 반성적 시간들을 통해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며, 이에 반응하
는 마음의 자세를 결단하며 필요한 행동들을 선택하고 있는 적극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탈북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애쓰는
교사와 학부모,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들의 역할과 노력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는 많은 탈북청소년들의 전환 경험이 탈북청소년들만이 가지
는 경험일 뿐 아니라, 상당수 모든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는
우리가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이들의 경험이 무엇인가 일반 학생들의 경험과는 전면적으
로 다를 것이라는 편견을 일부 반박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이들의 전환에 대한 이해는
곧 우리사회의 모든 다양한 청소년들의 전환에 대한 이해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더 쉽게 차별과 몰이해에 노출되는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한 다양한 전환에
대한 고민은 곧 한국이 더 통합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는 고민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탈북학생들의 생애를 통해 전환을 들여다 본 올해 연구가
패널에서 탈락한 청소년들의 생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점이다(김정원 외, 2018: 324).
물론, 이에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어, 더 이상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
구’라는 연구의 제목이 어색해져버렸거나, 이제는 탈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서 연
구 참여를 중지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탈락한 패널들 중에는 견디기 어려운 삶의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기에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춘 경우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한 개입이 연구윤리를 넘어선 개입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웠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아직 외부인들과 연락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힘이 있는 청소
년들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보다 더 크고 다양한
탈북청소년 삶의 전환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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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가. 이론적 기여 및 시사점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4차년도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이론

및 후속 연구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탈북청소년 생애사 연구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 앞서 생애사 전환과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4차
년도 연구의 분석 초점인 전환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생애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을 통해 탈북청소년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기존의 생애사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어왔기 때문에(박성희, 2004) 성인인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큰 맥락에서 삶을 전환시킨 주요 사건, 주로 출생
과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은퇴 등을 충분히 회고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특정
경험이 그 이후 자신의 삶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성찰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활발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은 2019년 실시된 5차 면담을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부
터 20대 초중반의 실업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분석
을 실시하는 데는 연구방법적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사회제도적 변화와
함께하는 생애주기(life-cycle)를 주로 다루는 연구(Kohli, 2007)가 아닌,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환을 담을 수 있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전환
의 개념을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생애사 연구의 분석이론에서 차용하고, 본 연구
에서 전환을 ‘개인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또한 그러한 사건을 전환
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내려 탈북청소년의 미시적인 생활태도나 학습, 관계에 대한 다양
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여 전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동시에 연구 방법적으로는 탈북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를 가시화할 수 있으
면서도 억지로 밝히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적 경험은 제외시키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생애
사그래프를 면담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성인에게 기대되는 성찰적 생애사 재구
성 능력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동시에, 탈북청소년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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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릴지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을 구술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연구자의 기대와 가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개인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서 과거에 대한 성찰을 효과
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주요 사건에 대한 집약적인 설명과 표현,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생애사그래프가 담을 수 없는 삶의 미시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면담의 분석이 필수적이었다.
동시에 탈북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전환 경험의 특징과 하위범주별 전환의 특징 분석
을 통해 본 연구는 Mandelbaum(1973)이 도출한 전환의 특징을 확대, 보완시켰다. 그는
전환이란 개인적인 사건에 의한 변화이며, 그것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이든 우연히
일어난 것이든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의 차원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동시에
그러한 특징이 개인이 새로운 역할을 맞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거
나 심리적으로 새로운 자의식을 갖게 되는 측면으로 드러난다고(Mandelbaum, 1973:
181)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에 터하여 이러한 이론을 보완하여, 개인의 전환을 일

으키는데 중요한 외적 변화와 내면적 성찰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시에 그러한
전환 중에서도 긍정적 전환이 개인의 교육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촉진요인으
로 의미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또한 개인의 생애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연령과 성, 출생국 및 가정환경
을 지닌 서른 한 명의 탈북청소년의 생애를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는 각 패널의 생애에서
드러나는 전환의 다양한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중에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논의한
계획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전환, 단발적이기보다는 과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전환(Mandelbaum, 1973), 누적적이고 회고적으로 의미있는 전환, 주요하고(major) 작
은(minor) 전환(Denzin, 1989; Pinder, 1994: 212-213에서 재인용)의 특징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의 이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가족 또는 의미있는 타인의 전환과 맞물려 일
어나는 전환 간 관계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의 생애사 전반에 드러난 전환에 대한 다면적 고찰은 기존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사 연구가 탈북의 의미(원미순 외, 2015), 경계적 경험
과 정체성 재구성(조정아, 2014), 대학생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감(전정이·이은
미, 2018), 진로선택과정(신영·임미연, 2017), 학습자 정체성(유은정 외, 2010) 등의 분절
적 주제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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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연구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종단연구 및 생애사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탈북청소년의 전환이 부여하는 의미가 연구참여자의 삶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각 패널들이 경험한
전환에 대한 포착과 이를 통해 이들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발
견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생애의 특정 시기에 발생한 이 같은
전환이 이들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에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며,
이것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지에 대한 추적연구는 전환이 결국 개인의 교육
적 성장과 사회통합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생의 주요 영역과 전환, 적응에 대한 연구 초점이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추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차년도와 4차
년도, 5차년도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영역, 전환, 적응을 집중
적으로 연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6차년도에 계획되
어 있지만, 매년 청소년들의 성장과 함께 영역의 변화, 새로운 전환의 경험, 적응의 형태
를 담고 있는 자료 역시 연 2회 실시되는 면담을 통해 축적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삶
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축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고 축적되는 영역과 전환에 대한 추적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
에서 드러나는 각 분석 초점에 따른 결과는 6차년도의 종합분석에서 시계열적으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탈북청소년 생애사의 연구는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김정원 외, 2018). 특히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들
의 삶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과 북한, 중국을 매개하는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삶에
대한 이해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례에서 어머니가 북한
출신이 아닌 경우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단독 입국해야 했던 B3의 경우 외에는
전무하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 어머니와 탈북청소년의 관계는 이들의 교육적 성
장이나 사회의 통합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삶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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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어머니의 삶에 대한 이해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로서
의 어머니에 대한 역할적 분석을 넘어 여성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생애와 전환에 대한
분석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다.

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2주기 탈북
청소년 종단연구의 4차년도 연구이다. 특히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전환에 집중하여 수
행된 올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제도적 전환기 지원을
위한 정책, 심리정서적 전환기 지원을 위한 정책, 전환기 지원의 토대 강화를 위한 정책
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온 탈북청소
년 교육 지원 정책은 입국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단계별로 입국초기, 전환기, 정착기로
나뉘어 계획하고 실행되어 왔다(좌동훈·이민영, 2016: 38-40). 반면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프레임을 학생이 경험하는 제도적 전환 및 심리정서적 전환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
여 특히 정착기 시기에 필요한 탈북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2주기 탈북청소년 종단 연구의 개괄적인 흐름과 정책적시사점의 구조는 다음 [그림

Ⅵ-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으로
성장하고, 한국 사회가 보다 통합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
로 설정한 2주기 연구 설계 안에서 각 연도의 연구가 어떠한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올해 연구 주제의 탐색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이 궁극적으로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이 더욱 포용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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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2주기 탈북청소년 종단 연구의 흐름과 정책적시사점의 구조

1) 탈북청소년의 제도적 전환기 지원을 위한 정책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전환은 각 청소년이 처한 맥락에 따라 다양하지만, 연구 결과
성장단계에 따라 제도적인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로 크고 작은 전환을 겪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러한 전환의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초-중 연계

중학교 입학시기 기초학습지원 및 초-중 교사연계 강화 (교육부)

[제안배경]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제도적 시기에 탈북청소년들이 학업적
부담이 커지며, 특히 기초학습능력의 결손이 있는 학생일수록 그 격차가 커짐을 발견하
였다. 이 시기는 특징적으로 학생의 교우관계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결정적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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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초6 패널
의 대부분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학습에 대한 부담이 본격화되며, 이로인해 학업
성취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과목에 대해서 사교육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
론 이 시기에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생의 학업부담을 줄이고 적
응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탐구형 수업이나 자유
학기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교과수업은 올해로 중학교 2학년이 된 초6패널 학
생, 특히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큰 학업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6 패널 학생들과 학부모는 공통적으로 사교육비에 대하여 고민하
고 있었고, 일부는 사교육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였다.

[추진과제]

이러한 초-중학교 전환시기에 대응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
기의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기초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초-중 교사연계를 정책
적으로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학습지원은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학생들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정확한 학생의 기초학업능력에 대한 판단에 터
하여 학업적 필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국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한국어 학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나 중
국에서 학업결손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수학교육과정은 한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학교과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는 적을 것이다. 북
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입국한 학생의 경우에는 언어적 지원의 필요는 중국어를 모국
어로 하는 학생들에 비해 적을 것이나, 본 연구의 면담자료에서도 드러나듯 사회 등 교육
과정상 한국에 와서 처음 접하는 교과나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교과
에 대한 지원 필요는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김지수 외, 2017). 이러한 개별적 필요
를 파악하기 위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초등 및
중학교 수준의 수학과 국어 과목 기초학습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37). 그러
나 이 도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2010년도에 개발되었던 진단평가 도구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5 교육과정이 실시

37) 이 자료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hub4u.or.kr)에서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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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효용성이 낮다. 동시에 문항카드 역시 한글로만 제작되어 있어,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습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김정원 외, 2018).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의 기초학업능력의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2015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학습능력 평가도
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한 교육지원을 위해 초-중학교의 탈북학생 담당 교사의 연계 강
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부분의 학
생들은 주변 지역의 중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같은 학군 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인
근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탈북학생 담당 교사의 주기적 교류는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전략의 공유뿐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지역의 방과후공부방, 복
지관, 청소년수련관,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형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교류는 개별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입학 시기에
학군 내 탈북학생 담당 교사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 요청된
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던 학습멘토링 및 체험형 멘토링의 종
류와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학교에서의 학습멘토링 지원 방향을 체계적
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 연계

예비 고등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등학교 학습 지원(교육부)

[제안배경]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제도적 시기가 탈북청소년의 전환과 깊
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학생의 구성이나 생
활 반경의 변화 면에서 그 전환효과가 미미한 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교
우관계는 물론 학습 내용, 진로, 교사와의 관계 면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드러났다. 그러나 중3 패널이나 일부 대안학교 및 학교밖 사례에도 드러
나듯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 과정은 복잡한 지원 체제와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에 1주기 3차년도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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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8)는 고등학교 진학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 탈북학생 진로지
도교사의 풀 구축 및 진로지도를 제안하였고, 이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해
2019년부터 ‘찾아가는 진로교육’의 형태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추진과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상담과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도 중요하나, 그 이후에도 고등학교 진학에 앞서 새로운 학교급 진입에 필요한 교육
적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이
된 중3 패널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진학 이
전에 필요한 기초적인 전공지식이나 기술이 없을 때 진학 이후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에
벅차하는 학생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 결정
이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시기에 예비 고등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
교의 특성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한 학습한국어, 특성화고
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공지식 및 컴퓨터활용능력, 해당 전공에 필수적으로 필요로하는 기
초 자격증 취득에 대한 안내 및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고 및 특성화고 모두 공
통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이해와 안내, 향후 진로를 고려한 고등학교
전공선택에 대한 지도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고등학교 1학년 개학 전 실시되
는 이러한 예비고등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학기 시작 전에 미리 담임교사를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의 필요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고 종합

진로 변경 및 학업중단 이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의 다양화
(교육부/통일부)

[제안 배경]

탈북청소년의 생애사는 다양한 전환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
은 문화적 차이와 적응, 가정의 해체와 재결합,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해감
에 따라 새로운 진로의 발견 등을 경험하며 생의 목표와 방향이 좌우되기도 하고, 적응과
부적응 사이에서 고민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북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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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 연구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학생들의 경험과 같이 여러번 학교를 옮기거나,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경험하거나, 또는 학교를 휴학하는 시기를 겪게 된다. 특히 탈북청
소년들은 일반 한국 학생들에 비하여 학업중단율이 높기 때문에(교육부, 2019) 이를 위
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여러 종류의 인가 및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특성화
중·고등학교 등이 운영되고있다. 그러나 다양한 전환의 시기를 거쳐 탈북청소년들이 학
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를 옮기거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전공
을 변경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3 패널과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
널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전학이 가능한 학년과 시기가 정해져있고, 그러한
정보에 학생이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하
고자 할 때 학생이 연령과 학업격차를 고려하여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추진 과제]

따라서 탈북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거나, 진로 계획을 변
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유연하지 않은 교육과정 및 체계에서 오는 경직성은 청소년들이 겪는
전환 과정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하기보다는 우선 처한 환경에서 견디게
하거나, 제도권 밖의 학교로 옮길 수밖에 없게 한다(신철균 외, 2018). 탈북청소년들이
처음 경험하는 한국에서의 학교 등 새로운 교육환경은 주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착지의
거주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구조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
로운 진로가능성이 발견되기도 하고, 탈북청소년 자신과 가족구성원이 겪는 전환으로 인
해 의도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환경도 생겨난다.
따라서 진로의 변경이나 학업중단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정원 외(2018: 315)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정규학교 외에도 중고등학교 학력 획득을 위한 기회로 방송중·고등학교의 활
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고서는 초등학교 학력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는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원격수업으로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김정원 외, 2018: 315)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탈북학생
들이 진학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 시기는 서울특별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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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서울형 고교 중간 진로변경 전입학제’의 도입을 통해 1학년 2학기, 2학년은 1학기
중 특정 기간을 지정해 2015년부터 일부 허용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시도
교육청 별로 다양한 전입학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특성화학교의 경우 입학 전, 또는
거주지 이전의 사유 외에는 전학이 어렵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시기와 방법으로 탈북청
소년들의 학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교졸업이후
연계

취업준비 탈북청소년 대상 언어교육 지원의 다양화와 체계화(교육부)

[제안 배경]

현재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국 초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동시에 점차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
면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3차년도 연구에서는 입국 초기에는 이들을 위
해 생활한국어와 학습한국어를 병행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학습 한국어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김정원 외, 2018: 316-317). 이는 입국 이후에 일상적
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학생들도 학교에서의 교과 학습의 수준이 학년에 따라 높
아지면서 개념어를 중심으로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전환에 집중하여 실시한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청소년의 한국어와
관련한 어려움이 입국 초기 뿐 아니라 고교 상급학년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졸업이후 바로 취업을 하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실습회사의 면접을 봐
야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환경에서는 취업을 대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가 더욱 절실하
다. 동시에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여 진학이나 취업에 중국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들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중언어 학습의 부재로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추진 과제]

이러한 배경에 터하여, 취업준비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다양화
및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입국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의 폭을 넓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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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직장생활을 앞둔 탈북청소년들의 말하기 능력이나 직무관련
어휘, 발음 및 발표와 관련한 고급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중3 패널의 경우, 본 연구가 실시한 면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사들은 북한이나
중국의 출생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의 어휘력과 말투, 억양의 문제가
이들의 기업체 실습과 인턴십,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
업성적이나 생활태도상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언어적 문제가 없는 학생들도 취업이라
는 전환적 시기에 다시 자신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밀집학교
지역의 방과후교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지역의 스피치 및 언어치료 프로그램의 적극적
인 활용을 통한 말하기 중심의 고급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나 중국 등 출생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국어 실력에 따라 누구든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의 기준을 유연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능력 함양 차원의
언어교육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김정원 외, 2018: 318). 최근 취업이나 인턴십에 있어서
제2외국어의 활용능력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의 경
우 한국 입국이후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
가 적응을 이유로 입국초기에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중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중국어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중언어 강사 지원이나 온라인 중국어 강의 이수 기회의
확대, 중국어 능력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등의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심리정서적 전환기 지원을 위한 정책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전환의 영향이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적 전환기
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정서적 전환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을 밝혔다. 앞선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의 심리정서
적 전환은 이들의 학업, 가정생활, 교우관계, 진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따라서 심
리정서적 전환기를 위한 지원은 학습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이들의 가정, 이들이 생활하
는 학교,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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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가족 심리상담 지원의 강화와 절차적 간소화(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

[제안 배경]

탈북청소년 개인 삶의 전환은 가족구성원이 경험하는 전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특히 많은 경우 탈북의 경험은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트라우마적 경험일 수 있으
며 그 영향은 신체적, 심리적 상흔으로 남아 한국에서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구성원의 전환 중 가정의 해체와 재결합, 재구
성에서 기인한 관계적 갈등은 학생의 학업과 또래관계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심리상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은 가족 구성원
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진 과제]

심리정서적 차원에서의 전환기 지원을 위해서는 탈북청소년의 가족구성원, 특히 주양
육자를 심리상담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로 여성인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특히 여학생 자녀와의 정서적 전환기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북한
이나 중국에서 먼저 주양육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떨어져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가정의
재결합에서 오는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의 골이 깊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주
양육자와 탈북청소년의 심리상담이 개별적이 아닌 가족단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
시에 중국에서 오랜기간 주양육자와 떨어져서 생활한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 상
담이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 중국어가 가능한 상담사의 인력풀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심리상담의 지원의 절차적 간소화가 필요하다. 교육부 지원을 통한 학생의 심
리상담은 학생이 지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사가 받아 다시 시도교육청 또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한 학부모의 경우, 북한
및 중국의 문화적 배경상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게다가 교육부가 제공하는 상
담을 학생과 함께 지원받고자 하더라도 이를 교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
성을 느끼더라도 실행에 옮기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학부모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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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교사에게 노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남북하나재단 등을 통해 지역의 탈북
청소년 학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사나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필요를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은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독특한 생애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담 사례가 축적되어있는 센터나 교육기
관이 존재하지 않고, 별도의 심리상담가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탈북청
소년과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탈북청소년
생애경험과 심리정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상담사례 분석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향후 탈북청소년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하나재
단의 지역별 하나센터 상담사와 탈북청소년 상담사의 정기적 워크숍 실시를 통해 성인과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한 전문성 신장을 꾀할 수 있다.

학교

관계 중심의 학교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문화 조성 방안(교육부)

[제안 배경]

탈북청소년들의 전환 경험에는 무엇보다 전환을 촉발시키는 유의미한 관계의 형성이
주는 영향력이 컸다. 이러한 관계에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있지만, 교우관계도 포함되
었고, 교우관계를 견인하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학교문화는 성취지향적이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문화가 만연해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
들의 의미있는 관계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교육부가 학생의 학교
교사와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탈북학생 대상 학습멘토링이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하고 있는 성장멘토링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멘토링의 효과는
교사와 학생이 일대일로 맺을 수 있는 질적인 관계를 지원하는 데서 그칠 뿐, 또래관계의
개선이나 통합적 학교문화조성과는 큰 연관을 맺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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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교문화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돌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며(김정원 외, 2018),
평화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중심으로하는 안전한 학교공동체 만들기, 또래 갈등조정교육
등의 활성화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교육부가 통일교육 관련 정책 키워드를
평화·통일교육으로 바꾸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평화로운 관계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8). 이는 탈북청소년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적 특
징을 지닌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받거나 동화를 강요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모습을 그대
로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탈북청소년이라는 특정 학생 집단 지원에 제한되는 내용이기보다는 통일을 준비하는 한
국 사회가 다양한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
인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회복탄력성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성취기회의 제공(시·도교육청, 학교)

[제안 배경]

앞서 연구 결과에서 논의하였듯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성취경험은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신장시켜주며 이후의 새로운 도전과제나 관계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성취 기회는 학업적인 성장을
하여 그 결과에 의해 주어지거나, 발표나 대회 수상과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 또는 원활한 또래관계의 발판 위에서 심리정서적 성취의 차원으로 이
루어진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업, 생활, 환경, 관계, 봉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향후 학교생활과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추진 과제]

이와 유관한 정책으로 현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담임교사를 통한 학습멘
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멘토링 사례들은 방과후 학습시간의 교과 학습 지원 위주

33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로 편성되어있다. 따라서 학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교사멘토링 지원을 통해 학생
들의 다양한 성취경험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과수업이라는 제한
적인 범위를 넓혀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이 학생의 관심분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이나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결합형학교’등의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이를 통한 성취기회의 모색을 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 연계한
탈북청소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또래와 함께 지역의 환경에 대해 알아가고 이에 기여
하는 활동을 통해 학교밖, 교과학습 외의 영역에서 성취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지역의 다양한 직군과의 연결을 통해 실시하는 진로체험의 기획은 탈북청소년에게 한
국 사회와 그 직업적 다양성에 대해 체험적으로 터득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올해 연구는 탈북청소년이 자신과 비슷한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한 탈북민 가
족구성원이나 탈북목회자 등 주변의 사례를 접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도전을 받
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성취기회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
더라도 간접적인 탈북민의 성취사례가 주는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지
역에서 같은 학교를 졸업한 탈북청소년을 초청하여 이들의 진로탐색 경험을 공유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졸업 이후 탈북청소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
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지원제도의 한계를 넘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지
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직접 경험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동시에 다양한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협력적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전환기 지원의 토대 강화를 위한 정책

앞서 탈북청소년의 제도적 전환기와 심리정서적 전환기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전반적으로 탈북청소년의 전환기를 지원하는
토대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지원
기반구축, 교원전문성, 복지차원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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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역기반 지원 체계 구축(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

[제안 배경]

현재까지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생에게 관심을 갖는 소수의 교사가 쏟는 헌신
을 매개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개인 교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기 쉬우며,
교사가 접근 가능한 자원과 정보 안에서만 학생 지원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이나 학부모들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나 범위를 알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알아보더라도 지원주체나 신청방법이 다양하여 학령기 자녀일 경
우 교사에게 일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까지는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의 하나
센터에 문의하여 복지, 교육,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으나, 이들 역시 교육부
나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기 어렵다.

[추진 과제]

따라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
용한 자원과 인력, 협력기관을 망라하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이를 교사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위해 학교를 비롯하여 지역의 관공서, 심리
상담센터, 방과후학습센터, 그룹홈,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및 하나센터
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이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회의를 통해 지역
의 탈북청소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내의 자원을
공개하며,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생활 지원을 위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면 이를 통한 체계적인 탈북청소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탈북청소년 담당 교사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탈북학생 밀집지역이 아닌 학교에서 교사는 탈북학생을 가르칠 기회가 드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학 후 학생 개인 면담이 이루어지는 3, 4월이 지나서야 학생의 북한 배경
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경우 교사들은 1학기 중간에 탈북청소년 지원
관련 시도교육청 프로그램을 찾아야 하며 관련된 정보의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 신청 시
기를 놓치기 쉽다. 이를 방지하고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의

335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탈북학생을 담당하는 교사 간의 협의체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일부 탈북학생 정책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같은 사례는 학생
이 학교급 이동에 따라 겪는 혼란을 줄이고 교사 역시 탈북학생에게 제공 가능한 다양한
정보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가능
케 할 것이다.

교원전문성

탈북청소년 지도 교원 전문성 신장(교육부)

[제안 배경]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이 처한 환경적, 맥락적 특징을 이해
하고 이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전환의 특징을 알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지원에 대한 이해
나, 북한 또는 중국에서 이들이 경험한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언어 및 심리
적 필요에 대한 이해 등은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적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탈북청소년들을 오랜기간 가르쳐왔거나, 탈북학생 밀집학교에서 근무
한 교사, 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교사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신장되는 전
문성이다. 그러나 통계상 전국의 여러 학교에 분포되어있는 탈북학생의 수와 재학학교
수를 고려할 때(교육부, 2019) 대다수 밀집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교사들은 탈북학생을
처음 지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추진 과제]

탈북학생 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먼저 탈북학생 담당 교사들에게 연수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학생 밀집학교나 특성화학
교, 대안학교에서 오랜기간 탈북학생을 지도해온 교사와 처음 탈북학생을 만나는 교사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들의 전문성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겨레중고등학교, 삼죽초등학교, 인가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탈북학
생들을 장기간 가르쳐온 교사들은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북한 또는 중국에서
의 학습 내용과 한국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가르친 경험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입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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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학교나 대안학교는 그 특성상 일반학교의 교사들과의 교류가 적고 축적된 노하우
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학교의 교사들과
의 다양한 교류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도 언제든 탈북학생의 심리, 학습,
진로지도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개발과 오프라인 교사공동체의 활
용, 이를 토대로 교사 간 멘토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
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탈북학생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나 방학 중 실
시하는 탈북학생 지도교원 연수의 경우 자신이 담임하는 반에 탈북학생이 있거나 탈북학
생 담당교사로 지정되어 의무적으로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탈북학생은 담임 외에 주로 여러 교과전담교사와의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학생이 만나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탈북학생들에 대한 편견이나 몰이해로 인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북한 배경의 학생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사회통합교육을 개발하여 직무연수의 형태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김정원 외, 2018: 303).

복지연계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경제적 지원 마련
(통일부/교육부/보건복지부)

[제안 배경]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매년 증가하여 2019년도 4월 기준 전체 집계
된 탈북학생 비율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교육부, 2019), 이들은 국가의 대학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남북하나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실제 가정환경은 북한 출생 탈북청소
년 못지않게 어려움이 큰 경우가 많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이 민간으로부터 조성하는 장
학금의 일부를 제3국 출생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기는 하지만, 그 수혜의 폭이 좁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고교졸업 후에 직업전문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전문학교 역시 대학 못지않은
학비가 소요되며 학교나 장학재단의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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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학업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기관에서 직업전문학교 또는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 및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는 장학금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연수나 리더십 프로그램
의 학습 지원의 대상도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청
소년들에게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김정원 외, 2018: 313). 이러한 다양한 교육 지원의
한계점은 학비 및 생활비 지원을 출생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탈북민 자녀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적응의 문제, 탈북으로 인한 주양육자와의 결별 및
재결합, 언어적 한계, 제3국을 거치는 탈북루트의 경험, 한국 입국 이후의 사회적 기반
부재로 인한 어려움 등의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습 및 생활지
원을 출생국이 아닌 학생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에 요구되는 재원이나 정책 실행 주체를 교육부나
통일부로 제한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복지적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중장기적 정책 추진 방향

이상의 정책적 시사점이 탈북청소년의 제도적 전환기나 심리정서적 전환기, 전환기
지원의 토대 강화의 차원에서 제시되었다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탈북청소년 지원 정책
은 교육의 사회통합적 목적을 되살리고, 지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정부부처 통
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사회통합적 목적 제고(교육부)

[제안 배경]

탈북청소년의 전환 경험을 면밀히 살펴본 올해의 연구는 그 전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계기가 이들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징 및 그 안에서의 관계형성
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때로 탈북 사실이나 탈북청소년 자신에게
338

Ⅵ. 결론 및 시사점

서 기인한 계기보다 커서, 이들이 관계맺고 있는 교사나 친구, 주변인들이 탈북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때로는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을 통해 여러 형태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정책은 그 대상을 탈북청소
년에게 국한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김정원 외, 2016: 240). 이는 탈북청소년이 가
지고 있는 다름과 이에서 기인하는 특징을 결핍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메꾸어주거나 보
완하려는 정책적 접근에서 발견된다. 이들이 북한이나 중국의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교
육기회를 놓쳐 배우지 못한 교육과정상의 공백은 쉽게 낮은 학업성취도나 기초학습능력
의 결손으로 해석되며 한국 입국 이후에 경험하는 차별과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
적응의 문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의 형태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의 핵심에는 탈북청소년이라는 ‘문제상황’과, 이를 외부적인 지원으
로 해결하려는 ‘해결책’이 존재하였다.

[추진 과제]

이러한 정책적 프레임의 전환은 교육의 사회통합적 목적을 제고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사회통합은 한국 사회에 탈북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동질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 사회통합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공동의 비전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김정원 외, 2016:
206).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체계의 보완 뿐 아니라,

한국 교육의 일반적인 사회통합적 목적을 다시금 일깨우고 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2주기 2차년도 및 3차년도 종단연구에서는 일반 학생들과 국
민을 대상으로 다양성과 이질성을 존중하는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김지수 외, 2017), 매
스컴 등을 활용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김정원 외, 2018) 지속적으
로 제기해왔다. 이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는 포용적 미래 환경 조성이라는 큰 정책적 방향
안에서 초중등 교육의 사회통합적 목적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초중등 교육과정 안에서 탈북민을 비롯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을 한
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인지하는 범교과적 교육 내용의 강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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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들이 지닌 여러 경험들이 우리 교육에서 가치있는 문화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성장을 중점에 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사회통합적 목적의 강조는 교원양성기간에서부터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속
교육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사교육의 장면에서 연수 및 교육내용 상의 강조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마련(교육부)

[제안 배경]

교육부가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지 10년이 지났
으나 여전히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되고 진행된다.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는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에 탈북청소년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지만, 올해로 11년차인 201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지방교육재정 특
별교부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정원 외, 2016; 240-241). 따라서 다음 해
의 예산 확보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렵고, 다년간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성격의 사
업은 계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추진 과제]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 재정 확보가 우선적인 추진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변화하는 탈북청소년 입국 자료를 분석하여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단기,
중장기, 장기적 지원 과제를 분류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약 15
년간의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대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의 비율 추이를 분석하였을 때,
초등학생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이는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초등학생 연령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된 동시에, 새로 입국하는 초등학생 연령의 탈북청소년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 간의 남녀학생 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중국 등 제3
국 출생의 초중등학교 재학생 비율은 2011년 기준 36.2%에서 2019년 기준 61.2%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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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교육부, 2019).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추이는 앞으로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의 형태가 중등학교를 중심으로한 이중언어 가능 학생에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조금씩 고교졸업 이후의 대학진학 및 취업에 있어서 크고 작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와 맞물려 증가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장기 추이에 따른 정책
적 로드맵을 구안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6~10년)적 전
망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의 토대 위에
지속성과 연계성 있는 정책 계획이 요구된다.

정부부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부처통합)

[제안 배경]

탈북청소년은 이들의 출생국, 일반학교 또는 대안학교 재학 여부, 연령 등에 따라 다
양한 부처의 정책적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출생하고 입국한 학생일 경우 통
일부와 교육부의 정책 수혜자가 되지만 중국에서 출생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통일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대부분 배제되고 교육부가 실시하는 교육 지원 정책의 수혜자
가 된다. 또한 만약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령기 학생이 있다면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며 사회경제적 취
약계층으로 생활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탈북청소년이 학교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들의 생활과 주거환경, 건강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능성에 크게 차이가 난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이러한 다양한 부처간
의 정책 수립과 시행은 본질적으로 부처간 정보의 불일치와 번복되는 자료수집, 정책 실
행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추진 과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특히
탈북학생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퉁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에서의 교육 경험 및 의료
정보가 정착지 학교에서의 교육 및 건강관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
지수 외, 2017: 287).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탈북청소년의 개인정보의 공유를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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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력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원 내에서 받고 있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하나
원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고, 하나둘학교 및 삼죽초등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이나 추가적인 교육적 필요가 정착지학교의 담당교사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위기형 탈북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처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김정원 외, 2018: 313-314). 특히 한국에 단독입국한 청소년이나 법적 보호자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가정환경상 무연고 청소년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학교에 다니거나 탈북청소년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
지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례관리가 별도로 요청된다고 판단되는 탈북
청소년의 경우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하나센터를 중심점으로 하여 학교 내(교육
부) 또는 학교밖(여성가족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필요, 주거 및 건강(보건복지부), 경제
상황(보건복지부 및 통일부)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부처통합형 복지 지원체계
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관리와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기형 탈북청소년의 사례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위기를 극
복했다고 판단되는 시기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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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nd Aim

The growing number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ettling down in
South Korea each year has created a necessity for studying how they live in
schools, homes, and communities. The first-cycle longitudinal study on the
educ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as conducted from 2011 to 2015
based on the basic research carried out in 2010. The second-cycle study
followed and started collecting data since 2017 based on the basic research
conducted in 2016. It is in its fourth year now. The ai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s to analyse the major ‘turnings’ in the life and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nd to explore the meanings of these
‘turnings’ in term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design draw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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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year of the second-cycle study. The second is to investigate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such turnings appearing at each stage of development and
on the level of subcategories. The third is to draw meanings of turning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life and educational growth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 Research Contents

The core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the major turnings in the life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based on the qualitative data collected in
the second-cycle study. The issues inherent in these turnings were reviewed
by the stages of development and by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such as
country of birth, home environment, and gender.
The second-cycle longitudinal study on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akes the life history framework suggested by Mandelbaum(1973) and analyzes
the main dimensions of life, the turnings, and the adjustment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in its third-, fourth-, and fifth-year respectively. The
turnings were defined as ‘things that change the direction and attitude of an
individual’s life’ and turning points as ‘the events that triggers such chang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urnings and theoretical background suggested
by Mandelbaum.
The study investigated the major turnings in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by the stages of development in the four panels recruited. The
discovered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panels were analysed
along with the distinctive features by place of birth, home environment, and
gender which serve as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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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The study collected qualitative data and analysed the turnings that appeared
in the life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 panels in the second-cycle longitudinal study on the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conducted since 2017. A total of five
interviews has been conducted: the first and second in 2017, the third and
fourth in 2018, and the fifth in 2019.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four
panels: 6th grader panel, 9th grader panel, high school graduates panel, and
the panel that included students at alternative schools or no school. In 2019,
a total of 69 interviewees including North Korean migrant youths (n=31), their
teachers (n=18), and their parents (n=20) were interviewed.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and field notes were analysed.
Apart from the interviews, other methods such as reflection diaries, life
history graphs, and assistant questionnaires in which the participants could
detail their daily lives or issues related to their turning experiences were
employed. All the questionnaires used for interviews and other assistant
materials were review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analysis of
the acquired data proceeded from open coding to in-depth coding and to
categorization which was followed by topic discovery. As for the case analysis,
a longitudinal analysis was performed in each panel first, then a horizontal
analysis between the panels followed.
The preparatory conference was held involving every researcher and
interviewe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The conference continued throughout the
interviewing to discuss and share the issues that surfaced during the
interviews. When all the interviews were over, a conference was held to share
the interview results and to discuss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panels by their place of birth, home environment,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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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A. Major Turning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Defecting to South Korea that causes breakup and reconstitution of family>
To all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defecting to South Korea was characterized as a meaningful event that
triggers turnings for it caused parting from and reuniting with their family.
Defecting itself did not trigger turnings or make a turning point. Defecting
to South Korea served as a turning point that triggers turnings for it was
accompanied by the breakup and reuniting with family and by the changes
in emotions related to this or the adjustment of life goals. This included both
the turnings caused by the defection of the participants or by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turning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reuniting with their
families after entering South Korea. The meaning of defection vari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context of the participants, but above all, it
served as a factor that triggers the life-changing turnings in that they were
forced to break up and reunite with their loved ones or joining a new family.

<The turning experience under the changes of institutional space>
This study showed that going through the changes of institutional space did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turnings although it is often suggested as a
factor that triggers the turnings in life. The effect of the turnings derived from
the changes of institutional space in South Korea differed by panels. In the
case of the 6th grader panel, it was found that the turning effect of advancing
from elementary school to junior high was insignificant while that of the 9th
grader panel advancing from junior high to high school was rather
remarkable. Starting high school gave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e
turning experience as moving onto high school could be both an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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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risis and high school means a lot in building their career path and
securing their future jobs. The changes of institutional space that the high
school graduates penal went through either as an undergraduate or company
worker triggered tremendous turnings as it meant they had become
psychologically and economically independent from their caregivers and
started making their own rules in life.

<Relationship with meaningful others as a catalyst for turnings>
The cases of the turnings in this study and the turning points found in such
cases had one thing in common; turnings were triggered by the relationships
with meaningful others. What triggered the turnings varied from specific
experiences or events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yet the
changes in quality relationships with meaningful others, such as friends,
teachers, volunteers, and mentors, worked as a catalyst for turnings across
the entire panels.
It was found that a meaningful encounter with teachers in a positive term
triggered turnings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level of school.
Teachers at elementary school served as the relationship that determined the
overall impression of life in South Korea and the overall adaption to the new
school life. This trust relationship with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a
decisive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that the youths built afterward.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t junior high where teachers have their subject
field triggered turnings in studying while that at high school did in career
design. No such influence was found in the high school graduate panel who
became undergraduates or company workers.
Friendship was found to trigger a major turning in the lives and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roughout the panels. The influence of
friendship was more obvious i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than
after graduation. In case the participants went through conflicts, such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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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 of the trusted relationship or terrible fight with close friends, the
negative influence was found on the motivation of studying, adaptation to the
school life, and the overall psycho-emotional status.

<Diverse achievement experiences triggering turnings>
All panels showed that experiencing achievements at school and work,
whether they are big or small, served as triggering points that changed their
attitudes toward life and motivation. The kinds of such achievements vari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contexts faced by each participant.
Experiencing achievements mostly happened as achieving higher grades at
school, having a presentation, or winning awards at elementary school and
junior high. Various achievement experiences were found in the aspect of
relationships as well. Cases of gaining confidence in building peer
relationships by making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friends, expressing the
disapproval verbally and physically against the discrimination faced, or
extending the relationship through specific occasions were counted as such
experiences. The achievement experiences at the relationship level served as
a turning point that made the participants have more confident in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compensate for the fear of building a
relationship afterward.

<Turnings of individuals interlock with the turnings of family>
One common trait of turnings that this study discovered was that a turning
of an individual interlocked with that of his or her family. It can be marked
as a characteristic of turnings that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have in
the perspective that they commonly go through breaking up or reuniting with
their family or even joining a new family amid crossing borders. Some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feeling the burden of taking over the caregiver role
rather than being a caretaker when their parents went through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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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ngs such as being discriminated in South Korean society or suffering
from physical pain. In the case of the high school graduate panel, the
participants changed their life plans based on the turnings they indirectly
went through such as witnessing their elder siblings entering university,
getting a job, getting married or having babies.

<Life stages where language problems surface>
The language issues provide opportunities for turnings throughout various
life stages for all participants whether they were born in China or in South
Korea. Particularly,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ho used Chinese as
their native language for either they were born in China or they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in China faced challenges in catching up with
the class taught at school or making friends. As for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ho were born in North Korea, they experienced turnings related to
their language as well, though indirect, for their accent revealed their identity
despite using Korean as their native language. The prominent influence of
the language at the beginning of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 gradually
diminished as their Korean became better or their accent assimilated into
that of Korean used in South Korea. Yet, the language issues surfaced again
when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finished off their school and tried to
get a job. The 9th grader panel who moved onto the specialized high school
reported that they had language issues when searching a position for their
practicum and the high school graduate panel reported the same when they
were looking for a job after graduation.

<Turnings from religious activity>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said some
of their turnings were experienced in religious occasions. Although the cases
of religion triggering the turnings in the life of participants were limi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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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some parts of the entire panels, the cases showed that the turnings
related to religion changed the perspective and attitude toward life
fundamentally. This tendency appeared stronger among the 9th grader panel,
the panel of students at alternative school or no school, and high school
graduate panel than the relatively young panel of 6th graders. It was found
as well that the religious life of the family and the religious life of the youths
influenced each other in terms of the opportunity and its operation. The
turnings related to religion among the 6th and 9th grader panels coincided
with the initiation of the religious life by their parents whereas the panel of
students at alternative school or no school and high school graduate panel
showed more independence in experiencing religion and its activities or
going through life-changing turnings related with religion.

<Turnings from introspection>
The study found that some participants used the introspection on the past
events or failures in various contexts as an opportunity of making their
turnings. This was more pronounced as the participants aged. Among the 9th
grader panel and the panel of students at alternative school or no school,
many cases were found in which the decision-making related to choosing and
entering

school

or

transferring

school

and

the

reflection of

such

decision-making served as turnings that changed the attitude and behaviour
afterward. Among the undergraduate participants in the high school graduate
panel,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the participants managed the chance
of introspection by taking some time off from school. Using this time, they
reflected on their university life and experienced various faces of society.
Other occasions like psychological counselling, failures in keeping up with
school work or adapting to school, the old life back in North Korea or China,
and memories of defection served as the criteria for reflecting the current
life of participants. These introspective experiences that worked as a 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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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influenced on determining the life direction afterward and were
triggered by a certain event or by the accumulation of various experi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life.
▪ Turning Experience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by Background
Characteristics
<Turnings related to countries of birth and mother language>
The turning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nd where they were born
are particularly related in terms of policy, culture, and language. First, to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ho were born in China, China served as an
alternative in designing their careers and gave them the occasions of turnings.
Secondly, to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ho were born in North Korea,
their defecting to South Korea provided chances of achieving small and big
in the context of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gave them the
occasions of turnings. Third, becoming the subjects of policies and favours
depending on where they were born provided som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ith opportunities of positive turnings along with negative turnings
to some others in terms of fairness. It gave the turning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o som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ho were
born in China. Fourth, the language learning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as related to the turnings in building a relationship and adapting to
school by their native languages rather than where they were born.
<Turnings according to home environment>
Since the overall household income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correspond with that of the vulnerable, it did not provide meaningful
differences of turning experiences between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e influence of the type of residences such as homes, dormito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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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homes and that of the people they live together with were experienc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ife experiences of participants and his or her
family situations.
<Turnings experienced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xperienced distinctive turnings by their
gender. In the case of female youths, the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
among the caregivers served as a core instrument that brought about turnings.
As for the male youths,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m reported that the
experiences and corrections of deviant behaviours triggered turnings.

□ Conclusion and Suggestions

The implications of the turnings in the life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on educational growth and on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foun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for the
turnings they experience to become the progress of their educational growth
in the long run, there should be introspective thinking and support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turnings that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go through can be said as the process in between the axis
of conditional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at of introspective
reflection. The introspective thinking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can
trigger the turnings that can change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ld around
them and these turnings can be of positive ones when they are accompanied
by the environmental changes to support them and can lead to educational
growth in the long run.
Second, the turnings that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go through are
continuous, cumulative, and interconnected, rather than personal and

360

Abstract

singular. The turning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re not limited
to the life history of an individual or a turning point that is triggered by one
event. Therefore, to understand the turnings of an individual, the changes in
meaningful relationship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turnings should be
traced. The cumulative events and experiences at various moments in life that
constitute a turning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Third, the turning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 are re-interpreted
by reconstruction of life history experiences. The turnings are not
experienced or achieved in linear way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s.
Rather, the past turning experiences are continuously re-interpreted and
signified thorough the reconstruction of life history based on the point of
introspection. Therefore, by the point of introspection and re-interpretation,
the turnings can be differently understood.
Fourth, the turning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re closely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The turnings that they
experience after coming to South Korea show how integrated Korean society
is in terms of differences. In analysing the negative turning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xperienc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ose
turnings do not derive from personal preference or individual conditions but
from the maturity of Korean society and its unequal social structure.
Fifth, the turnings that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xperience should
not be understood as unique experiences limited to them. They should be
understood as part of the turnings generally experienced by the youths in
South Korea. It is worth noting that alth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the turning experiences distinctive among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ey also include the turnings that the Korean youths go through generally
today. It can be said that the turning experience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re the cases wher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vulnerable
in our society are condensed. Therefore, the reflection o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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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m and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but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deliberation
on the changes across our society and developments.
The implication drawn from the above discussion are as follows.
<Research implication>
First, follow up research is required to study how the turning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 impact their life in a long term. Second, additional
analysis is needed to investigate how the major dimensions, turnings, and
adaptation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 are closely connected. Third, the
study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 has to be delivered with the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 women.
<Policy implication>
A. Policy to support institutional turning period
◦ Link betwee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Enhancing the basic
learning support and collaboration betwee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teachers at the stage of entering junior high school(Ministry of
Edcuation)
◦ Link between junior high and high school: Providing support for high
school education by running pre-high schooler program(Ministry of
Edcuation)
◦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Making various pathways for
returning to school after changing careers and taking a leave of absence
(Ministry of Edcuation/Ministry of Unification)
◦ Link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Divers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Language Education for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eeking job
opportunities(Ministry of Edc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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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olicy to support psycho-emotional turning period
◦ Family: Stronger support for family counselling and simplification of the
applying process(Ministry of Edcuation/Ministry of Unification/Ministry
of Genger Equality and Family)
◦ School: Plan for establishing school culture that enables relation-oriented
school(Ministry of Edcuation)
◦ Local Community: Provide various achievement opportunities that can
increase resilience(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School)

C.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transitional support
◦ Establishment of Foundation: Establishment of regional base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Ministry of Edcuation/Ministry
of Unification/Ministry of Genger Equality and Family)
◦ Teacher Expertise: Increas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ing North
Korean migrant youths(Ministry of Edcuation)
◦ Linking Welfare System: Academic and financial support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born in overseas(Ministry of Unification/Ministry
of Edcuation/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 Mid- to Long-term Policy Direction
◦ Strengthening the purpose of education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Ministry of Education)
◦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rough securing financial stability(Ministry of Education)
◦ Establishment of an support system by integrating government departments
(Integrated cross-government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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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2周期 脱北青少年教育 终端研究(Ⅳ))
면담 보조용 설문지
(面谈辅助用调查问卷)
(청소년용: 중고등학생)
(青少年专用: 中高等学生)

다음 중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以下选择中选择最接近自己情况的一项 打√或填空.)

1. 학교 이름(学校名): ________________학교(学校)
2. 학

년(年级): ________________학년(年级)

3. 이

름(姓名): ________________

4. 성

별(性别):

① 남자(男)

② 여자(女)

5. 태어난 해(出生年份): ________________년(年)
6. 태어난 곳(出生地):

① 북한(朝鲜)

② 중국(中国)

③ 그 외 나라(其他国家): _____________________

※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以下是有关家庭的问题.)
※ 남한에 홀로 입국한 경우, 가족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을 뜻합니다.
(若独自入境到韩国, 家庭是指一起生活的共同体, 父母代表法定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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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 집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你现在跟谁住在一起?)
(모두 표시하세요)(全部标记一下)
① 어머니 (母亲)

② 아버지(父亲)

③ 언니(누나)(姐姐)_____명(名)

④ 오빠(형)(哥哥)_____명(名)

⑤ 동생(弟弟)(妹妹)_____명(名)

⑥ 할머니(奶奶)

⑦ 할아버지(爷爷)
⑧ 그밖의 사람들(其他人)(적어주세요(详细填写):___________________)
⑨ 선생님(老师) (목사님(牧师), 전도사님 등(传教师 等))
8. 글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阅读下列问题选择适当的内容 打√.)
전혀
그렇지
않다
(完全
不是)

그렇지
않다
(不是)

보통
이다
(一般)

그렇다
(是)

매우
그렇다
(完全是)

1)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부모님께 중요하다.
(我在学校的是否取得好成绩，对父母重要.)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은 부모님께 중요하다.
(我能否上大学对父母重要.)

①

②

③

④

⑤

내용
(内容)

※ 다음은 ‘심리/신체’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以下是 ‘心理/健康’ 的相关问题.)

9. 현재 나의 몸 건강 상태는? (现在我的身体健康状况怎么样?)

①
아주 아프다
(常生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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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금 아프다
(偶尔生病)

③
보통이다
(一般)

④
건강하다
(健康)

⑤
매우 건강하다
(非常健康)

부 록

10. 요즈음 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 하세요.
(近期最能体现的我的心情是哪一项？请打√.)
전혀
그렇지
않다
(完全不是)

그렇지
않다
(不是)

보통
이다
(一般)

그렇다
(是)

매우
그렇다
(完全是)

1) 불안하다.
(不安.)

①

②

③

④

⑤

2) 자꾸 짜증이 난다.
(经常性的烦躁.)

①

②

③

④

⑤

3) 자주 배가 아프다.
(经常肚子痛.)

①

②

③

④

⑤

4) 기운이 별로 없다.
(没有力气.)

①

②

③

④

⑤

5)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만 같다.
(总觉得会发生不好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6) 슬프다.
(伤心.)

①

②

③

④

⑤

7) 걱정이 많다.
(操心.)

①

②

③

④

⑤

8)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经常和别人吵架.)

①

②

③

④

⑤

내용
(内容)

※ 다음은 ‘관계’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以下是有关 ‘关系’ 的问题.)

11. 학교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在学校朋友关系相关的问题. 适当的答案打√.)
전혀
그렇지
않다
(完全不是)

그렇지
않다
(不是)

보통
이다
(一般)

그렇다
(是)

매우
그렇다
(完全是)

1) 나는 학교에서 친구를 쉽게 사귄다.
(我在学校很容易交到朋友.)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我在朋友们当中有人气.)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
(我有困难的时候，有帮助我的朋友.)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에서 외톨이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我多次觉得在学校被孤立了.)

①

②

③

④

⑤

내용
(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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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몇 명쯤 있나요? (你们有几名好朋友?)
① 없다(没有)

② 1~2명(名)

④ 5~10명(名)

⑤ 10명~20명(名) ⑥ 20명~30명(名)

③ 3~4명(名)

⑦ 30명 이상(名 以上)
13.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你对班主任是怎么想的？ 适当的答案打√.)
전혀
그렇지
않다
(完全不是)

그렇지
않다
(不是)

보통
이다
(一般)

그렇다
(是)

매우
그렇다
(完全是)

1) 선생님은 내 기분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老师理解我的心情，对我很亲切.)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은 나의 조그만 행동에도 칭찬을 해주신다.
(老师对于我的小举动也给予表扬.)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 나를 잘 가르쳐주신다.
(老师教我教得很好.)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다.
(我需要帮助时，可以去找老师.)

①

②

③

④

⑤

내용
(内容)

14.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你们对家庭是怎么想的? 适当的答案打√.)
전혀
그렇지
않다
(完全不是)

그렇지
않다
(不是)

보통
이다
(一般)

그렇다
(是)

매우
그렇다
(完全是)

1)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한다.
(家人非常理解我.)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은 나를 자주 칭찬한다.
(家人经常表扬我.)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과 상의한다.
(我有困难时候会跟家人商量.)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我经常跟家人聊天.)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가족과 말다툼을 많이 한다.
(我经常跟家人吵架.)

①

②

③

④

⑤

내용
(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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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습’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以下时有关 ‘学习’ 的问题.)

15. 수업태도와 수업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有关上课态度和上课准备的问题. 适当的答案打√.)
전혀
그렇지
않다
(完全
不是)

그렇지
않다
(不是)

보통
이다
(一般)

그렇다
(是)

매우
그렇다
(完全是)

1) 나는 그 날 배운 것을 복습한다.
(我复习当天学过的内容.)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습한다.
(我预习要学习的内容.)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를 꼬박꼬박 해간다.
(我好好做老师留的作业.)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준비물을 꼭 챙겨간다.
(准备物我肯定会带.)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듣는다.
(我上课集中精神听课，不去想别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내용
(内容)

16. 학교에서 다음 과목의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在学校对于以下科目理解程度怎么样？ 适当的答案打√.)
과목
(科目)
1) 국어
(国语)
2) 수학
(数学)
3) 영어
(英语)
4) 사회
(社会)
5) 과학
(科学)

거의 이해 못함
(几乎不理解)

별로 이해 못함
(不是很理解)

반쯤 이해함
(理解一半)

대부분 이해함
(大部分理解)

거의 다 이해함
(基本都理解)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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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사회/문화’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以下时有关 ‘社会/文化’ 的问题.)

17. 다음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以下哪些最适合自己？ 适当的答案打√.)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不是)
(完全不是)

내용
(内容)

보통
이다
(一般)

그렇다
(是)

매우
그렇다
(完全是)

1) 내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我知道自己擅长的事和不擅长的事.)

①

②

③

④

⑤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为了实现梦想，我知道现在要做什么.)

①

②

③

④

⑤

3)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有关进路问题（升学或职业选择）我要自己决定.)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我对于自己感兴趣的职业，平时收集各种各样的信息.)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我有明确的进路计划.)

①

②

③

④

⑤

18.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번호에 √표 하세요.
(对于上学，你是怎么想的？ 适当的答案打√.)
전혀
그렇지
않다
(完全
不是)

그렇지
않다
(不是)

보통
이다
(一般)

그렇다
(是)

매우
그렇다
(完全是)

1) 나는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
(我喜欢去学校.)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我在学校学习很多新的内容.)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시간이 견디기 힘들다.
(我觉得上课时间没有意思，时间过得慢.)

①

②

③

④

⑤

내용
(内容)

※ 수고하셨습니다.
(辛苦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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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9년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 계획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 기본 계획
2019.06.03 통일교육연구실

1. 개요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Ⅰ~Ⅵ)」(일명 「1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종단연구」38)를 수행하였음
◦ 2010년도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는 1주기 연구 설계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40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5-30명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해 왔음

◦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 목적 하에 진행되어 왔음.
첫째,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적응 과정의 주요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둘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
며 셋째, 이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여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것임
◦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에 진행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Ⅰ)」
의 일환으로 1주기 연구 데이터 중 양적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
로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탈북청소년은 한국 사회 내 주요 사회적 취약집단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료를 전
면 공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38) 201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와 구분하기 위해 이 연구를 ‘1주기 탈북
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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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2차년도 연구(1차 조사, 2011년)
부터 6차년도 연구(5차 조사, 2015년)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중 양적 자료

3. 활용 단계
◦ 1단계에서는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일환으로 1주기 자료를 분석하고 동시
에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6개년 연구에 참여한 전체 연구자에 한해서 제한된
방식으로 자료 공유
◦ 2단계에서는 1차에서 5차 조사 양적 자료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제한된 방식으로 공개
(1단계 공개 이후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

◦ 3단계에서는 1차에서 5차 조사 양적 자료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제한 없이 공개
(2단계 공개 이후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

[그림 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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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논문 공모 및 선정

가. 단계별 공모 방식
1) 1단계 (2016년)

가) 참가 자격
◦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참여 연구자
◦ 연구책임자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공동연구자의 경우 석·박사 과정 수료 이상
◦ 기타: 2인 이상의 공동 발표 가능, 1인당 공모 가능한 연구계획서는 2개로 한정, 제 1저
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논문 주제
◦ 자유 주제
다) 연구 논문 선정
◦ 지정 양식에 따라 연구계획서 공모
◦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으로 연구계획서 구성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주제의 적절성 및 연구계획의 체계성 심사

라) 모집 방법
◦ 1주기 참여 연구진 총 23명에게 개별 공지

2) 2단계 (2017년~2019년)

가) 참가 자격
◦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대상
◦ 연구책임자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공동연구자의 경우 석·박사 과정, 수료 이상

375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

◦ 기타: 2인 이상의 공동 발표 가능, 1인당 공모 가능한 연구계획서는 2개로 한정,
제 1저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논문 주제
◦ 주요 정책 쟁점에 대한 논문
◦ 자유 주제 논문

다) 연구 논문 선정
◦ 지정 양식에 따라 연구계획서 공모
◦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으로 연구계획서 구성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주제의 적절성 및 연구계획의 체계성 심사

라) 공개 모집 방법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공지
◦ 공동주최 학회 및 관련 학회를 통하여 각 회원에게 공지 요청
◦ 관련 연구 기관 및 대학 관련 학과에 공지 및 협조 요청
※ 3단계에서도 공모 방식은 1, 2단계와 동일하며 자료 활용 방식에서 1, 2단계와 구별됨. 1, 2단계는
연구자가 제한된 공간에서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3단계에서는 자료를 연구자에게
파일로 제공

5. 심의위원회의 구성

1) 목적

◦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조사 자료의 효과적 활용 유도
◦ 조사 참여 탈북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의 개인 정보 보호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에 기여하는 연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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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상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내 위원회로 설치
◦ 향후 본원에 조사자료운영실이 만들어질 경우 해당 실로 이관

3) 구성

◦ 위원장 1명, 위원 5명 (총 6명)
◦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참여 연구자(3명), 종단연구 전문가(2명),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1명)

4) 역할

◦ 데이터 제공 범위 결정 및 보안 계획 검토
◦ 발표 논문 선정 및 관련 학술세미나 운영 지원

6. 자료 제공 방법
◦ 자료 공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전면 공개 이전에는 엄격한 관리와 보안 체계 하에서
공개
◦ 데이터 제공은 원칙적으로 연구계획서 공모 결과 발표자로 선정된 연구자에 한하여 제
공되며 지정된 장소(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제공)에서 사전 조율된 시간에 데
이터 열람 및 분석 가능
◦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 조사자료 공개지침(「데이터 관리 및 보안 매뉴얼」 참고)에 의
거하여 [그림 2]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자료를 제공함

[그림 2]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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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년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안)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음
항목

기간

비고

발표 논문 공모

6.7(금) 예정

일반 연구자 대상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7.31(수)

이메일 접수

발표자 선정

8.7(수)

심의위원회 심사(1차)

데이터 열람 및 분석

8.12(월) ∼ 10.23(수)

발표 원고 마감

10.25(금)

심의위원회 심사(2차)

발표 원고 선정, 공지

11.08(금)

발표자에게 통보 및 수정 요청

학술 세미나 실시

11.22(금)

지정된 공간 및 PC 활용
데이터 열람 및 분석

8. 기타사항
◦ 개인, 개별학교에 대한 분석은 금함
◦ 제공된 데이터는 내부 세미나용 데이터로서 일부 항목의 경우 탈북청소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변수를 재구성하여 제공함
◦ 지정된 장소(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데이터를 유
출 및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미나 발표 내용 이외에 본 세미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출판할 수 없음
◦ 2019년 제4회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학술세미나 발표 내용을 학술 논문에 게재할
때, 제4회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학술세미나 데이터(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
구)를 활용한 것임을 명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팀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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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데이터 관리 지침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조사 자료 공개지침
(통일교육연구실)
2016.6.17 제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미래교육연구본부 통일교육연구실(이하
‘통일교육연구실’이라 한다)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공개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 자료의 정의) 이 지침에서 조사 자료는 통일교육연구실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수행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조사 자료를 지칭한다.

제3조(조사 자료 공개 업무 담당 부서) 조사 자료 공개와 관련한 업무는 통일교육연구실에
서 담당한다.

제2절 조사 자료 공개
제4조(조사 자료 공개 절차) ①통일교육연구실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수행 과정에
서 수집된 조사 자료 중 연구책임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사 자료는 심의
위원회가 검토하여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별첨 1의 조사 자료 사용에 대한 안내를 공개 시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5조(조사 자료 제한 공개) ①조사 자료 공개는 학술세미나 발표용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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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술세미나 발표용으로 공개된 조사 자료는 연구 목적에 한해 공개하며 응답대상
식별 관련 변인의 재분류 후에 원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변인을
제외하거나 사례 수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공개 수준) ①응답대상의 식별과 관련한 변수는 적절한 수준에서 재분류한 후 공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 조사 자료와의 연계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②조사 문항의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문항별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제3절 조사 자료 신청 및 제공
제7조(조사 자료의 신청 및 제공 절차) ①조사 자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 자료 신청서
2. 기타 통일교육연구실이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문서
②통일교육연구실은 조사 자료 신청 사항을 자료 활용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조사
자료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③통일교육연구실은 조사 자료 제공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통일교육연구실의 업무 사정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한 통보는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조사 자료 사용자의 의무) ①통일교육연구실의 조사 자료 사용자는 개인, 학교,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한 연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②연구목적에 한해 공개된 조사 자료 활용 과정에서 연구 목적, 연구자 등 조사 자료
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통일교육연구실에 변경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통일교육연구실이 제공한 조사 자료를 조사 자료 신청서에 제시된 연구자 이외의
타인에게 복사해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사용자가 통일교육연구실의 조사 자료 공개 지침을 위반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
교육개발원의 조사 자료에 대한 공개 신청 및 사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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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그 목적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조사 자료 효과적 활용 유도
2. 조사 참여 탈북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의 개인 정보 보호
3. 사회적 취약집단인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기여하는 연구 활성화
②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 심의위원회는 글로벌 미래교육연구본부 통일
교육연구실 내부 위원회로 설치하고 향후 한국교육개발원에 조사자료 운영실이 만들
어질 경우 해당 실로 이관한다.
③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으
로 구성되며, 전공별로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참여 연구자 3명, 종단연구 전문가
2명,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임기) ①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 심의위원회는
자료 요청 연구 주제의 타당성 심의와 연구 주제별 활용 데이터 범위 결정, 자료
활용 논문 초고 내용 공개 적절성 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이때 일반 학술 논문 심사와 달리 논문 내용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함께 고려하여
공개 적절성을 판단한다.
③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임기 내 위원 교체가 가능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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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조사 자료 사용에 대한 안내
▢ 조사 자료 신청 절차
① 통일교육연구실의 조사 자료 공개 목록 확인
② 조사 자료 신청서 제출 [별지서식 1]
* 연구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의 경우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학술세미나 발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의 정보를 작성함.
* 통일교육연구실은 신청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조사 자료 신청 승인 여부 심의
④ 심의 결과 통지 및 자료 제공

▢ 조사 자료 사용자의 의무
① 통일교육연구실의 조사 자료 사용자는 개인, 학교,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한 연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연구목적에 한해 공개된 조사 자료 활용 과정에서 연구 목적, 연구자 등 조사 자료
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통일교육연구실에 변경된 신청서를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일교육연구실이 제공한 조사 자료를 조사 자료 신청서에 제시된 연구자 이외의
타인에게 복사해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통일교육연구실의 조사 자료 공개 지침을 위반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
교육개발원의 조사 자료에 대한 공개 신청 및 사용을 제한한다.

▢ 관련문의
◦ 조사 자료 신청, 조사 자료 관련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mrjofromk@kedi.re.kr) 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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