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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날로 확대되는 국내 탈북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원 과제 탐색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에 1주기 연구가 종료되었고 2016년부터
시작된 2주기 연구의 3차년도 연구가 본 연구입니다. 1주기 연구는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했던
반면, 2주기 연구는 연구의 현실적 한계에 의해 질적 자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 기준을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으로 설정하고 있는
2주기 연구의 기본틀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 두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1주기 연구의 양적

자료를 토대로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변화 경향과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주기 패널들과의 면담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를 토대로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을 추출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출생, 중국출생 등 출생국을 비롯하여 계층, 성별 차이가 탈북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쟁점을
만들어내는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 터하여 요구되는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을
탈북청소년 지원 기반 구축, 성장단계별 탈북청소년 지원, 모국어를 중국어로 하는 탈북청소년 지원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패널들은 2018년 올해 각각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탈북청소년 패널들 중에는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있고, 일반학교로 갔다가 다시 대안학교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1주기 연구부터 계속 참여하고 있는
고교 졸업 이후 패널들의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출발 당시, 그리고 최근까지도 남북 관계는 크게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만들어진 최근의 남북 화해협력 기조는 판문점 선언과 9.19 선언으로까지 이어졌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그릴 수는 없으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남북 관계 변화는 탈북청소년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탈북’과 평화 시대의 ‘탈북’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변화된 환경의 영향이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탈북청소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종단 연구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
판단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5년 간 계속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해 준 탈북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아니었으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한 면담에 기꺼이 함께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면에서 매우 도전적인 이 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해 준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하며 이 연구가 남북이
함께 하는 미래 한반도 구상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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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연구 협력진 (가나다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성명

소속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김계운

통일부

김서연

교육부

김영은

교육부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박종효

건국대학교

박철희

경인교육대학교

박현정

서울대학교

박희진

한국교육개발원

배동인

교육부

변정훈

여명학교

소병욱

서울대학교

신혜숙

강원대학교

신호래

한겨레중고등학교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성배

동아대학교

윤동주

우리들학교

이강주

한국교육개발원

이슬기

연세대학교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정혜진

연세대학교

조명숙

여명학교

최은아

서울대학교

연구요약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교육부(2018)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국내 탈북청소년은
2018년 현재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총 2,538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사회 정

착 과정이 갖는 특징을 탐색하고 필요한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종단연구
가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다. 2010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주
기 연구가 진행되었고, 2주기 연구에서는 2016년에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2017년부터 본
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1주기 연구는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활용하였으
나 2주기 연구는 연구 추진의 현실적 한계에 의해 질적 자료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주기 3차년도 연구로서 2017년부터 시작된 조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
면서 동시에 탈북청소년들의 삶에서 부각되는 주요 영역(dimensions)을 중심으로 그들 삶
의 특징을 이해하고 탈북청소년 집단 내부 범주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쟁점도 함께 찾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1주기에서 축적한 양적 자료를 토대로 2주기 연구
모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변화 경향,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관계를 탐색해 보아 질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못하는 일반적 경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1주기 데이터 공개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로 포함하였다.

□ 연구 내용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1주기 양적 자료를 토대로 한 탈북청소년의 교
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변화 경향 및 상호 관계 분석, 2주기 질적 자료를 토대로
한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 분석과 하위 범주별 차이에 따른 쟁점 분석을 핵심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는 2주기 기초연구(김정원 외, 201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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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개념 정의를 따랐다. 이 연구에서는 Dewey(1952)의 관점을 활용하여 교육적 성장
(educational growth)을 ‘결과를 예상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성찰하는 가운데 경험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공통
의 가치에 기반 한 일체형의 통합을 지향하는 social integration이나 사회적 위험에서 모
두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social inclusion과 social cohesion을 구분한 노대명(2009: 7-8)
의 규정을 차용하여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공동의 비전으로 긍정
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노대명, 2009: 8) 의미로 규정하였다.
삶의 주요 ‘영역(dimensions)’이란, ‘한 사람의 연속적인 행위 혹은 그가 갖는 일련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토대’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Mandelbaum(1973)의 생애사 분석틀
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그는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 삶의 주요 전환점, 주요 적
응 양식 등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생애사 연구가 사회과학적 분석이 될 수 있다고 보았
다. Mandelbaum에 따르면, 전환(turnings)은 한 사람이 새로운 역할을 맡거나 새로운 집
단과 관계 맺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며, 적응(adaptations)은 한 인간이 삶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조건에 대응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위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영
역과 전환에 대한 대강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적응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Mandelbaum의 개념틀을 활용하여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를 진행하
되, 2018년도는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 분석, 2019년도는 삶의 주요 전환점 분석,
2020년도는 주요 적응양식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2021년에 최종 종합 연구를 수

행하는 것으로 향후 4년 동안의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에 2018년도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주요 삶의 영역을 추출하고 탈북청소년 하
위범주별 차이, 곧 북한출생, 제3국 출생(주로 중국) 등 출생지별 차이를 비롯하여 성별,
계층별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쟁점도 함께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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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양적 자료 분석: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경향 및 상호 관계 분석
양적 자료를 토대로 한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서
는 1주기 종단조사에서 5개년 간 지속적으로 응답했던 98개 사례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다층 성장모형 분석, 유형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1주기 연구에
서 수집된 설문 조사 문항들 중 2주기 개념 정의에 따라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과 부합하
는 문항을 찾고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 흐름에 따
른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층 성장모형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다층 성장모형을 사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5년 간 성장률을 추정하고 추정된 성장률이
탈북청소년의 배경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탈북청소년 배경 특성에 따
른 차이 검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특성 변인별로 F-검증을 시행하여 개
별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고, 이후 변화율을 추정한 다층 성장모형에 특성 변
인을 모두 투입하여 각 변인들의 독립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의 교
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사이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
합을 두 축으로 하는 4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실제 자료에서는 주로 어떤 유형이 나타나며
이것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 탈북청소년의 삶의 주요 영역과 하위범주별 차이에 따른 쟁점 분석
2주기 질적 자료 수집은 연 2회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 2018년 연구

부터 연 2회 진행되는 면담 사이에 패널 본인이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성찰일지를 작성하
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탈북청소년 패널은 초6, 중1, 대안학교
및 학교 밖, 고교졸업 이후 등 총 4종류의 패널로 나뉜다. 2주기 신규 패널로 참여했던
초6패널은 2018년 중1이 되었으며 중3패널은 고1이 되었다. 2017년 연구에서 확보된 총
35명 중 각 패널별로 1명씩 총 4명이 탈락 혹은 면담에 불참하였고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1명을 추가하여 2018년도 연구에는 총 32명의 탈북청소년 패널이 참여했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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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교사를 포함하여 2018년 연구의 면담 참여자는 총 70명이다.
면담 준비를 위해 전체 연구진과 면담원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패널 종류별 담당 연구진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면담 질문과 면담보조용 설문지 내용이 확정된 후에는 관련한 생명
윤리심의를 받았다.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공유를 위해 수차례의 협의
회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보고서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도 작성된 초고를 상호 검토하
여 작성 형식과 틀, 관점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 자료는 2017년에 진행된 1, 2차 면담자료, 2018년에 진행된 3차 면담자
료와 현장노트들이다. 자료 분석은 코딩, 심층코딩, 주제발견 등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수
집된 자료들을 모두 읽으면서 영역별로 자료를 1차 분류하여 코딩한 후 분류된 자료를 다
시 분류하여 재코딩하면서 각 영역 내 포함된 소주제를 포괄하는 키워드나 문장을 추출해
내는 순으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 연구 결과
￭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경향 및 상호 관계 분석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양자가 전반적으로 5년 동안 일정 수준을 유
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교육적 성장에서 내
재적 학습동기와 학업 효능감은 감소하였고 진로성숙 수준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
회통합에서는 ‘북한출신 공개정도’는 변화가 없었고 ‘한국생활 긍정인식 수준’은 감소하였
으며, ‘차별경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진로성숙’, ‘차별
경험’ 등에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탈북
청소년들이 입국한 이후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이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변화는 일부 배경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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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변화율은 연령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요인 중 내재적 학습동기
변인의 경향이 주로 반영된 것이다.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두 변인의 변화율 감소폭이 작
았다. 사회통합의 변화율에서도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입국 후 기간이 오래된 집단은 사회통합 수준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집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요인별에서는 ‘북한출신 공개 정도’가 입국 후 기간과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변화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사이의 관계를 유형화해본 결과, 두 차원이 모두
높은 사례인 1유형은 감소하였고, 교육적 성장은 높지만 사회통합이 낮은 2유형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적 성장이 낮고 사회통합도 낮은 3유형과 교육적
성장은 낮지만 사회통합이 높은 4유형도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적 성장의 수준에 따
라서 사회통합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특히 교육적 성장이
아주 낮거나 높은 경우 사회통합 수준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결과들은 탈북청소
년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어느 정도 교육적 성장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사회통합 수준은 약
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적 성장에서
진로성숙 수준은 높아지지만 내재적 학습동기나 학업 효능감 수준은 낮아진다는 점에 주
목하여 초, 중, 고 학교 단계별로 이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입국 이후 차별 경험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북한출신에 대한 공개
에 주저하고 한국생활에 대한 긍정인식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일과 별도로 이들이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통합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
별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보다 통합된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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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단계별 탈북청소년 주요 삶의 영역
2주기 4개 탈북청소년 패널들 삶의 주요 영역들을 종합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패널에서 ‘공부’와 ‘친구’가 공통적으로 주요하게 등장한다. 단 패널 사이에, 그리고
패널 내 사례별로 관련 비중에서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중3(고1) 패널부터 ‘공부’와 밀접
히 관련되어 ‘진로’가 주요 영역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한국어학습은 초6(중1) 패널에서
유난히 부각되며,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과 고교졸업 이후 패널에서는 ‘친구’와 함께 ‘가
족’이 포함된다. 초6(중1) 패널과 중3(고1) 패널에서만 게임과 휴대폰, 온라인세계가 삶의
주요 영역으로 등장하고 ‘정체성’은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을 제외한 모든 패널들에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은 상호 관련성에 터해 크게 ‘공부와 진로’, ‘친구와
가족’, ‘휴대폰･게임･온라인세계’, ‘정체성’ 등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4가지 범주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부와 진로>

초6(중1) 패널에서는 막연히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나 중3(고1) 패널부터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고등학교에서의 경
험을 통해 공부가 자신의 사회적 진로와 밀접히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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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부를 한다는 것 못지않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등장한다. 진로
에 대한 고민은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이나 고교졸업 이후 패널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부각된다. 특히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 학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들에게 진로는
현실적으로 당장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공부보다 중요
한 영역으로 다가온다. 초등 졸업 학력을 갖추지 못한 채 돈을 벌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에게 공부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며 자신에게는 진로 선택지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고교졸업 이후 패널 중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와 학업
이 상호 구분되지 않고 얽혀 있다. 대학 학점이 2~3년 후 자신의 진로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가운데 학업에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결된다.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도 새로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대학
생들보다 덜 부각된다.
중국어만 사용하다가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초6(중1) 패널의 탈북청소년에게는 한
국어 학습이 삶의 모든 것으로 부각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누구와도 소통하기 어려운 가운
데 주변의 지원 프로그램에도 접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들은 한국어에만 익숙해지면
공부를 비롯하여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 입국
후 3~4년이 지나 생활한국어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도 학교수업은 여전히 따라가기 힘든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들의 한국어 학습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것은 생활한국어에는 익숙
해진 이들에게 학교공부의 어려움이 언어 문제보다는 학업능력 문제로 이해되고 있기 때
문이다.

<친구와 가족>
‘친구’는 모든 패널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중3(고1) 패널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영

역으로 부각된다. ‘항상 나를 바라 봐 주는 누구’를 필요로 하는 초6(중1) 패널에게 그것은
어머니, 사촌누나, 혹은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3(고1) 패널에게 그 누구는 친구로 압
축되며 친구가 마음을 나누는 유일한 대상으로 부각된다. 이 패널들은 친구를 통해 또 다
른 친구를 만나는 등, 친구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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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하는 문화’로 중3(고1) 패널에게 부각되는 것이 여학생들의 화장과 같은

꾸미기와 남학생들의 게임이다. 여학생들은 화장으로 친구들과 관심을 공유하고 남학생들
은 게임으로 친구와 어울리고 친구를 만들어간다.
고교졸업후 패널들은 중3(고1) 패널보다 훨씬 다양한 층위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표
현하면서도 현재 만나는 친구 범위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특히 현재 대학 3학년인 패널들
은 학업을 위해 주말에 이성 친구와의 만남 정도로 친구 관계를 제한하고 있다.
상대적 비중이 크지 않지만 ‘가족’은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 주요 삶의 영역으로
등장하는데 사례에 따라서 가족은 패널 자신을 “믿어주고 성장시켜 주는 사람”으로 이해되기
도 하고 패널 자신이 오히려 부모를 “위로해 드려”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고교 졸업후
패널에서는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례도 있으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넘어서서
자신이 가족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연결되어 가족이 부각된다.
이 패널들에서는 가족이 친구를 대체하거나 혹은 친구가 가족을 대체하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는 상호 구분되면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병렬적 영역으로 이들 삶에 위치한다.

<휴대폰･게임･온라인세계>

휴대폰, 게임, 온라인 세계 등은 초6(중1) 패널과 중3(고1) 패널에게 두드러지게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놀이나 휴식 혹은 일탈이 아니다. 초6(중
1) 패널은 ‘항상 나를 바라 봐 주는 누군가’의 부재를 핸드폰과 게임으로 채운다. 특히 가정

과 학교, 어디에서도 그 ‘누군가’를 찾기 어려운 아이에게 핸드폰은 자신을 숨 쉬게 만드는
유일한 소통 수단이다. 중3(고1) 패널에게 이것은 학교에서 겪는 각종 좌절을 잊게 해 주는
휴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가족보다 중요해진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그리고 고교졸업후 패널에게는 이 영역이 상대적으로 중요하
게 부각되지 않는다. 진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거나 그것을 위해 여러 관계도
단절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는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휴대폰이나 게임 등이 중요한 의
미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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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정체성 문제는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패널에서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등장한다. 대부분의 패널들이 자신의 배경 문제 자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
지만 다른 여러 영역에 대한 이야기에 정체성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엮여서 나타난다.
특히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고 인식하는 북한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에게서 정체성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에게 고향은 놀이, 음식, 공부, 가족, 친구 등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에 입국 초기에 큰 문제의식 없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던 아이들도 점차 한국
에서 북한이 규정되는 방식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북한 배경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초6(중1) 패널, 중3(고1) 패널 모두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대부분 자신의 배경을
숨기려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출신배경 때문에 따돌림을 경험했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대다수가 대안학교에서는 ‘출신’을 따지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고 특히 출신지
가 같은 단짝 친구와는 집안 사정도 숨김없이 서로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안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일반학교로 간 친구들을 통해 일반학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들 사
이에 출신배경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
자신의 배경을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에 또 다시 부딪친다.
한국에 정착한지 10년 이상 되는 졸업 이후 패널에게도 정체성 문제는 정착 초기와는
또 다른 형태로 주요 영역으로 부각된다. 이들은 자신이 이미 한국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만 그렇다고 완전히 한국인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이중성에 스스로 혼란스러워한다. 한편으
로는 한국인이 되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
처럼 변한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가정에서의 경험도 이들의 정체성
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교졸업 이후 패널 중에는 예외적으로 ‘북한출신’이라는 점을 하나의 자본으로 활용하
여 살아가고자 해 왔던 사례가 있다. 그와 정반대로 자신은 완전히 한국인이라 생각하는
데 직장에서는 여전히 북한과 연결시켜 자신을 평가하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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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감이 되기도 하는 사례도 이 패널 내에 존재한다. 이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그 공간만
옮겨졌을 뿐 시간이 지나도 출신배경에 의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해 준다.

￭ 탈북청소년 하위범주별 차이에 따른 쟁점
<출생국>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범위에 북한출생과 제3국출생을 모두 포함시키고 같은 수준의 지
원을 하고 있어 대입 전에는 북한출생인가 중국출생인가 하는 것이 큰 쟁점이 되지 않는
다. 이때는 출생국이 어디인가 하는 것보다 어떤 정체성을 지니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북한 정체성을 지닌 탈북청소년의 가장 큰 특징은, 입국초기부
터 자신의 출신배경을 드러내는 특징들을 모두 지우려고 애쓰며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는
되도록 북한배경을 숨기려 한다는 데에 있다.
대학입학 때가 되면 대학특례입학과 등록금 지원이 북한출생과 중국출생에게 차등적으
로 적용됨으로 해서 중국출생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출생자들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기 시작한다. 특히 북한출생, 중국출생 탈북청소년들이 함께 다니는 대안학교에
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계층>

계층별 차이는 공부와 진로 측면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초
6(중1) 패널에서는 월 수입을 절대빈곤 수준으로 보고하면서도 사교육비를 들여 학원을 보

내는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어머니가 북한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으
로 풍족했었다고 말하는 경우다. 중3(고1) 패널에서는 50%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였
는데 이러한 진학 경향은 이들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 공부와
진로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예를 대안학교 패널들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입국 전 환경이 어려웠고 학업 결손 등의 문제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한국에서 서로 다른 가정환경 속에 있다는 점에 의해 한 사례는 일찌감치 대
학진학을 포기하고도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례는 부모
가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공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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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탈북청소년의 삶의 주요 영역에 있어 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친구가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인 중3(고1) 패널에서이다. 이 패널에서 여학생은 화장 등의 꾸미기, 남학
생은 게임 등을 통해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친구관계를 확장해 나가기도 한다.
그 밖의 패널에서는 남녀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탈북청소년의 어머니들
이 자녀 양육자이기 전에 공부하고 직장을 가지는 사회인이고자 하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
러나고 있다는 점, 고교 졸업 이후 패널 중 여학생에게는 가정에서 가부장적 성역할이 문
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남학생에게는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여성인권, 페미니즘 등의
논의가 불편하게 다가오는 사례가 포착된다.

□ 종합 논의와 정책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탈북청소년 삶의 특징이 갖는 의미를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하는 삶이 자신에게 최선
이라는 탈북청소년 스스로의 인식이 이들이 공부에 부여하는 비중과 연결된다. 왜 여기에
서 살아야 하는지, 왜 자신의 삶에 공부가 중요한지가 분명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둘째, 한국적 행위양식 따라가기 차원의 전략이 교육적 성장
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며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배움에 대한 자신감, 새로운 배움의 기쁨, 향후 다가올 어려운 과정을 열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 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셋째, 중국어를 모국어로 했던 탈북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능력 문제가 학습능력 문제로 가려져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들이 겪는 학업부
진이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누적되어 온 것임이 적극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넷째, 탈북
청소년들이 표현하는 다차원적 요구에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소통 방식
과 사회적 관계 확장 방식, 그리고 아이들 기준에 의한 직업 진로 희망 등을 성인들의 관점
에서 평가하려 하지 않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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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섯째,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경험하는 좌절 상황이 이들의 성장 토대가 되기도 한
다. 다양한 수준에서 겪는 좌절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다시 냉철하게 성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좌절과 어려움이 다음의 구체적인 가능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일곱째, 정착 초기에는 북한배경을 숨기기
위해 애쓰고 시간이 흐르면 이중적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등, 탈북청소년의 정체성
문제는 이들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여덟째, 탈북청소년의 개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그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사회통합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에 사회통합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요구된다. 아홉째, 출신국과 정체성은 동일한 범주가
아니므로 출신국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는 탈북청소년 지원 수준의 차이는 선별적 복지체
계의 한계를 드러내 준다. 열째, 출생국과 정체성이 동일한 범주가 아니라는 점, 부모 배경
에 따라 삶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하위 범주들 사이의 차이를 고려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 양육자로서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사회인으
로서의 어머니를 고려하는 등,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시에 성(gender) 평등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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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 지원 기반 구축
￭ 한국사회 사회통합 수준 제고 노력
∙ ‘사람이 사는’ 북한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책 구안 및 실행(통일부/문화관광부/교육부)
∙ ‘탈북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북한배경 청소년’과 같은 중립적 용어로 수정(통일부)
∙ ‘북한배경 학생 이해’ 등,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인 교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으로(교육부)
∙ 일반인 대상 사회통합교육 실시(문화관광부/교육부)
￭ 한국 학교교육 변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 기반 하의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수립
∙ ‘계층 사다리로서의 교육’ 프레임 폐기와 학교 역할 재설정(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 교사의 역할을 ‘교수’에서 ‘관계 형성’ 중심으로 재구조화(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 일반학교교육 정책에 미친 영향력 중심으로 국가 수준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평가기준 개발과 적용: 일반학교
운영에 미친 영향력 중심 학교 차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운영 성과 평가기준 개발과 적용(교육부)
∙ 보편복지 장기 계획 중 초기 단계 정책 차원의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추진(교육부)

▢ 성장 단계별 탈북청소년 지원
￭ 초등(중학교 저학년) 학생
∙ 마을 단위 공적 돌봄 체계 강화(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중고등학생
∙ 한겨레중고등학교 역할에 정착 초기 지원 기능 포함(통일부/교육부)
∙ 지역 단위 탈북학생 진로진학 지원 교사 풀 구축과 운영(시･도교육청)
∙ 학교진로상담의 질적 수준 제고(학교)
￭ 대학생
∙ 대학 학비 지원 범위를 제3국 출생으로 확대: 대중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학교육 학비 무상화를 최종 목표로(통일부/교육부)
￭ 학교 밖
∙ 학교 밖 탈북청소년 실태 파악 체계 구축(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 위기형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강화(통일부/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원격통신 초등학교 운영(교육부)
￭ 전체
∙ 가정에 대한 총체적 지원 강화(통일부/교육부)

▢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탈북청소년 지원
∙
∙
∙
∙

단계별 한국어 학습 지원: 초기 생활한국어와 학습한국어 병행 지원에서 점차 학습한국어 지원 중심으로(교육부)
입국 초 한국어 수준 진단을 위한 진단도구의 정교화 (교육부)
이중언어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 구축(교육부)
학력 인정 대안학교에 이중언어 강사 지원(교육부)

▢ 주제어: 탈북청소년, 종단연구, 삶의 영역,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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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Ⅰ

연구 개요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1

연구 필요성

▢ 탈북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종단적 추적 연구 지속적 추진 필요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2015년까지 1주기 연구가 수행되

었고, 2주기 연구가 2021년까지 수행될 계획으로 2016년부터 출발하여 현재까지 진행되
고 있다(한만길 외, 2010; 이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구섭
외, 2014; 강구섭 외, 2015, 김정원 외, 2016; 김지수 외, 2017). 양적, 질적 조사를 병행했
던 1주기 연구에 비해, 연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2주기 연구는 질적 조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 사회 각각의 변화도 극심할 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탈북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갖게 될
경험적 특성도 이전과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착해 나가
는 탈북청소년들의 삶을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종단적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관련 쟁점을
추출하는 작업은 탈북청소년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나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수
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2주기 연구 각 년도 조사 및 분석 초점 설정 필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었던 1주기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결과를 판단

하는 개념을 ‘적응’으로 설정하고 ‘학습적응’, ‘관계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 등의 차원
으로 나누어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탈북청소년의 적응 수준 변화를 포착해 보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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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향규 외, 2011 등). 그에 비해 2주기 연구를 설계한 2주기 1차년도 연구(김정원 외,
2016)에서는 1주기 연구의 틀을 재구성하여 1주기 연구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의 결과로 간

주했던 ‘적응’을 과정 차원의 정착 실태로 이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개인과 사회,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인 학생 차원의 성과를 ‘교육적 성장’으로
사회 차원의 성과를 ‘사회통합’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2주기 1차년도 연구에서는 2주기 연구 전체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매년 진행되는
5차례의 조사 연구에서 이루어질 각 년도 자료 분석의 초점을 구분하지 않았다. 1차 조사

가 시작된 2주기 2차년도 연구(김지수 외, 2017)에서는 적응,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이라
는 세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에 향후 2021년까지 매년 진행될 조사와 분석의 수준이나 범위를 매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2주기 연구 모형을 다시 명료화하는 가운데 매년 진행되는 연구의 초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탈북청소년 내부 범주별 차이 및 관련 쟁점에 주목할 필요
더불어 탈북학생의 범주에 정책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중국출생 탈북민 자녀의 경우에는
북한출생과 이질성이 크다는 점에 의해 여러 관련 연구들에서 두 범주를 구분하여 그 특징
을 비교 분석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이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구섭 외, 2014; 김정원 외, 2014; 강구섭 외, 2015; 김정원 외, 2016
등). 연구에 따라서는 북한출생 학생들이 한국사회 정착에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크고(김정원 외, 2014)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며 출신 배경 공개 등에 더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강구섭 외, 2015)고 보고하기도 하고 정책 효과는
중국출생 학생에 비해 북한출생 학생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다(김
정원 외, 2016). 탈북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탈북청소년’
이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탈북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 사용을 주장
하는 연구도 있다(이기영･김민경, 2015).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연구에서도 이러한 출생국
차이가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에 어떠한 차이를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
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청소년 연구에서 계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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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었으나(김정원 외, 2015 등) 탈북청소년 집단 자체가 갖는 동질성 때문에 계층 구분에
의한 비교 분석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인 탈북청소년의 삶에서 계층 관련 쟁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
해 볼 필요는 있다.
성별 차이도 주요 관심이 될 수 있다. 탈북청소년 적응 문제를 다룬 여러 연구들이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으나(박윤숙･윤인진, 2007; 이향규 외, 2011; 김정원 외, 2016 등)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일반학생들의 경우에도 연구 주제에 따라 없
던 성별 차이가 상급학교에서는 나타나기도 하고 그 역의 현상도 보고되고 있다(정은주,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대부분(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은 이들 자녀

의 삶에서 성(gender) 관련 쟁점과 다양한 방식으로 엮여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밝혀 보고자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한 연구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탐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채정민, 2016 등)

▢ 2주기 모형에 입각한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질
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변화 경향 분석 필요
2주기 1차년도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집된 1주기 조사 자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5년간 데이터 전체를 클리닝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김정
원 외, 2016). 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2주기 연구 모형에 입각한 분석을 시도함으
로써 질적 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2주기 연구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변화 경향
을 추출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이라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
관련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종단적 변화 경향 및 관련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면 2주기
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를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1주기 양적 데이터의 지속적 활용 필요
2주기 1차년도 연구에서 1주기 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데이

터 활용 지침을 개발하여 6개년 간 진행된 1주기 연구 참여연구자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김정원 외, 2016). 2차년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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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료 공개 범위를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확대하여 공개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
다(김지수 외, 2017). 향후 이러한 자료 공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올해
3차년도 연구에서도 매뉴얼화 되어 있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1주기 데이터를 공개하고 관

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2주기 2차 조사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에서 부각되는 주요
영역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영역(dimensions)’
이란 한 사람의 연속적인 행위 혹은 그가 갖는 일련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토대
를 말한다.
둘째, 출생국, 성, 계층 등에서의 차이가 이들의 삶에서 부각되는 주요 영역에서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 관련 쟁점을 추출해 낸다.
셋째, 2주기 연구 모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변
화 경향을 1주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
하여 관련 시사점을 모색한다.
넷째, 1주기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존에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 공개하고 연
구 주제를 공모하여 학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1주기 수집 자료 활용 범위를 확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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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가. 이론적 배경 분석 및 연도별 연구 초점 설정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경험을 5년간 종단적으로 추적해 나가고자 하는 질적 연구인 2
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해야 할 영역은 여러 차원에서 존재
한다. 기존 연구들의 방향과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기본적인 작업과 함께 종단적 질
적 연구라는 점 때문에 나타날 쟁점을 검토하는 작업에서부터 자료 분석의 틀을 설정하는
것까지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개관과 향후 연구 초점 설정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이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되는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진행된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와
2016년부터 시작된 2주기 연구들의 주요 연구 방향과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5년 간 수집되는 자료 분석의 틀을 개발하고 매년 수행되는 연구
의 연도별 분석 초점을 설정하기 위해 생애사 관련 국내외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 비교집단 특성 분석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에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지만 그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비교 집단을 필요로 한다. 연구 예산 등, 연구 추진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연구를 위
한 패널에 비교집단을 설정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비교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수집될 자료 해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대표적인 패널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이고

이들이 2018년에 각각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므로 비교집단으로는 이들 각
학년별 학생들의 특성과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였다. 동시에 탈북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라는 배경을 공유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들도
함께 검토해 봄으로써 수집되는 탈북청소년들의 삶에서 포착되는 주요 특징들을 해석하는
데 참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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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 하위 범주별 차이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집단 내부의 이질성이 어떠한 차원에서 나타나는가를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출생, 중국출생 등, 출생국별 차이를 다룬 연구 등을
비롯하여 탈북청소년 내 하위집단별 차이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검토
하였다.

▢ 질적 종단 연구와 복수면담자 면담에서 제기되는 쟁점별 대응
본 연구가 질적 종단연구라는 점에 의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에 연구 이외의 관계 형성 가능성 등 다양하게 제기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기존 질적 종단연구에서 연구 방법 차원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대응
방식 등을 개관하여 정리하고 이를 연구자들이 자료 수집 전에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도출되는 쟁점에 대응할 때에도 수시로 참조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으로 진행될 면담에서 면담자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
록 공동연구진 1명과 현장면접원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면담자가 1명의 연구참여자를 면
담하는 형태로 면담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복수면담자가 1명의 면담참여자와 면
담하게 될 때 나타날 쟁점을 별도로 정리하여 연구자들이 함께 공유하였다.

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관련 1주기 자료 분석
1주기 연구에서 5년 간 수집된 양적 데이터 중에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고 이들을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이라는 변인으로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구성된 변인에 터하여 2주기 연구 모형의 성과 변인인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이
탈북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후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추정하고 그것이 입국 후 정착 기간,
성별, 출생국 등의 개인 배경이나 경험 변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탈북청소년들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에서 어떤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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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dimensions) 분석
2018년도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분석 초점을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

분석에 두고 이후 연구될 내용과의 차별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매년 수행되는 연구가 깊이
를 더할 수 있게 하였다. 삶의 주요 영역 분석을 본 연구의 초점으로 설정한 것은
Mandelbaum(1973)의 생애사 연구의 분석틀을 차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Mandelbaum

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 주요 전환점, 주요 적응양식 등에 주목함으로써 생애
사 연구가 사회과학적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8년도 연구 초점인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 분석은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여 진행

되었다. 시간이란 초등, 중등, 대학 등의 학교급 변화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시간을 의미하
며, 공간이란 개인, 가정, 학교, 직장 등, 한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
다. 제도적 시간은, 한 개인 패널 내에서 학교급 변화가 만들어내는 주요 영역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고려되기도 하고, 초6(중1) 패널, 중3(고1) 패널, 졸업후 패널 등, 서로
다른 제도적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패널들 사이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바라보
는 차원에서도 참조되었다.

라. 탈북청소년 하위 범주별 차이 관련 쟁점 탐색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하위 범주들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여 왔던 출생국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 차이, 계층 차이 문제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2주기 연구 패널을 초6(중1), 중3(고1), 대안학교 및 학교
밖, 고교졸업후1) 패널 등 4가지로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이들 패널의 삶의 주
요 영역이 나타나는 경향에서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학교급별 차이나 서로 다른 교육
환경이 만들어내는 차이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1) 고교졸업후 패널은 1주기 연구에 참여했던 이들이 계속 참여하는 1주기 연속패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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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술대회 개최
1주기 자료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2주기 1차년도 연구(김정원 외, 2016)에서 마

련한 매뉴얼과 관련 지침에 따라 2018년에도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양적 데이
터를 공개하고 연구 주제를 공모하여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4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본 연구를 위해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비롯하여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연구보고
서들을 분석하고 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일반 초중등학생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도별 연구 초점 설정을 위해 생애사 연
구 관련 국내외 논문과 저서들을 분석하였으며 탈북청소년 내부 범주별 차이에 초점을 맞
춘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들도 분석하였다. 더불어 질적 종단 연구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탐
색하기 위해 연구 방법론 관련 문헌과 실제 질적 종단 연구방법을 활용한 해외 연구 논문
들을 검토하였다.

나. 1주기 양적 자료 분석
1주기 연구에서 5개년 간 수집된 양적 자료를 2주기 연구 틀에 의해 분석해 보기 위해

사용된 연구방법은 요인분석, 다층 성장모형 분석, 유형분석 등이다. 우선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개념 적용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1주기 조사에 활용된 조사 도구에

서 관련 문항을 정리하였다. 교육적 성장(자신감, 몰입, 개방적 태도, 책임감 등) 및 사회통
합(평등, 참여2), 귀속)과 관련된 문항들 사이의 요인 분석을 통해 이들이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변인으로 구성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2) ‘참여’에 해당하는 1주기 조사 문항은 없으므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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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층 성장모형분석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 분
석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유형이
발견되는지, 시간에 따른 유형 변화에 어떤 경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았다. 적용한 연
구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절에서 기술하였다.

다. 질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 3차년도 연구의 핵심은 1차년도 연구(김정원 외,
2016)에서 기획한 연구 틀에 의해 면담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2차년도 연구(김지수 외,
2017)에서 구축한 연구참여 패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다.

매해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면담을 위해 2017년도 2차년도 연구에서는 2주기 신규
패널로 초6 10명, 중3 10명, 대안학교 및 학교 밖 6명, 등 총 26명의 패널에, 1주기 연속
패널인 고교졸업 이후 패널 9명을 포함하여 총 35명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패널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중 패널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을 1명 추가하
기로 하여 2018년도 3차년도 연구에서는 총 36명의 패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기존 패널들이 3차년도 연구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최종 32명
의 연구 참여 패널을 확보하고 이들과의 전체 면담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을 토대로
워크숍 등을 통해 실제 면담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과 면담보조용 설문지 내용이 확정된 후에는 관련한 생명윤리심의를 받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 2회의 면담 사이의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에 패널 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이것은 원하는 이
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최대 연 2회에 한정하였다.
면담은 학부모, 학생, 교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교사 면담은 새롭게 맡은 학생을 이해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기말(6~7월)에 진행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 면담
은 4~5월에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패널 현황과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장에서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2주기 질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 절차를 그림으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그림 Ⅰ-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질적 데이터 수집 절차

면담은 모두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되었으며 모든 녹음 자료는 전사되었다. 전사 작업
과 함께 면담 정황과 면담에서의 특기상황을 기록한 면담기록지도 작성하였다.3) 자료 분
석은 패널 종류별로 구분하여 연구자들이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전사된 면
담자료와 면담기록지, 그리고 면담 시에 작성한 뇌구조 그림, 하루 일과 등을 그린 그림,
그리고 별도로 작성한 성찰 일지 등이다.
조사 횟수, 참여한 패널 특성, 패널 규모, 조사 방법 등의 차원에서 1주기 연구와 2주기
연구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 다음 <표 Ⅰ-1>이다.

3) 면담기록지는 면담자 필드노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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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개요(1주기∼2주기)

구분 연도

1
주
기

목적

2010

1주기 조사
설계

2011

조사
규모(명)

초
4

초
5

초
6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졸
1

-

-

-

-

-

-

-

-

-

-

양적 질적

조사
방법

-

-

-

1차 조사

451

31

설문
및 면담

2012

2차 조사

257

30

설문
및 면담

2013

3차 조사

437

30

설문
및 면담

2014

4차 조사

484

30

설문
및 면담

2015

5차 조사

417

20

설문
및 면담

구분 연도

목적

1주기 자료
재분석 및
2016
2주기 조사
설계

2
주
기

패널
특성

2017

1차･2차
조사

2018

3차･4차
조사

2019

5차･6차
조사

2020

7차･8차
조사

2021

9차 조사

초
6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

-

-

-

-

-

-

10

졸

졸

졸

졸

대**

대

대

대

대

-

-

-

-

-

9

10
10

졸*

6
9

10
10

7
9

10
10

7
9

10
10

7
10

9
7

질적

조사
방법

-

-

35

면담

36

면담

36

면담

36

면담

36

면담

* 고등학교 졸업자 패널을 의미함
**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탈북청소년 패널을 의미함
※ 2주기 연구에는 원하는 경우에 성찰일지 작성 매년 2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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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료를 Bogdan & Biklen(1982)이 제안한 질적 자료 분석 단계, 곧 메모, 코딩,
심층코딩, 주제발견 등의 단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모두
읽으면서 영역별로 자료를 1차 분류하여 코딩한 후 분류된 자료를 다시 분류하여 재코딩하
면서 각 영역 내 포함된 소주제를 포괄하는 키워드나 문장을 추출해 내는 순으로 자료 분
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분류된 영역들은 사실상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공부는 진로
와 연결되고, 친구는 북한, 가족 등과 연결된다. 이에 어떤 자료를 어떤 영역으로 기술하느
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당 패널 자료들이 보여주는 큰 방향성을 토대로 연구자가 판단
하였다. 예를 들자면,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자료에서 1차 분류된 ‘북한’ 배경과 관련된
자료는 해당 자료의 비중이 작아 이것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관련 자료는 그
것이 표현되는 맥락인 ‘친구’ 영역에서 활용하였다. 반면, 다른 패널에서는 ‘북한’ 배경과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많아 이것이 해당 패널 삶의 주요 영역으로 등장한다. 각 영역들의
특징을 드러내는 주제를 포괄하는 키워드나 문장은 되도록 화자의 표현에서 추출하고자
하였다.
2018년도 보고서는 2017년에 진행된 1, 2차 면담자료와 2018년 상반기에 진행된 3차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018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4차면담 자료는 2019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5차면담 자료와 함께 2019년도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림 Ⅰ-2]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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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명윤리심의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대표적인 취약집단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면서 동
시에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자료수집 내용과 방법에 대한 생명윤리
심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연구참여자별 질문지와 면담보조용 설문지 내용이 확정
된 후 생명윤리심의를 요청하였다. 1차 심의 요청은 2018년 3월 16일에 요청하였는데 심
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그 이유는 2018년도 하반기에 계획된 4차면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무연고 미성년 학
생들에게 학부모 동의를 받는 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4차면담 일정 및 계획을 보완하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비 지급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 동의서 내용에도 4차면담 관련한 사항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무연고 미
성년 학생들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관련 자료를 보완하였다. 2018년
4월 6일 재심의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 이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패널 관리와 면담 자료 보완 차원에서 패널로 참여하는 탈북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담아 2018년 5월 11일에 연구 변경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구체적인 성찰일지 양식
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여 다시 2018년 6월
15일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을 2018년 6월 27일에 받을 수 있었다.

마. 기타
1주기 양적 종단 연구 자료 활용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해 온 데이터 공개와 학

술대회를 본 연구에서도 실시하였다. 공개 대상 자료는 5년 간(2011-2015) 수집된 전체
양적 설문 조사 자료들이다. 주제 공모는 6월에 이루어졌으며 심의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7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논문 초고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개의 발표 논문

을 확정하고 2018년 12월 8일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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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기술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의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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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이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기존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들을 개관하는 가운데 핵
심 쟁점을 정리하고 2주기 3차 연구의 방향을 명료화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2주기 3차
연구의 조사 패널 중심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비교집단이
될 수 있는 해당 학년의 일반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도 함께
살펴보아 향후 연구 결과 해석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가 질적
종단연구인 만큼 연구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각종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 연구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복수 면담자가 한 사람의 연구참여자를 면담하는 방식의 장점과 한계를 정리
하여 연구 추진 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과제에 대비해 보고자 하였다.

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개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의하면, 탈북청소년은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북한출신으
로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만 6세~2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이 중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탈북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2013: 7). 2009년부터 국가 수준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본격적으
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1,143명이던 탈북학생이 2018년에는 2,538명에 이르고
있다(교육부, 2018)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초연구에서부터 출발하여 5년간 질적,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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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축적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2016년에 2주기 연구가 시작되어 이전 연구를 1주기 연구로 명명하는 가운데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연구 내용과 방법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의식
을 반영하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특히 1주기 연구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질적, 양적
자료를 동시에 축적하는 가운데 발생했었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1주기 연구에서는
5년 간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패널 유지가 매우 어려웠고 연구 예산 제한으로 조사 규모

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강구섭 외, 2015). 또한 이 연구의 주 참여자인 탈북청
소년들이 본인이나 부모의 북한 배경을 숨기고 싶어 하여 그에 대한 세세한 배려 하에 조
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비 규모는 늘어나지 않아 2016년부터 시작되는 연구는 질적 연구에만 초점
을 맞춘 연구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6년도에 1주기 자료 분석과 2주기 연구 모형을
개발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주기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진행되
었다.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기본 문제의식은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와 학교교

육에의 적응을 결과 변인으로 보고 그것에 입국 전 경험, 입국 후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
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자료는 질적, 양적 양 차원에
서 수집되었고 질적 자료는 양적 조사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활용되었으
며(한만길 외, 2010; 이향규 외, 2011) 특히 가정과 학교 경험이 갖는 특성을 질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이강주 외, 2012).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872명의 탈북학생 전수를 대

상으로 1차 조사를 하였고 이 중 46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이향규 외, 2011: 54). 그러
나 패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3차 조사 때부터는 패널을 새로 보충하면서 매해
비슷한 규모의 조사참여자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구 모형과 조사 설계, 그리고 조사 시기별, 학년별

조사 응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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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요인
(1차년도 조사)

∙
∙
∙
∙

[투입: 입국전 경험]

[과정 : 가정 및 학교환경]

배경요인

가정･부모

성
연령
출생국
거주지

북한에서의 경험
∙
∙
∙
∙
∙
∙

출신지역
가족구성
교육연한
교육경험
부모의 교육연한
부모의 직업

탈북과정 경험
∙
∙
∙
∙
∙
∙
∙
∙
∙
∙

시계열적 가변요인
(종단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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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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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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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모형(2차년도)(이향규 외, 201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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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1주기 조사 설계(이향규 외, 2011: 57)
연차

초등학교
4

2011

5

중학교
6

1

고등학교

2

3

1

2

중도 이탈/졸업 1년차
3

1년

2년

3년

4년

5년

1차 조사 및 분석 (6개 학년 코호트)

2012

학교
밖
청소년

2차 조사 및 분석

2013

3차 조사 및 분석

2014

학교 밖 청소년

4차 조사 및 분석

2015

학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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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이 졸업1년차에서 겹칠 수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 Ⅱ-2> 1주기 조사 시기별 학년별 응답자 수
구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1차(2011)

111

127

77

47

39

38

69

85

34

25

18

26

118

93

74

48

46

62

104

120

87

49

55

72

97

116

74

45

51

2차(2012)
3차(2013)
4차(2014)
5차(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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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1명, 그의 부모 중 1명, 담임교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
자료: 강구섭 외(2015: 36)의 표를 보완함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양적, 질적 분석 모두에서 일관되게 강조된 것은 탈북청소
년의 적응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교사, 부모, 교우 등과의 ‘관계’라는 것이다(이
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구섭 외, 2014; 강구섭 외, 2015).
더불어 1주기 연구에서 강조된 것은, 복잡한 가족형태, 상대적으로 보다 강압적인 “북한식
양육방식” 등이 탈북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며(강구섭 외, 2014) 개인
별 배경, 입국 전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탈북청소년들의 학습 능력, 학습 동기 등이 제각
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구섭 외, 2014; 강구섭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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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위한 기초연구(김정원 외, 2016)에서는 1주기 양적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이를 분석하여, 탈북청소년의 적응 유형이 ‘안정형’, ‘만족형’, ‘위기
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탈북 과정에서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이나 ‘무서움’ 등의
감정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경향을 보이며 탈북청소년의 ‘적응’ 수준은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도 판단 주체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임을 드러내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적응’ 했다고 판단되던 학생이 학년이 바뀌면서
‘문제학생’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특정 시점의 한 학생이 부모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

으나 교사에게는 부적응으로 판단되기도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적응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의 1주기 질적 사례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적응’을 넘어선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김정원 외, 2016: 193-199).
이에 위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적응’이 아닌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으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연구비 한계를 고려하여 질적 조사 중심의 2주기 종단연구
설계 안을 제시하였다. 종단연구를 위한 패널로는 1주기 조사 패널 중 고교졸업 이후 패널
을 계속 추적 조사하고 초6, 중3을 중심으로 하는 2주기 패널을 새로이 구축하여 2종류의
조사 패널을 만들 것을 위 연구는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했던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 모형과 패널 구축 계획은 아래 [그림 Ⅱ-2]와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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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요소
(1차년도 조사)

시계열적 변화
(5년 종단 조사)

개인 배경
배경요인
[개인 정보]
∙성
∙ 출생연도
∙ 출생국
[입국이전 경험]
∙ 입국 전 가족구성
∙ 부모의 교육이력과
직업
∙ 학생(청년)의 교육
연한과 교육 경험의
특징
∙ 한국에 대한 사전인식
∙ 한국 입국연도와 당시
본인과 가족 상황
[탈북과정(북한출생)]
∙ 탈북연도와 동기
∙ 동반가족
∙ 탈북경로의 특징
(제3국 체류지역,
체류기간,
체류환경 등)

환경과 실태
가정･부모
[일반 환경]
∙ 거주지 환경과 지역 환경
∙ 가족 구성의 특징
∙ 미입국가족 상황
∙ 본인과 부모의 종교
∙ 부모배경(국적, 직업, 가계
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등)
∙ 부모의 한국사회 적응 인식
[가정의 교육지원]
∙ 자녀교육지원의 특성
∙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
∙ 자녀와의 관계 특징
∙ 교육정보 수집 방식
∙ 교사와의 관계

성과
학교･교사

학생(교육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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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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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
∙ 학교 내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
활동 현황(1:1 멘토링, 방과후
활동 등)
∙ 탈북학생 교육 관련 지역네트
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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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와 그
의미
∙ 출신 공개여부와 그 이유 및
현재 상황
∙ 교사와의 관계
[학습적응]
∙ 부모와의 관계
∙ 수업태도, 준비, 수업 이해 정 ∙ 의미 있는 타자의 존재여부와
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관계
∙ 학업성취(성적) 수준
∙ 학력(學歷)에 대한 포부수준 [사회･문화적응]
∙ 의사소통 수준과 특징
∙ 생활 문화 이해 수준에 대한
인식
∙ 진로 탐색 경험
∙ 학교생활만족 수준에 대한
인식
∙ 사회 및 학교의 법과 규칙에
대한 이해
∙ 한국 생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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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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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로서의 정체성
∙ 한국인으로서의 의식
∙ 한국 학교 및 한국 사회에
의 소속감

[그림 Ⅱ-2]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구모형(김정원 외, 2016: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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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를 위한 패널 구축 계획(김정원 외, 2016: 223)
구분

초6

1차(2017)

10

중1

중2

중3

고2

고3

10
10

2차(2018)

고1

10
10

10

3차(2019)

대1
대2
대3
대4
졸1
졸1
졸2
졸3
졸4
졸5

4차(2020)

30
10

10
10

30
10

10
10

5차(2021)

합계

30
10

10

3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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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1차 조사(김지수 외, 2017)에서는 2주기 기초연구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패널을 만들되, 학업중단 학생 패널4)을 추가하여 2주기 조사 패널을
구축하고 질적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Ⅱ-4>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1차 조사 계획(김지수 외, 2017: 62)
구분
1차(2017)
2차(2018)
3차(2019)
4차(2020)
5차(2021)

2주기 신규 패널
초6

중1

중2

9

중3

고1

1주기 연속 패널
고2

고3

10
10

졸1

졸2

졸3

졸4

졸5

35
(6*)

9
10

10
10

35
(6*)

10
10

10

35
(6*)

10
10

35
(6*)

10
10

합계

10

35
(6*)

* 학업 중단 학생 6명을 의미함. 학업 중단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급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학년별 학생 수에 표시하지 않음

4) 그러나 실제 학업중단 학생으로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학교 밖 탈북청소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으로서 엄밀히 말하여 ‘학업중단’ 학생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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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에서는 1, 2주기 패널에 대한 1차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은
문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이후 패널과 학업중단학생(엄격히 말하면 대안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통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의 돌봄이 대부분
결핍되어 있고 기초적 혹은 학습언어 측면의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은 기존 연구 결과들을 재확인하는 연구 결과들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탈북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삶에서는 상대적으로 출
신배경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가지며 북한출신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남을 이 연구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들에게서도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는데 일반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이유는 개인별로 매우 다양하고도 복합적으
로 나타나는데, 특히 장학금, 생활비 등의 경제적 지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과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대안학교의 존재가 이들의 선택을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배경을 한계로만 인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존재하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지수 외, 2017). 이는, 탈북자 정체성이 진로 개발에서 제약이자 동시에 전략적 자
원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던 이전 연구(김정원 외, 2016: 149-151)의 결과를 일반학교에서
의 학업 중단과 대안학교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는 1주기 연구와 달리 ‘적응’을 탈북청소년
교육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와 학교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
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
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김정원 외, 2016). 그러나 2주기 1차 조사(김지수 외, 2017)에서
는 여전히 1주기 연구처럼 ‘적응’을 일종의 성과로 이해하고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2주기
기초연구의 관점과는 차이를 보였다. 김정원 외(2016)의 연구에서는 ‘적응’을 “개인이 자신
이 부딪치는 환경의 특성을 내면화하여 그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하
면서 한국 사회와 학교의 요구에 탈북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그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한 가치가 배제된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김정원 외, 2016: 204-206).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적응’을 대신하여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성과 차원의 개념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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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교육적 성장(educational growth)’은 Dewey(1952)의 관점을 활용하여 ‘결과를
예상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성찰하는 가운데 경험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는 과정’
으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공동
의 비전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노대명, 2009: 8) 상태로 위 연구는 정의하였
다. 특히 이러한 의미의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 한 일체형의 통
합을 지향하는 social integration이나 사회적 위험에서 모두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social
inclusion과 구분되는 것(노대명, 2009: 7-8)임을 강조하였다(김정원 외, 2016: 208). 그

에 비해 김지수 외(2017)의 연구에서는 적응을, “심리, 신체, 관계, 사회 등 개인 삶을 구성
하고 있는 환경 전체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누리는 상
황에 있게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감 획득’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성
과 변인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위 연구는 ‘적응’,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이라는 3개 개념
을 기준으로 매해 조사되는 자료에 기초하여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을 평가하는 동시에
해마다 변화 상황을 확인하여 마지막 5차 조사 연구에서는 5년 간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표 Ⅱ-5>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1차 조사 에서 설정한 적응 개념(김지수 외, 2017: 48)
영역

심리･신체

주요 적응 개념
1주기 연구
신체･심리적 안정 상태의 호전

2주기 연구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의 증진, 이에 따른 적극적 태도의 증진,
생활, 자신에 대한 만족도의 상승

관계

인간관계의 양적/질적 범위의 확대, 출신배경 공개 문제에 대해 비
관계의 양적 범위 확대, 출신배경 공개 유무, 폐쇄적 태도의 증가(상황에 따라 자신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수 있
의미 있는 타자의 유무
는 수준으로 발전), 관계형성 능력의 향상, 의미있는 타자의 범위
확대

학습

학업 준비도 및 이해도, 열정 및 포부 수준

학업, 학습, 배움에 대한 열의, 학업 진보 및 성취 가능성에 대한
낙관, 성취에 대한 개방적 의미부여

소속감, 준법의식

의사소통 수준의 상승, 일상생활문화이해수준의 상승, 탈북민 차별
인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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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1차 조사에서 설정한 연차별 조사 및 분석 내용
(김지수 외, 2017: 59-60)
1년차
기본조사

환경
심
리
･
신
체

적
응

매
년
조
사
교
육
적
성
장

사
회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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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입국 전 : 가정, 학교, 생활,
탈북과정
∙ 입국 후 : 초기정착과정, 출신
배경공개, 생활기대
∙ 가정생활
∙ 학교생활

변화된 내용 중심 변화된 내용 중심 변화된 내용 중심 변화된 내용 중심

∙ 심리적
∙ 신체적
∙ 전반적
∙ 적극적

1년 전과 비교,
변화정도

건상상태
건강상태
만족도
태도 증진 정도

발전/퇴보의
원인/계기

개선 방법 및
인식

발전 가능성 및
전망

∙ 관계 범위, 질
∙ 다른 탈북학생과의 관계
관
계 ∙ 출신배경공개 여부
∙ 의미 있는 타자유무
∙ 관계형성능력 향상정도인식

∙ 관계의 확대
관계개선 방법
관계 발전/퇴보의
(양적/질적)
습득 정도, 원인
∙ 관계형성능력의 원인 평가
진단
변화

∙ 수업태도, 준비도, 이해도
학 ∙ 성취가능성 기대
습 ∙ 열정, 포부수준
∙ 학업진보 정도

학업성취 수준

학업 성취/퇴보
원인 평가

학업성취 개선
방법 인식

∙ 의사소통수준
사 ∙ 일상생활문화 이해수준
회 ∙ 한국생활 일반적 인식
문
화 ∙ 탈북민 차별인식
∙ 적극적 참여(실제경험)

∙ 이해수준 향상
정도
∙ 의사소통,
대화참여 정도

이해수준,
참여수준
향상/퇴보 원인
평가

개선 방법,
5년 평가, 향후
전략에 대한 인식 전망

1년전 비교
변화정도

향상/퇴보 원인
평가

개선 계기,
5년 평가, 향후
방법에 대한 인식 전망

1년전 비교
변화정도

향상/퇴보 원인
평가

개선 계기,
5년 평가, 향후
방법에 대한 인식 전망

1년전 비교
변화정도

향상 정도 평가

개선 계기,
5년 평가, 향후
방법에 대한 인식 전망

책 ∙ 예견되는 결과수용
임 ∙ 자율적 선택과 결정
감 ∙ 자발적 결정 및 행동 수준

1년전 비교
변화정도

향상 정도 평가

개선 계기,
5년 평가, 향후
방법에 대한 인식 전망

평 ∙ 일상생활 배제 경험
등 ∙ 차별에 대한 인식

1년전 비교
변화정도

변화/무변화 원인 개인차원의
분석
해결책 모색

5년 평가, 향후
전망

∙ 학교생활
참 ∙ 봉사활동
여
∙ 시민사회활동

1년전 비교
변화정도

변화/무변화 원인 대안모색

5년 평가, 향후
전망

∙ (탈북민)정체성
귀 ∙ 한국인인식
속 ∙ 사회소속감
∙ 집단소속감

1년전 비교
변화정도

귀속감 증진에
변화/무변화 원인 대한 필요성
인식, 전략

5년 평가, 향후
전망

∙ 학업가능성 자신감
자 ∙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
신
감 ∙ 삶, 생활에 대한 긍정적 관점
정도(실제 경험)
개 ∙ 여러 가능성 고려
방 ∙ 차이에 대한 수용
적
태 ∙ 상황, 자신에 대한성찰
도 ∙ 새로운 도전, 시도 정도
∙ 학업, 직업의 내재적 가치인식
몰 ∙ 학업,직업에 대한 열정
입 ∙ 진로선택, 확신 정도
∙ 적극적 활동/태도

∙ 향후 관계
형성/발전 가능성
∙ 만족 수준
학업성취,
진보 평가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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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 추진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의 혼란을 정리하고 1주기 연구의 성과를 지
속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질적 연구로 진행되는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2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도별 초점 설정

2주기 연구가 질적 연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질적 연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매년 수집되는 자료를 2주기 연구
모형으로 설정된 기준에 비추어 매해 분석한다면 미리 설정한 개념적 틀로 수집된 자료를
해석해 내는 일에 집중하여 매년 반복적인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는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삶과 교육의 특징을 새롭게 찾아내는 일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가, 개인, 가정, 학교(직장), 지역 등, 매우 포괄적인 영역에서
탈북청소년들의 삶을 추적하는 연구라는 점이 야기할 수 있는 연구의 피상성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연도별 연구의 차별적 초점 설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연차별 연구의 차별적 초점 설정을 위해 생애사 연구 분석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생애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권력에서 소외된 평범한 이들의 삶에 주목하면서
개인의 삶을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연구방법론으로 이해(이동성,
2013: 72)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론은 인류학과 사회학을 배경으로 적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가족, 이민, 정치,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Ojermark, 2007:
2, 이동성, 2013: 72에서 재인용). 생애사(life history) 연구는 개인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

기를 서술하는 자서전(autobiography)이나 한 개인의 전 생애를 주체의 주관적 해석에 의
존하여 기술하는 생애이야기(life story)와 달리 연구자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사람의 생
애를 다루며(손병우, 2006: 45-47, 이동성, 2013: 77-78에서 재인용) 개인의 경험을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탈북청소년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 면에서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이들 삶의 특성이 갖는 의미를 찾아가고자 하는 2

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구 방향 측면에서나 이 연구에 생애사 방법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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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집되는 많은 자료들을 어떤 준거틀에 의거하여 분석할 수 있기 위해 Mandelbaum
(1973)이 생애사 연구의 주요 분석틀로 제안한 영역(dimensions), 전환(turnings or
turning points), 적응(adaptations)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 삶의 주요 전환점, 개인의 주요 적응양식 등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 생애사 연구가 전기나 연대기식 생애기술이 아닌 사회과학적 분석이 될 수 있게 한다
고 보았다.
Mandelbaum(1973)이 말하는 ‘영역(dimensions)’이란 한 사람의 연속적인 행위 혹은

그가 갖는 일련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토대를 뜻한다. 그에 따르면, 영역에는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사회적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Mandelbaum, 1973: 180). 이들 영역
은 반드시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문화적 영역은 기대나 공유하는 인지적,
규범적 사고와 관련된 것인 반면, 사회적 영역은 사회적 행위, 갈등, 해결, 선택 등과 관련
된 것이며, 심리사회적 영역과 관련해서 관찰자는 개인의 느낌, 태도와 같은 주관적 세계
에 초점을 맞춘다(Mandelbaum, 1973: 180). 다시 말해 영역은5) 참여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 주된 토대를 말한다(민성은 외, 2015: 623). 예를 들어 키가 작다고 평가되는 한 남학
생이 그로 인해 각종 두드러지는 일련의 경험들을 갖게 된다면 ‘키가 작다.’고 하는 그의
신체적 특성은 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에 비해 비슷하게 키
가 작은 여학생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생애사를 분석하게 되면 개인의
삶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전환(turnings)은 변화(transitions)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삶의 주요 단
계가 주요 전환점에 의해 설정된다(Mandelbaum, 1973: 181)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전환은 그 사람이 새로운 역할을 맡거나 새로운 집단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혹은 새로운 자아개념을 획득하게 될 때 이루어지며 이러한 한 사람의 삶의
주요 전환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의 인생의 주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Mandelbaum은 지적한다(Mandelbaum, 1973: 181).
Mandelbaum 뿐만 아니라 생애사 연구에서 전환의 개념은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
5) dimensions를 차원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여기에 인용한 민성은 외(2015)의 연구에서도 이것을 차원이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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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Wingens et als.(2011)은, 생애 경로의 재설정을 가져오는 전체 인생 궤적의
방향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전환점(turning point)을 강조한다. 그들에 따르면, 갑작
스러운 변화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패턴(course pattern)을 야기하는 것이 전환이다
(Wingens et als., 2011: 15-16). Abbott(2001)에 따르면, 전환점(turning points)은 개인

의 삶의 궤도(trajectories)가 변할 때의 핵심적 순간을 의미하며 그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것이므로 생애사(life history) 연구가 그것을 발견하는데 적합한 방
법이다(Abbott, 2001: 248; O’Carroll & Gray, 2010: 8에서 재인용). 삶의 궤도는 “인과
적으로 이해되는 것”인데 비해 전환점은 “인과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이 무작위적
특성 때문에 전환점은 매일의 일상에서 예상할 수 있는 궤적보다 사람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Abbott, 2001: 248; O’Carroll & Gray, 2010: 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전환
점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을 특정 단계들로 구획하는 것이 가능하다(한경혜, 2005: 15).
한편, 한 인간의 삶은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굴곡을 지닌다.
Mandelbaum에 의하면, 한 인간이 삶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조건에 대응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위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적응’이다. 이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적응 양식을 밝힌다는 것은 개인들이 직면하는 각각의 시점에서의 기회와 한계 내에서 개
인이 무엇을 변화시키고 유지하고자 했는지를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andelbaum,
1973: 181-182).6)
Mandelbaum(1973)에 의하면, 생애사 연구에서 적응에 대한 질문은 전환점과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Mandelbaum, 1973: 182). 한
사람의 삶의 주요 영역과 주요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사
람이 매번 부딪치는 위기에서 어떠한 한계에 부딪쳤는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그가 보였던 특정 시점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Mandelbaum, 1973: 182)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진행되는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해 보
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탈북청소년들의 생애사를 ‘삶의 주요 영
역’, ‘삶의 주요 전환점’, ‘발휘된 주요 적응 양식’ 등의 차원에서 해마다 단계별로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전체를 엮어 탈북청소년의 삶과 교육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추출하여 그
6) Mandelbaum(1973)의 ‘적응’ 개념에 대한 이해는 김정원 외(2016)에서 설정한 ‘적응’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다.

3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것이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에 주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안이 그것이다.
해마다 초점을 두고 매해 진행되는 연구가 각각 완결성을 지니기는 어려울 것이다. 매해
축적되는 자료는 전년도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다시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연구는
매해 확장되면서 마지막 해의 전체적인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주기 연구 모형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 기준인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에 비추

어 추출되는 연구 결과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안
하는 것은 마지막 해의 주요 연구 내용이 된다. 그러나 해마다 이루어지는 연구에서 해당
연도 연구 초점을 중심으로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마지막 해의 연구에서는
이전 4년간의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 조사되는 내용을 해석하는 주요 기준이 될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 <표 Ⅱ-7>과 <표 Ⅱ-8>과 같다.7)

<표 Ⅱ-7> ‘교육적 성장’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김정원 외, 2016: 207)
영역
자신감

요소
∙ 학업(직업활동)에서의 성취 가능성에 대한 믿음
∙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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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원 외(2016), pp. 203-21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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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사회통합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김정원 외, 2016: 211)
조사 영역

내용

평등

∙ 일상생활에서의 배제 경험
∙ 탈북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

참여

∙ 학교 활동(학생회, 동아리) 혹은 직장 내 업무 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 봉사 활동 및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귀속

∙ 탈북민 또는 탈북민 자녀로서의 정체성
∙ 한국인으로서의 의식
∙ 한국 학교 및 한국 사회에의 소속감

이상에서 논의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차별 연구 초점을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9>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차별 연구 초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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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주기 패널>
∙ 북한에서와 탈북과정에서의 경험,
한국사회와 학교에서의 초기 정착 과정

분석 초점
∙ 맥락(context) 분석*
- 개인 특성
- 가정배경 특성(가족사)
- 학교･직장 및 지역사회 특성
- 수준별 특성에 대한 대응 방식
※ 1주기 연속 패널의 경우, 달라진 환경 특성 및 주요 대응 방식
분석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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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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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대상 자료는 기존 연도 수집 자료 전체(예: 2019년 연구는 2017, 2018, 2019년 수집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
※ 매년 분석 결과가 갖는 탈북청소년 교육의 최종 성과인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에 비춘 의미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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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차별 연구 초점

3

비교집단 특성 및 하위 범주별 탈북청소년의 차이 이해

‘탈북청소년’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관심에

는 국경을 넘기 전 이들이 경험했던 사회문화적 환경이, 그리고 그들의 탈북 경험이 어떠
한 방식으로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그러한 배경을 지니지 않은 다른 청소년들과 ‘탈북
청소년’이 일정한 범위에서 차별성을 지닐 것이라는 전제가 가정되어 있다.
그런데 탈북청소년 연구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취약집단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연구자는
위와 같은 전제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문화에 대한 Wallerstein(1990)의
인식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일정하게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현대 세계 시스템의
이데올로기적 전장”이다(Wallerstein, 1990: 33, Pieterse, 1996: 1390에서 재인용).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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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일련의 특징들로 규정되곤 한다. 한 사람이 자신
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특징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적 언어와 인종
적 언어(terms)들이 결합된 용어들, 예를 들어 ‘독일인성(Germanness)’, ‘일본인성
(Japaneseness)’, ‘유대인성(Jewishness)’ 등의 단어들을 흔히 사용해 왔다(Pieterse,
1996: 1390). Pieterse(1996)에 따르면, 문화란 학습되고 공유된 행위와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유의 사회성에는 한계가 없으며 어떠한 경계의 의미도 문화라는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땅, 언어, 그리고 운명으로서의 서로 다른
생물학적 속성 등을 강조하면서 어떤 차이와 경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탈북청소년 교육 연구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나아
가 탈북청소년 연구에서 추출되는 각종 특징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북한 배경이나 탈북
경험과 관련되어 해석되곤 한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들의 고유한 특성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였으나(김정원 외, 2016: 42) 탈북청소
년과 남한의 일반청소년들과의 공통점, 나아가 한국을 넘어선 일반적인 청소년의 성장과정
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연구 방법에서 비
교 집단을 설정하고 있는 연구를 찾기는 더욱 쉽지 않다. 탈북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적
취약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흔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들이 일반청소년들보
다 취약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의 일반 학생보다 인성 및 심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이강주 외, 2012)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일
반 취약계층에 비해 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양계민 외,
2011)들은 이러한 가정이 허구일 가능성을 강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탈북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구들도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여 ‘탈북’이
나 ‘북한’, 혹은 ‘다문화’라는 단일 범주로 이들의 특성을 일반화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이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
구섭 외, 2014; 강구섭 외, 2015; 양계민 외, 2011 등). 이에 관련 연구들은 계층, 성, 출생
국 등의 여러 배경적 특성에 따른 내부적 차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으나(이향규 외,
2011; 김정원 외, 2014; 강구섭 외, 2014; 강구섭 외, 2015; 김정원 외, 2016 등) 그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 해석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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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연구에서 도출되는 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 차원의 해석
을 위해 같은 학교급 혹은 학년의 일반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주요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선행 연구들을 개관하여 이후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 활용하는 동시에 탈
북청소년 집단 내부의 범주별 차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고자 한다.

가. 비교집단 특성 이해
본 연구는 2주기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의 3차년도 연구로서, 2차년도 연구에서 구축
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패널이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처음 진학하는 해에
진행되는 연구이다. 이 시기 탈북청소년들이 보이는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
반적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들이 갖는 특성과
차이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탈북청소년과 ‘이주’라는 공통된 배경을 공유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보이는 특성 역시 탈북청소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
를 제공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특성 및 차이
초등학교 6학년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속하는 집단으로, 청소
년 기본법 제 3조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9세 이상 24세 이하)에는 해당이 되지만,
발달의 관점에 따라 후기 아동기로도 분류된다(Corey & Corey, 2010).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과 함께 발달심리학적으로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가는 중간단계인 사
춘기, 또는 청소년 초기로 분류된다(Berk, 2009).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는 신체적인 발달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성숙 및 인지적 발달이 가속화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가) 초등학교 6학년의 일반적 특징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13(Ⅲ)』(김양분 외, 2015)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초등학교 6학년 중 82.91%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경험했으며, 일주일 중 평균 영어와
수학 사교육에 약 5시간, 국어/논술 사교육에 약 3시간 정도를 소비하고 있었다. 또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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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교육비로는 ‘20만원 초과에서 40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학
생이 생활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지원 활
동의 정도도 높았다. 학습 면에서는 국어 과목에 대한 효능감이 높았고, 영어와 수학 과목
은 보통수준이었다. 학교생활 측면에서는 전체의 74.32%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부모님과 함께 학교 밖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17.87%였다. 또한 학생
들은 하루 평균 휴대전화를 2.10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휴대폰 사용시간이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휴대폰 사용시간이 높았다. 진로와
관련하여 6학년 학생의 경우 약 70.76%가 대학교 이상의 교육에 대한 포부를 보였고,
21.70%의 학생은 아직 교육에 대한 포부 수준을 미결정으로 답하였다. 학부모 역시 자녀

에 대한 교육 기대 수준으로 대학교 교육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심리적
인 면에서는 학생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학생의 공동체의식, 규칙준수, 봉사활동인
식,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았고, 여학생이 공동체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항목에서 남학
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학생의 자아개념 외에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위의
항목들에 대해 일관되고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다문화 배경을 지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특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
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김승경, 2013; 양계민 외, 2014)에 터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학교
에서의 학습 적응에 대해서는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 1,445명 중
78.8%를 차지하였지만 이들은 친구 및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교사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교사나 친구로부터의 지
지 정도가 낮았다.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들 중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포부를 보이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88.4%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집단 괴롭힘을 또래학생들로부터 받은 경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
한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감독을 더 잘 할수록 학생들의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수준이 높았다. 이들의 적응수
준은 한국어 외에 사용가능한 언어가 있는지 여부와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청소년
의 한국어 능력 요인과 연관이 있었다.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수준도 중요
한 요인이었지만,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정도 역시 사용한 언어의 종류와 상관없
이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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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학교 1학년의 일반적 특징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에 대한 조사인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Ⅳ)』(김양분 외, 2016)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학업 및 정서적 지원은 보통수

준 이상이며, 월평균 사교육 지출비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부모가 가장 많았다. 또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80% 이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과별 사교육비 지
출이 높았다. 수업이해도의 경우 초등학교 때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수업집중도는 높아졌
고, 이 역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영어의 경우에는 여
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비교적으로 높은 수업이해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스포츠와 학습 등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중학교에 들어와서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자와 채팅 등 통신에 보내
는 시간과 게임 및 오락 시간은 각각 하루 2시간 이상이었으며 휴대전화 중독률은 학생들
의 인성에 일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전히 학생과 부모의 교육적 기대 수준은
대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이 역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포부 수
준도 높았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규칙준수, 봉사활동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수용성 등 인성 관련 항목이 상승하였지만, 부모가 학업에 많이 관여할수록 봉사활
동인식 외의 항목은 하락하였다. 교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학생의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양계민 외 (2014)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조사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배경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67.6%
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
렵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학교 성적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에서 초등학교 때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적 포부로는 87.6%의 학생이 대학교 이상까지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
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반응이 가
장 많았다. 자아존중감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교 시기보다 삶의 만족도 면에서는 유
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여전히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교 1학년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징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집단
은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소득이 낮은 집단은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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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생의 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의 변화
중학교 1학년의 학교 및 생활을 분석한 김경애 외(2017)의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교과서나 수업 내용은 선행학습 없이는 따라가기 힘들며, 교과과정에서 소
개되는 개념과 분량 역시 학생에게 부담이 된다. 또한 ‘매우잘함, 잘함, 보통, 노력요함’과
같은 성취평가제를 사용하는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학업의 성취도가 기술되는
중학교 성적표나,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는 석차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중학교에 처음 입
학한 1학년 학생들의 학업 긴장감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예체능 보
다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대부분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설에 노출되는 등 학업적인 면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심리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중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
며, 학업적인 성취 뿐 아니라 심리적,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변화를 겪는다. 먼저 심리
적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지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감소하며,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도 증가한다(Pellegrini & Bartini, 2000). 동시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급감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Fenzel, 2000;
Wigfield et al., 199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2017)에서 발표한 중학

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남학생보다(28.1%) 여학
생(39.5%)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에 느끼는 행복감에 대해 연구한 조사
(김양분 외, 2016)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 변화를 겪는 학생들은 일반적

으로 학교생활 행복감이 감소한다. 이러한 행복감은 가정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
록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도시지역보다는 읍･면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행복감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들의 행복감이 더 긍
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적극적일수록 행복감이 상승하였
다. 반면, 중학교 1학년이 된 학생의 학습심리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교과관련 자아효능감
이 학교급 변화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학업 및 시험 부담감은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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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복감은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교사 및 교우관계
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중학교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정도와도 긍정적
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부모와 갖는 관계는 계층별로 조금씩
달랐다. 김경애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
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의 소득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관계의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생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모의 개입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도시 중산층 밀집 지역의 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갖는 동시에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하는 형태를 보였고, 도시 고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생의 경우 부모
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조언과 관여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면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
향을 조사한 김선숙과 김예성의 연구(2011)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족구조와 어머니의 가족관계 만족 정도가 가족
내의 사회자본으로 역할하여 학생의 우울불안, 위축, 주위집중, 공격성, 비행 등 문제행동
척도로 대변되는 심리사회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에 특정 문화권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
교의 풍토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다른 적응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Espinoza &
Juvonen, 2011).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들 역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서 학업 및 심리, 관계 면에서 주요한 변화를 보인다.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학습활동,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들고, 심리적 측면에서도 삶
의 만족도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에 대한 태도 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우울의 정도나 사회적 위축 정도 역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비해 늘어났다. 친구 관계 면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6학년일 때보다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친한 친구’로 분류할 수 있는 친구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의 특징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소득, 성적수준 및 이에 대한 만족도, 키, 몸무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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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의 비행경험이 더 높았으나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는 오히려 일반
학생들의 비행경험이 높아지고, 주관적 건강, 교사와의 관계, 삶의 만족도,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등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4).

2)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특성 및 차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발달심리학적인 관점에서 15-16세에 속하는 중기 청
소년기에서 18-20세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다
(Thornberry 외, 1994; 황성현, 2012에서 재인용). 특히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

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하며,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서 새로운 교사 및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심리･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진
로와 진학에 대한 주체적인 고민과 결정이 이들의 삶에 주요한 변화 요인이 된다.

가) 중학교 3학년의 일반적 특징
중학교 3학년은 익숙해진 중학교 생활을 뒤로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완연한 청소년기이자 동시에 사춘기와도 겹칠 수 있는 시기인 중학교 3학년은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압력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의 고등
학교 유형이 다양해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진학하는 결정이 미래의 진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중학교 3학년들에게 진학과 진로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에 중학
교 3학년 학생의 주요 발달과업은 진로탐색, 중학교 이후의 진로 및 학업에 대한 설계, 이
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 및 진학 준비로 설정된다(이지연 외,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시간 활용에 대한 패널조사에
따르면(정은주, 2014),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일에 평균 하루 4.2시간, 비
등교일에는 평균 3.3시간을 학업과 관련해 방과 후 개인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
분의 중학생이 사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특히 중학교 3학년은 학원이나 과외 및 그
숙제를 위해 하루 평균 2.2시간을 사용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구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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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또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청소년이 더 많은 시간을 사교육에 사용하고 있었다. 여가시간의 활용 면에서 중학
교 3학년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교일에 3.9시간, 비등교일에는 7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
며, 여가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V/비디오 시청 1.5시간, 컴퓨터나 게임
기 오락 1.4시간 등이다. 비등교일에는 TV/비디오 시청 2.5시간, 컴퓨터나 게임기 오락
2.3시간을 사용하였다. 비등교일에는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어울렸으며 일반적으

로 남학생이 컴퓨터나 게임기 오락에, 여학생이 TV/비디오 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
고 가구소득이 낮고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오락이나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
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홍향연･유태명, 2008), 학생
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아정체
감의 하위 영역인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친밀성 등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 모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진로성숙도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탐
색한 박완성과 김미숙(200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적대적이기 보다는 애정적이고, 통
제적이기 보다는 합리적일 때 학생의 진로에 대한 준비나 목적성, 확신이 더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종단조사(양계민 외, 2016)에 의하면, 학
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적응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76.3%를 차지하
였다. 그러나 여전히 23.7%의 학생들은 외모 비하나 따돌림, 욕설이나 폭력,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놀림을 받고 있었다. 학습적응과 관련해서는 70.8%의 학생들이 학교공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듣기 어렵다고
응답하거나,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 입학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학교 1, 2학년 때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으나, 자신의 성적에 대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과 이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
교 입학 이후 일관되게 낮아졌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2학년 때에 비해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비율이 78.1%로 전년 대비 2.7% 줄었으며,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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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을 계획하는 비율과 함께 소폭 감소했다. 반면 고등학교 진학까지를 목표로 하는 학생
은 2학년 시기에 비해 7.2% 증가한 17.6%였다. 이러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학업적 포부를 보이다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두드러지게

변한 것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과 관련해 교육기대 수준을 낮추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위축 정도는 2학
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우울 정도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꾸준히 낮아지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지하는 교사의 지지나 친구의 지지는 긍정적으로 증
가하고,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 고등학교 1학년의 일반적 특징
고등학교의 종류는 중학교에 비해 매우 다양하여 고등학생의 일반적 교육경험을 도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정은주(2015)가 한국의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학습 및 관계적응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일부분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
학교 1학년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4점 만점 중 남학생 2.75점(표준편차 .52), 여학생 2.8점
(표준편차 .46) 정도의 학교학습에 대한 적응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업시간을 더 재미있어 하고 숙제를 잘 해가는 등 학습활

동에 더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청소년보다, 가정의 소득이 높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보다
더 학습적응을 잘 하고 있었다. 학교생활의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교사와의 관계 형성 면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8).

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의 변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겪게 되는 학업적 변화는 다양한 학교의 특징에 따
라 세분화되고 보다 전문화 된다는 특징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교육과정 상 초등
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속성을 지니는 교육내용을 학습하지만, 고등학교에서의 성적
8) 전체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0.6%를 차지하는(한국교육개발원, 2017) 고등학생 중에서도 1학년 학생들의 학교 경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패널조사에서 2017년 조사하였으나 2018년
12월 현재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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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활동이 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장을 구하는데 연결되기 때문에 학업적인 스
트레스는 가중된다. 이러한 고등학교로의 진학 과정을 겪는 가운데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학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던 학교에 대한 적응도, 즉 공부에 대한 흥미나 학교 교칙에
대한 적응 정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조미형･이정은, 2008; 문은식, 2005).
이로 인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변하는 가운데 높은 결석률을 보이거나 학교
를 마치지 않고 중도에 떨어져나가는 학생들은 많은 해외 연구에서 주목받는 연구주제였
다(Benner & Wang, 2014; Neild, Stoner-Eby, & Furstenberg, 2008). 그러나 이와 반
대되는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
의하면(정은주, 2015), 2012-2013년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한 학생
들의 경우,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과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측면의 경우,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특징
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특히 부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안정감, 만족, 행복, 외로움, 즐거움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안녕감을 느끼며,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안녕감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문은식, 2005).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는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우울감의 경험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질
병관리본부, 2017).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변화하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정현
희의 연구(2009)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높거나 양호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느끼지만 입학 후 학년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시기의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 학교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생활을 둘러싼 관계의 변화 역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겪는 큰 변화 중 하나
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다르게 적성이나 진로 계획에 따라 타 지역의 학교로 입학하면
서 겪는 변화는 새로운 교우관계 형성의 기회를 마련한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패널조사에 따르면(정은주, 2015), 학년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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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갈수록 학생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며, 이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1, 2, 3학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성별 차이는 없었다. 또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의사소통 수준이었는데, 학생의 의사소통 수
준이 높을수록 친구들과 처음 맺는 교우관계의 수준이 높았으며, 이들의 교우관계 부적응
은 더디게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지속적으
로 증가하던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면서 중학교 3학년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성별 차이가 없었던 중학교 3학년과 달리, 고등학교 1학
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와 더욱 원활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
형성의 측면에서는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모두 높은 소득수준의 가정 배경을 지닌 학생일
수록,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가족구성의 학생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거나 한부
모, 조손가정의 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이 중
학생보다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느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문은식, 2005).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연구 결과 해석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위의 선행연구들은 학생 배경요인이 탈북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
향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학교급별 학생들이 보이는 특징
이 학생의 가족구성적 특징, 부모의 소득수준, 성별 특성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급 변
화가 야기하는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심리적 안정 면에서는 남
학생이, 또래관계 면에서는 여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부모나 가족구성원과 여러 번의 이별과 재결합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고 한국에서의 경제적 기반 역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탈북청소년들이 보이
는 각종 특징을 ‘북한’ 배경이나 ‘탈북’ 경험과 일방적으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이들이 지닌
다양한 배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세밀하게 찾아내는 것이 관련 정책 방향과 내용
모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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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북청소년 하위 범주별 차이
특정 범주에 속한 집단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업은 그 속에 포함된 각자 개성을 가진 개
개인의 특성을 함몰시키고, 내집단과 외집단의 이분법적 구분을 강화시켜 다른 집단을 배
척하거나 해당 집단을 소외시키는데 오용될 우려가 있다. 일정한 범주 구분으로 인해서 개
인의 특수성은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Cunningham,
Nezlek, & Banaji, 2004).

그렇다고 모든 개개인이 낱낱의 특수성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은 모두 다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범주로 구분되는 이들은 다른 범주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서
로 공유한다. 바우만(Zygmunt Bauman)은 우리가 하나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을 정립
할 때 집단별 범주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 가지는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는 순간 그 내부의 수많은 개인의 특성은 그 범주
내에 함몰될 우려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주화는 어떤 특성을 압축적으로 이해하
여 경향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엄밀히 말해 그 어떤 인간도 결코 다른 인간과 똑같을 수는 없다. 이것은 나이든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특정한 범주의 인간들
안에서는 어떤 특성이나 성질들이 다른 범주의 인간들에게서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우리가 그러한 ‘범주들’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계급, 젠더 또는 세대와 같은 범주로 어떤 특색들을 ‘상대적으로 압축해내는
일’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바우만/조은평･강지은 역, 2012: 103).

이에 탈북청소년이라는 범주에 대한 연구가 영토주의적, 민족주의적 연구로 흐를 가능
성을 경계하면서 탈북청소년 집단 내부의 여러 이질적 범주의 존재 가능성을 파악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이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다.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도 집단 내부 세부 범주에 대한 탐색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
루어져 왔다. 1주기 2차년도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성별, 소득이나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가족구조, 부모 학력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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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환경적 요소가 탈북청소년의 적응 수준과 관련성이 없으며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의 적응 수준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이향규 외, 2011). 3차년도 연구에서는 1주기
연구 중 유일하게 인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탈북청소년 집단 내에서 북한출생과 중국출
생 집단 간 차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두 집단 간에 분명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
하고 있다(이강주 외, 2012). 6차년도 연구에서 다시 북한출생과 중국출생 사이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지
만 북한출생의 경우, 출신 배경 공개의 어려움을 겪으며, 아버지의 부재 상황이 더 많고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더 높은 등,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구섭 외, 2015). 2주기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2주기 기초

연구에서는 수업이해도, 자기존중감, 친구관계, 학교생활만족도 등에 미치는 정책효과 분
석에서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중국출생 탈북학생에 비해 북한출생의 자아존중감, 친구관
계, 학교생활만족도 등에 보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분명한 정책 효과를 보이지 않은 복지관 방과후 교실도 북한출생 학생들에게는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원 외, 2016). 2주기 2차년도 연구에서도 이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거주지역이 이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1주기 연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업이해도, 학교만족도 등에서 출생국

과 거주지역 등이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수 외, 2017).
북한출생과 제3국 출생(대부분 중국출생) 학생들에 대한 비교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
로는 김정원 외(2014) 연구가 있다. 탈북학생이 밀집한 학교들에서의 면담 및 참여관찰 등
을 통한 질적 자료와 1주기 종단연구에서 수집한 양적 자료를 토대로 두 집단 간 비교를
시도한 이 연구에서는 한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두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쟁점으
로 제기한다. 중국출생 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북한출생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배
제하고 북한출생 학생들도 이에 맞서 중국출생 학생들과의 교류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상
대적으로 보다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북한출생 학생들에 비해 중국출생 학생들은 분위기
가 밝은데 이러한 경향은 양적 자료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 연구는 보고
하고 있다. 북한출생 학생들이 중국출생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심
리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도 더욱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만을 다룬 연구는 석사학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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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많이 다루어졌다(전혜림, 2014; 조해리, 2015 등). 이 중 특히 조해리(2015)는 이들
의 국가정체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북한, 중국, 남한 사이에서 어느 한 곳에도 뿌리를 내리거나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경험
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경험은 이들이 특정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보다는 다중
적 국가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인 어머니가 처하는 남한
사회에서 갖는 불안정하고 고립된 상황이 이들의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y)이 일반
적인 해외동포나 이주외국인의 그것과는 달리 부정적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
고 있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쟁점을 분석한 채정민(2016)도 탈북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한 이질적 범주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모두 남한 입국 전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았
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북한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던 청
소년도 있지만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경우도 있고, 탈북과정이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부모의 의지로 가족단위로 탈북한 경우도 있고 혼자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한 경우도 있는 등(채정민･김현아, 2011; 채정민, 2016:
680-681에서 재인용) 탈북청소년 내부에는 다양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이들이 혼재한

다. 이 점은 김정원 외(2016)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기영･김민경(2015)은 ‘탈북청소년’이라는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집단의 다양성으
로 인해 더 이상 이 개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한다. 이들에 의하면, 현재 ‘탈
북청소년’의 범주에는 연고탈북청소년, 무연고탈북청소년, 중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남
한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네 가지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부처별로 이들에 대해
칭하는 명칭이 다르며 정책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다르다. 이에 이들은 ‘탈북청
소년’이 아닌 ‘탈북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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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탈북배경청소년의 입국유형 및 관계 부처별 명명 방식(이기영･김민경, 2015: 96)
출생국

입국 유형

북한출생

가족 동반입국 또는
가족 선 입국 후 단독
입국
단독 입국
가족 동반 입국

중국 등
제3국* 출생

초청, 안내인을 통한 입국

남한출생

해당 없음

관계 부처별 명명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탈북학생 또는
탈북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1) 탈북청소년
2) 무연고 탈북청소년
3) 중국 등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4)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 원문에는 “중국 등 중국출생”으로 적혀 있으나 “중국 등 제3국 출생”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70% 이상)9)이 여성이라는 점에 의해 탈북 과정이나 한국
정착 과정에 대한 경험을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으며(김태현･
노치영, 2003; 심영희, 2006; 김현경, 2011; 이기영 외, 2014; 김현경, 2015 등), 이 중에
는 제3국 출생(중국출생) 자녀의 양육자로서의 삶을 조명한 연구들도 있다(이기영 외,
2014; 김현경, 2015 등). 그러나 탈북청소년 연구에서는 성(gender)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탈북청소년 집단 내 성별 차이에 대한 분석은 여러 차원에서 이
루어져 왔으나 전체적으로 성별 차이에 대한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정민, 2016: 681). 김정원 외(2016)의 연구에서는 1:1멘토링 프로그램이 탈북청소년의

수업이해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 비해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탈북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친구관계에 별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학생에게는 긍정
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박윤숙･윤인진(2007)은 사회적 지지 수
준과 비공식 지지망의 크기가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 수준이나 일상생활 적응 수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도 성별 차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9) 2018년 9월 기준 72%이다(통일부 홈페이지,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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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채정민, 2016: 681).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교육환경별, 출생국별 등, 탈북청소년
집단 내 차이를 포착할 수 있도록 탈북청소년 패널을 구성하여 그 특징을 포착하되, 한국
입국 이전과 이후의 가정 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직업 등, 계층배경이나 성별 차이가 만들
어내는 쟁점을 적극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4

종단적 질적 연구 방법 관련 쟁점 논의

가. 종단적 질적 연구 수행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대응
관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질적 종단연구의 진행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은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연구실행의 배경과 구조, 연구
대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유동성 있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련 쟁점을 정리해 보는
작업은 이후 부딪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1) 연구윤리
연구윤리문제는 취약집단 연구에서는 언제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
히 종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된다. 종단적
질적 연구에서 부딪칠 수 있는 연구 윤리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비밀유지(confidentiality)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다. 그러나 질적
종단연구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장기간 연구를 수행할 때 상호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에
서 개인정보의 비밀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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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서 개인의 정보자료를 공유할 경우, 혹은 연구자 변경이 있을 경우 완전한 개인정
보의 비밀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경우, 사전에 개인자료의 비밀
유지보장을 위한 원칙과 방안을 확고히 세워야한다(Holland & Henderson, 2006:26-28;
Thomson, 2007 참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름은 익명으로 기록해 놓고,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자료들은 비밀리에 저장하고, 접근가능한 사람은 오직 연구팀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원칙이 될 수 있다(Saldana 2003; Holland & Henderson, 2006:26-28 재인용).
Williamson과 동료들(2014)의 성폭력 피해여성의 종단적 연구에서는 면담참여자의 허락

없이는 어떤 개인정보도 누출될 수 없다는 것을 동의서를 통해 명확하게 했고, 모든 면담
자료에는 개인실명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삭제했다.
그러나 Scott(2005)은 개인정보비밀유지가 깨질 수 있는 예외사례를 제시한다. 연구대
상자가 가출청소년이고, 부모가 그 자녀가 있는 곳을 알고 싶어 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알려진 경우, 법이나 안전, 윤리문제로 국가 혹은 경찰 기관이 정보를 알고 싶
어 할 경우, 그리고 부재중 메시지가 녹음되면서 개인의 전화번호가 기록되면서 의도치 않
게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생명윤리와 안전
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 연구참여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privacy) 고려
장기간에 걸쳐서 시계열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질적 종단연구의 경우, 오랜 연구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연구자가 연구참여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 개인의 삶에 개입하게 되어 끼치게 되는 영향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연구과정에서 상세히 기록, 분석할 필요가 있다(Holland & Henderson, 2006:26-28). 소
수자나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시에는 이 문제를 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Ward와 Henderson(2003)은 약물중독자로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 질적종단연구에서, 이들의 감정,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종단적 인터뷰를 결정해
야 함을 강조한다. 즉 인터뷰 자체가 기억해 내고 싶지 않은 유년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거나, 혹은 약물사용을 재발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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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연구자는 지녀야만 한다고 언급한다.
• 연구참여동의(consent)
연구참여동의는 한 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목적과 분석에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참
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참여 동의를 항상 구해야 하며, 연구참여를 중
단할 수 있는 권리도 매번 연구참여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을 협상의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Holland & Henderson,
2006:26-28).
Scott(2005: 98)는 중독 치료 관련 종단연구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종단연구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연구방법과 그 강
도를 구두로 비공식적인 승인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전달하되, 연구참여를 거부할 수 있
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연구참여에는 정말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고,
연구참여자들의 소통방식과 태도 또한 각양각색이므로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면담자를 그들이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 연구자료권리(data ownership) 명료화
장기간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 연구자료의 점유 및 활용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연구자과 공동연구자들은 논의를 거쳐 각각의 권리를 명료화해 둘
필요가 있다(Holland & Henderson, 2006: 26-28).

2) 패널 구성･유지와 연구자/참여자 관계 설정
질적 종단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패널이 될 연구참여자 섭외와 유지
문제이다. 이 문제는 특히 소수자나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종단연구에서 관련 논의들
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Wijk, 2014; Williamson et al., 2014). 성폭력 피해 여성
들이 피해 경험 후 6개월 내 배우자와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지를 14일, 1달, 3달, 6달의
주기별 종단적으로 연구한 Williamson과 동료들(2014)의 연구에서는 패널 구성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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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a. 첫 연구참여자와 만날 때 연구참여자 본인의 연락처 외에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허락 하에 수집하여 기록해 둔다(Conover et al., 1997 연
구 참조)
b. 정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연락처들을 업데이트 해 둔다.
c. 정기적으로 카드, 선물 등을 제공하고 만나서 연락을 이어간다.
d. 연구참여비를 제공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개인 사생활 침범에 심적 부담감을 갖는 경우, 지속적인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Conover와 동료들(1997)은 연구자가 연구참여
자의 동기에만 호소하기 보다는 참여에 따른 보상 내용을 연구참여자의 요구조건에 맞추
도록 노력하는 것이 패널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이런 차원에서 Conover와 동료
들(1997)은 노숙 남성들을 추적 조사하기 위한 연구의 패널 유지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연구사무소를 설치하여 연구참여자와 연구자와의 만남이 일상에
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사적이고도 친밀한 관계형성이
가능하여 그것이 패널유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오
히려 자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도움이 되는 혹은 연구자가 좋아할 만한 내용을 인지하고 그것에 맞추어 답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Conover와 동료들(1997)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질문내용 그 자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때로는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솔직하고
빠른 답변을 연구참여자에게 요구하기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Wijk(2014)는 질적 종단연구 실행시,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거

나,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혹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인 도움을 청하기도
하며, 순수 연구목적 이상의 무언가를 연구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
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 실질적인 문제 해결자(예를 들면 간호사, 복지사, 교
육자, 혹은 의사 등등)와 연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것이 연구의 원칙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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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나 Sterling과 Peterson(2004)은 의료 관련 질적
종단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질병과 관련된 생명윤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연구참여자의
연구 외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ott과 White(2005)는 연구자의 과도한 응대와 지원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에
게 오히려 해를 끼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자의 과도한
응대와 지원의 자제를 당부하고 연구자는 오히려 연구자로서의 역할 외에,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매개자, 조언자로서의 역할 만을 담당하는 것이 적당
함을 강조한다.
특히 Sterling과 Peterson(2004)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가 언제 끝날 것인지, 즉 연
구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Wijk(2014)는 연구기간과 연구의 종료시점을 참여자들이 예상토록
하여, 연구자와의 관계 종결 시점을 예측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연구종료 후에 혹시 연구
외의 부가되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연구자가 아닌 타기관의 실무자를 통해 가능함을 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 복수 면담자 활용의 강점 및 한계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체가 연구과정의 ‘질적인 감식안을 가진 도구’가 되어야 한다
(Eisner, 1991). 질적 면담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연구자는 하나의 사태와 현상을 내밀

하게 인식하고, 면담자와 피면담자의 상호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징을 감식안을 가지고 포착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도구로서의 연구자 특성이 갖는 의미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
에 종단적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1명의 면담참
여자에 대한 면담을 복수 면담자가 수행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5년간 해마다
진행되는 연구에서 연구진 구성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 면담참여자 규모가 방대
하여 여러 연구자가 면담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한 면담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2명의 면담자가 1명의 면담참여자를 만나서 면담을 수행할 경우에 발생하
는 쟁점을 질적 연구의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2주기 1차 조사 연구(김지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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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에서는 부분적으로 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유의할 측면을 과거 경험을 활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적 효과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부터 연구자의 해석이 작용한다. 이에 질적 연구를
해석 연구(interpretive research)라 표현하기도 한다(Lincoln & Guba, 1985). 그런데 때
로는 이 해석들이 부정확할 수 있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부터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할 수
도 있어 이후 이것이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의
타당화(validating) 작업은 질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된다.
복수 면담자가 동일한 면담참여자와의 면담을 함께 진행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일은 질
적 연구의 타당화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Matteson과 Lincoln(2009)에
의하면, 허락된 시간 내에 반구조화된 질문을 유연하게 생성해 내고 동시에 신뢰를 얻으며,
라포를 형성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면담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할 경우보다, 복수의 면담
자가 함께 할 경우에는 한층 복합적인 층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면담의 잠재력이 더
커진다(Matteson & Lincoln, 2009: 660). 즉 2명의 면담자가 1명의 면담참여자를 만나서
면담을 할 경우,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양한 시각(different perspective but same
purpose)이 교차할 수 있어 면담의 타당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명

의 면담자는 같은 시간과 공간을 마주하며, 1명의 면담참여자와 만나면서 면담의 분위기,
면담참여자의 답변 속에 묻어있는 뉘앙스, 비언어적 의사소통, 질문에 대한 대답 등을 하
나의 팀을 이루어 탐사하는 경험을 함께 하게 된다.
복수의 면담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 세트(semi-structured questionaries)를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면담 과정에서 분출되고 생성되는 발견점(emerging findings)에 함께 대응할
수 있어 면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Ponelis, 2015). 특히
질적 면담 과정에서 표면적 표현의 행간 포착은 매우 중요한데, 주어진 시간 내에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감식안을 가진 면담자 간의 협력 작업은 놓칠 수 있는 질문을 포착해 내어
면담의 질을 보다 높이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면담의 기술적 측면에서도 질문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고, 상호 참여자간의 호흡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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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으며, 면담참여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데 있어서 복수의 면담자가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기 위해서는 사전에 2명의 면담자가 역할을 상호조정하고 서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협력하겠다는 사전 조율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면담과정에서는 질문과 대답이 전개
되는 템포를 면담참여자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면담 후 복수의 면담자가 상호 포착한 결론이나 발견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면서
면담 내용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동료 검토(peer review)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전적 상황과 유의할 측면
질적 연구에서 의미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이 매우
중요하다(Creswell, 2013). 복수의 면담자가 면담을 진행할 때 2명의 면담자 모두 면담참
여자를 처음 만나는 경우에는 라포 형성에서의 불균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
나 2명 가운데 한명의 면담자가 라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면담참여자에게 복수의
면담자의 존재 자체가 무게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칫 면담의 형식성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이 준비될 필
요가 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정형화된 질문지가 없으며 연구자와 데이터 간의 거리도
없다. 면담자는 면담과정에서 질문을 만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연구 주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질적 연구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복수 면담자가 면담을 수행할 경우에 일정한 갈등이
유발될 소지를 안게 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복수의 면담
자 중 전체적으로 누가 면담을 주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상호 배려하여 주도권을 양보할 경우 면담이 피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회의 면담 전에 두 면담자의 역할을 사전에 상세하게 조정･협의
하여 면담에 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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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ana와 Frey(2005)가 정리한 복수의 면담자들이 면담에 참여할 경우 공통적으로 갖

추어야 하는 아래 원칙은 참조할 만하다.

(1) 연구 주제, 상황, 면담참여자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확보
(2) 면담참여자의 언어와 문화 이해하기
(3) 면담자간 역할 조정 및 상호 포지션을 면담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기
(4) 정보원 확보하기
(5) 신뢰 얻기
(6) 라포 형성하기
(7) 실증 자료 수집하기(collecting empirical materials) (Matteson & Lincoln, 2009: 660에

서 재인용)

더불어 청소년기에 놓여 있는 면담참여자를 면담할 경우 특히 젠더(gender) 쟁점을 세
심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 면담자와 면담참여자의 성별 특성이 관련 쟁점에 대한 답변
내용과 대화의 폭과 깊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질문 도구를 체계적
으로 검토하고 그 영향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여 면담참여자의 성을 고려한 면담자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수행 방법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쟁점에 대해 본 연구 공동연구자들
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실행과정을 통해 제
기되어 온 문제들과 상호 비교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사안별 대처 방향과 방안을 매뉴얼화하여 활용함으로써
자료 수집에서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수집되는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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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변화 경향 및
상호 관계 분석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질적 자료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질적 자료는 심층적 이해에 강점이 있지만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질적 자료 분석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주기 연구에서 5년 간 축적한 양적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질적 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적 경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주기 5개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98개의 표본이다. 2016년
에 최종 데이터 클리닝을 거친 1주기 양적 데이터는 유효표본수가 총 789개인데 그 중
98개의 표본이 5년 동안 빠짐없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다.

<표 Ⅲ-1>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5개년 조사 자료 중 유효 표본 수
참여횟수
5
4
4
4
3
3
3
3
3
2
2
2
2
2
1
1
1
조사 참여 탈북학생 수

1차

461

2차

257

3차

437

4차

484

5차

유효 표본 수

417

98
13
28
44
53
6
4
20
111
59
33
4
20
116
99
61
20
789

출처: 김정원 외(201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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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1차 작업으로 1주기 설문문항 중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여 이들이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이라는 변인으로 구성되는지를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다음으로 2주기 연구 모형의 핵심 변인인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
이 탈북청소년들의 개인 배경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에서의 변화 추이를 추정하고 그것
이 개인 배경 변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사이의 상호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두 변인이 어떤 관계를
보이고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 경향이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1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변인의 구성

우선 2주기 연구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한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 개념
에 가장 가까운 설문문항들을 찾아 그것들이 관련 변인으로 구성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5개년 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5년 간 계속 동일하게 사용된 문항만을 활용하였다. 2주기

개념 모형에 근거하여 ‘교육적 성장’ 관련 변인으로는 ‘내재적 학습동기’, ‘적극적 학습’,
‘학업효능감’, ‘진로성숙’ 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고 ‘사회통합’ 관련 변인으로는 ‘한국

사회 소속감’, ‘한국생활 긍정인식’, ‘차별경험’ 등을 묻는 문항을 검토하였다. 탈북청소년
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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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설문문항 중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 관련 문항
2주기 개념모형
구분

교육적
성장

영역

개념

몰입

∙ 학업과 직업의 내재적 가치
인식
∙ 학업과 직업에 대한 열정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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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

∙ 여러 가능성에 대한 고려
∙ 진로에서 예견되는 결과
수용
∙ 자율적 선택과 결정

귀속

사회
통합

평등

변인

문항(1차 설문문항 번호)

내재적
학습
동기

32-1)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32-2) [공부하는 이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서
32-3) [공부하는 이유] 어려운 공부를 잘해냈을 때 기분이 좋아서

적극적
학습

37-3)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학업
효능감

35-1)
35-2)
35-3)
35-4)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학교에서 내 준 과제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배운 내용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진로
성숙

51-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51-3)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51-4)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51-5)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
소속감

47) 학교 친구들은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까?
48) 만일 다른 학교에 전학 간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릴 것인가?

차별
경험

52)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차별받은 적이 있는가?
52-2)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가?
52-2)-1) 놀린다*
52-2)-2) 때리거나 밀친다*
52-2)-3) 무시한다*
52-2)-4) 욕한다*
52-2)-5) 안 놀아준다*

∙ 탈북민 또는 탈북민 자녀로
서의 정체성
∙ 한국인으로서의 의식
54-1) 한국에서 살다보니 후회할일이 많다*
∙ 한국 학교 및 한국 사회에
한국생활 54-2) 한국에서 사는 것이 희망이 있다
의 소속감
긍정인식 54-3)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54-4)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겠다

∙ 일상생활에서의 배제 경험
∙ 탈북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

* : 역채점 문항

사회통합 관련 문항 중 일부는 척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학교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1차년도 47번 문항)는 ‘안다(=5)’ ‘모른
다(=1)’, ‘잘 모르겠다(=3)’으로,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겠는가(1차년도 48번 문항)는
‘알리겠다(=5)’, ‘알리지 않겠다(=1)’, ‘잘 모르겠다(=3)’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차별경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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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52_2번 문항)은 ‘그런적 없다(=1)’, ‘가끔 그런다(=3)’, ‘자주 그런다(=5)’로 점수를
부여하여 5점 척도와 같이 사용하였다.
또한 부정문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높은 점수가 긍정적인 의미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2

변인 설정을 위한 요인 분석

이 절에서는 양적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2주기 연구 모형의 하위요인 설정이 타당한
지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인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방법을 적용하
였다. 분석은 5개년 데이터에 대해서 연도별로 진행하였고,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을 구분
하여 각각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Ⅲ-3>부터 <표 Ⅲ-12>까지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는 교육적 성장과 사
회통합 모두에서 대체로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하위 요인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성장 관련 문항들은 3개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성장 변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적극적 학습’은 ‘내재적 학습동기’와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인 것으
로 구분되었다. 이는 적극적 학습 요인이 한 개 문항으로 설정되었고,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양자 공통 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분석에서는 내재적 학습
동기와 적극적 학습은 ‘내재적 학습동기’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3개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북한출
신 인지, 북한출신 공개 의향 문항이 한 문항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생활 긍정
인식과 차별경험이 별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통합은 북한출신 공개(공
개 여부와 공개 의향), 한국생활 긍정인식, 차별 경험 등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는 연차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
과는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변인 구성이 시기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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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교육적 성장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1차년도)
문항

성분
1

2

3

Y1SQ35_2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0.863

0.151

0.144

Y1SQ35_1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0.825

0.249

0.155

Y1SQ35_4 배운 내용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0.781

0.190

0.197

Y1SQ35_3 학교에서 내 준 과제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0.716

0.307

0.163

Y1SQ32_2 [공부하는 이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서.

0.190

0.822

0.101

Y1SQ32_3 [공부하는 이유] 어려운 공부를 잘해냈을 때 기분이 좋아서.

0.145

0.784

0.131

Y1SQ32_1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0.269

0.778

0.017

Y1SQ37_3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0.220

0.578

0.204

Y1SQ51_4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0.132

0.089

0.806

Y1SQ51_5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0.208

-0.005

0.762

Y1SQ51_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0.006

0.359

0.711

Y1SQ51_3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0.219

0.097

0.679

<표 Ⅲ-4> 교육적 성장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2차년도)
문항

성분
1

2

3

Y2SQ36_2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0.860

0.175

0.253

Y2SQ36_1 학습내용 중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0.847

0.199

0.261

Y2SQ36_4 배운 내용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0.841

0.277

0.174

Y2SQ36_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0.763

0.333

0.275

Y2SQ52_5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0.182

0.856

0.117

Y2SQ52_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0.178

0.828

0.194

Y2SQ52_4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0.203

0.824

0.153

Y2SQ52_3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0.287

0.684

0.130

Y2SQ33_2 [공부하는 이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서

0.166

0.171

0.824

Y2SQ33_3 [공부하는 이유] 어려운 공부를 잘해냈을 때 기분이 좋아서

0.216

0.156

0.792

Y2SQ33_1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0.227

0.012

0.733

Y2SQ38_3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0.178

0.26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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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교육적 성장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3차년도)
문항

성분
1

2

3

Y3SQ41_2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0.869

0.112

0.222

Y3SQ41_4 배운 내용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0.831

0.140

0.243

Y3SQ41_1 학습내용 중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0.827

0.133

0.303

Y3SQ41_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0.805

0.195

0.277

Y3SQ57_3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0.172

0.871

0.051

Y3SQ57_1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0.084

0.819

0.168

Y3SQ57_4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0.064

0.795

0.078

Y3SQ57_2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0.162

0.688

0.110

Y3SQ38_2 [공부하는 이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서

0.160

0.137

0.859

Y3SQ38_3 [공부하는 이유] 어려운 공부를 잘해냈을 때 기분이 좋아서

0.275

0.096

0.821

Y3SQ38_1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0.274

0.105

0.729

Y3SQ43_3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0.223

0.092

0.607

<표 Ⅲ-6> 교육적 성장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4차년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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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Y4SQ4002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0.861

0.089

0.229

Y4SQ4001 학습내용 중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0.838

0.113

0.204

Y4SQ400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0.808

0.153

0.268

Y4SQ4004 배운 내용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0.807

0.121

0.249

Y4SQ5603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0.151

0.849

0.108

Y4SQ5601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0.052

0.845

0.129

Y4SQ5604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0.079

0.816

0.120

Y4SQ5602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0.166

0.789

0.008

Y4SQ3702 [공부하는 이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서.

0.229

0.187

0.809

Y4SQ3703 [공부하는 이유] 어려운 공부를 잘해냈을 때 기분이 좋아서.

0.213

0.104

0.804

Y4SQ3701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0.260

-0.035

0.788

Y4SQ4203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0.364

0.20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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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교육적 성장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5차년도)
문항

성분
1

2

3

Y5SQ31_1 학습내용 중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0.872

0.117

0.226

Y5SQ31_2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0.864

0.126

0.229

Y5SQ31_4 배운 내용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0.853

0.120

0.184

Y5SQ31_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0.771

0.182

0.285

Y5SQ47_3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0.072

0.846

0.073

Y5SQ47_1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0.098

0.829

0.095

Y5SQ47_2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0.112

0.792

0.068

Y5SQ47_4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0.177

0.782

0.069

Y5SQ28_3 [공부하는 이유] 어려운 공부를 잘해냈을 때 기분이 좋아서.

0.135

0.083

0.840

Y5SQ28_2 [공부하는 이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서.

0.205

0.101

0.834

Y5SQ28_1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0.316

-0.017

0.736

Y5SQ33_3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0.175

0.124

0.594

<표 Ⅲ-8> 사회통합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1차년도)
문항

성분
1

2

3

Y1SQ52_2_3 [차별 경험] 무시한다.

0.877

0.128

-0.101

Y1SQ52_2_4 [차별 경험] 욕한다.

0.864

0.127

-0.011

Y1SQ52_2_1 [차별 경험] 놀린다.

0.837

0.082

-0.039

Y1SQ52_2_5 [차별 경험] 안 놀아준다.

0.809

0.057

-0.067

Y1SQ52_2_2 [차별 경험] 때리거나 밀친다.

0.742

0.038

0.026

Y1SQ54_4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겠다.

0.012

0.788

-0.062

Y1SQ54_1 한국에서 살다보니 후회할일이 많다.

0.213

0.738

0.020

Y1SQ54_3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0.242

0.736

-0.078

Y1SQ54_2 한국에서 사는 것이 희망이 있다.

-0.078

0.733

0.019

Y1SQ48 만일 다른 학교에 전학 간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0.000

0.001

0.857

Y1SQ47 학교 친구들은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0.097

-0.06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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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사회통합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2차년도)
문항

성분
1

2

3

Y2SQ53_2_1 [차별 경험] 놀린다.

0.896

0.078

-0.033

Y2SQ53_2_4 [차별 경험] 욕한다.

0.886

0.035

-0.051

Y2SQ53_2_3 [차별 경험] 무시한다.

0.884

0.152

-0.016

Y2SQ53_2_5 [차별 경험] 안 놀아준다.

0.875

0.073

0.047

Y2SQ53_2_2 [차별 경험] 때리거나 밀친다.

0.786

0.042

-0.057

Y2SQ55_2 한국에서 살다보니 희망이 있다.

0.069

0.767

0.128

Y2SQ55_3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0.060

0.767

-0.171

Y2SQ55_1 한국에서 살다보니 후회할 일이 많다

0.165

0.751

-0.175

Y2SQ55_4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겠다.

0.003

0.714

0.131

Y2SQ49 만일 다른 학교에 전학 간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0.041

0.106

0.824

Y2SQ48 학교 친구들은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0.100

-0.142

0.810

<표 Ⅲ-10> 사회통합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3차년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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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1

2

3

Y3SQ58_2_3 [차별 경험] 무시한다.

0.912

0.140

-0.051

Y3SQ58_2_5 [차별 경험] 안 놀아준다.

0.905

0.146

-0.018

Y3SQ58_2_4 [차별 경험] 욕한다.

0.885

0.077

-0.050

Y3SQ58_2_1 [차별 경험] 놀린다.

0.866

0.066

-0.061

Y3SQ58_2_2 [차별 경험] 때리거나 밀친다.

0.739

0.057

0.041

Y3SQ60_1 한국에서 살다보니 후회할 일이 많다.

0.200

0.783

-0.101

Y3SQ60_3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0.178

0.769

-0.106

Y3SQ60_4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겠다.

0.009

0.751

-0.035

Y3SQ60_2 한국에서 살다보니 희망이 있다.

0.008

0.685

0.106

Y3SQ53 만일 다른 학교에 전학 간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0.052

-0.006

0.872

Y3SQ52 학교 친구들은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0.117

-0.073

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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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사회통합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4차년도)
문항

성분
1

2

3

Y4SQ57_2_3 [차별 경험] 무시한다.

0.909

0.110

-0.044

Y4SQ57_2_5 [차별 경험] 안 놀아준다.

0.899

0.095

-0.049

Y4SQ57_2_4 [차별 경험] 욕한다.

0.893

0.090

0.030

Y4SQ57_2_1 [차별 경험] 놀린다.

0.883

0.108

0.008

Y4SQ57_2_2 [차별 경험] 때리거나 밀친다.

0.686

0.044

0.095

Y4SQ59_3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0.080

0.795

-0.120

Y4SQ59_1 한국에서 살다보니 후회할 일이 많다.

0.094

0.782

-0.119

Y4SQ59_4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겠다.

0.070

0.751

0.100

Y4SQ59_2 한국에서 사는 것이 희망이 있다.

0.081

0.671

0.090

Y4SQ51 학교 친구들은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0.062

-0.078

0.868

Y4SQ52 만일 다른 학교에 전학 간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0.098

0.059

0.851

<표 Ⅲ-12> 사회통합 관련 문항들의 요인분석(5차년도)
문항

성분
1

2

3

Y5SQ48_2_5 [차별 경험] 안 놀아준다.

0.880

0.117

-0.051

Y5SQ48_2_3 [차별 경험] 무시한다.

0.846

0.138

-0.133

Y5SQ48_2_1 [차별 경험] 놀린다.

0.836

0.071

-0.024

Y5SQ48_2_4 [차별 경험] 욕한다.

0.824

0.029

0.103

Y5SQ48_2_2 [차별 경험] 때리거나 밀친다.

0.642

-0.073

0.136

Y5SQ50_3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0.073

0.781

-0.187

Y5SQ50_2 한국에서 사는 것이 희망이 있다.

-0.003

0.738

0.160

Y5SQ50_1 한국에서 살다보니 후회할 일이 많다.

0.113

0.737

-0.220

Y5SQ50_4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겠다.

0.024

0.691

0.099

Y5SQ42 학교 친구들은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0.041

-0.116

0.855

Y5SQ43 만일 다른 학교에 전학 간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0.091

0.06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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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 배경특성별 차이

이 절에서는 앞의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변인을 구성하고,
5개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98명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평균

수준을 확인하고 탈북청소년의 배경적 특성에 따라 이것들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관련 분석에 앞서 5년 동안 계속 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다른 탈락자들과 특성에 있어 차이
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출발점 시점인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5년 간 조사에 참여하여
분석에 사용된 사례와 이후 탈락한 사례 간의 종속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변인들이 차이가 없었고, 차별 경험 수준(역채점)에서 완화된 기준(α
< .10)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전체 점수가 차이가 나타난 것도 이 하위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5년 동안 조사에 참여한 사례들이 장기
간의 조사 과정으로 인해 특별히 편향된 사례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3> 분석 대상의 대표성 검토
변인

내재적 학습동기

학업 효능감

진로성숙

교육적 성장
(전체)

70

구분

분석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평균

3.64

3.60

표준편차

0.78

0.70

N

97

358

평균

3.18

3.15

표준편차

0.89

0.75

N

97

354

평균

3.54

3.47

표준편차

0.86

0.68

N

96

351

평균

3.46

3.41

표준편차

0.69

0.54

N

98

358

F

0.236

0.095

0.559

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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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출신공개

한국생활 긍정인식

차별경험

사회통합
(전체)

분석포함 여부

구분

포함

미포함

평균

2.25

2.46

표준편차

1.25

1.34

N

92

346

평균

3.84

3.81

표준편차

0.77

0.77

N

89

309

평균

4.53

4.70

표준편차

0.88

0.74

N

91

343

평균

3.51

3.64

표준편차

0.61

0.63

N

98

356

F

1.833

0.091

3.206†

2.96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가. 연도별 평균 수준 비교
먼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하위 변인별로 연도별 평균 수준을 비교
하였다. 문항 결측치가 있어 구성 하위 변인 정보가 모두 있는 학생은 교육적 성장이 89명,
사회통합이 77명이었다. 이 학생들의 하위 변인별 평균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4> 연차별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평균 수준(n=89)
내재적 학습동기

학업효능감

진로성숙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1차년도

3.63

0.77

3.16

0.89

3.57

0.87

2차년도

3.32

0.79

3.20

0.82

3.49

0.92

3차년도

3.28

0.69

3.08

0.77

3.71

0.67

4차년도

3.15

0.82

2.96

0.80

3.68

0.75

5차년도

3.14

0.79

3.08

0.90

3.62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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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연차별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 평균 수준(n=77)
출신 공개

한국생활 긍정인식

차별경험(역채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1차년도

2.26

1.29

3.89

0.78

4.53

0.82

2차년도

2.82

1.48

3.84

0.71

4.70

0.68

3차년도

2.52

1.50

3.79

0.76

4.84

0.51

4차년도

2.25

1.35

3.68

0.70

4.75

0.67

5차년도

2.21

1.40

3.64

0.74

4.86

0.43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있어 1차년도 내재적 학습동기와 진로성숙은 높은 편이나
학업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로성숙 수준은 시간에 따라 조금
향상되고, 내재적 학습동기, 학업효능감 등은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추세
를 보였다.10)
사회통합의 경우 출신 공개 수준은 낮고 그럴 의향도 적지만 한국생활에 대한 인식과
차별경험(역채점)은 긍정적인 수준이었다. 시간에 따라서 북한출신 공개 정도는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생활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의 정도는 시간에 따라서 긍
정적인(적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은 입국 후 시
간이 지나고 연령이 증가하여도 차별경험은 적어지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회통합의
수준이 더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0) 내재적 학습동기나 학업효능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은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도 같은 경향(김경희 외,
2013; 김아영, 2008 등)을 보이고 진로성숙도 역시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그 수준이 높아진다는 논의들(정
윤경·이상은, 2005; 송민경, 2011)이 존재하므로 이것 역시 탈북청소년 고유의 특성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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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북청소년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 비교
탈북청소년의 배경 특성에 따라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이 다른가를 분석해 보았
다. 여기에 사용된 것은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변인을 5년 동안 반복 측정한 값의 산술
평균이다. 탈북청소년 배경 특성으로는 북한출신 여부, 입국 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등을 사용하였다.

1) 교육적 성장
교육적 성장의 전체 점수와 하위 변인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16> ~ <표 Ⅲ-19>과
같다. 교육적 성장의 전체 점수는 대체로 북한출신 여부, 입국 후 기간, 연령, 입국 시 연
령, 성별 등에 따라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인 내재적
학습동기와 학업효능감도 동일하게 탈북청소년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진로 성숙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 성숙 수
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탈북청소년의 배경적 특성에 의해서 교육적 성장이 의미
있게 달리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6>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교육적 성장 차이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3.33

0.48

북한출신아님

51

3.36

0.50

북한출신

47

3.29

0.46

4년 미만

39

3.29

0.50

4년 이상

59

3.36

0.47

13세 미만

70

3.35

0.51

13세 이상

28

3.29

0.41

10세 미만

57

3.32

0.49

10세 이상

41

3.34

0.47

남

47

3.30

0.45

여

51

3.36

0.51

t/F

0.509

0.475

0.291

0.014

0.31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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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내재적 학습동기 차이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3.30

0.56

북한출신아님

51

3.38

0.55

북한출신

47

3.21

0.55

4년 미만

39

3.30

0.60

4년 이상

59

3.30

0.53

13세 미만

70

3.33

0.55

13세 이상

28

3.21

0.58

10세 미만

57

3.31

0.53

10세 이상

41

3.28

0.60

남

47

3.26

0.51

여

51

3.33

0.60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t/F

2.164

0.001

0.906

0.041

0.369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18>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학업 효능감 차이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3.09

0.61

북한출신아님

51

3.10

0.62

북한출신

47

3.08

0.61

4년 미만

39

3.05

0.64

4년 이상

59

3.11

0.59

13세 미만

70

3.12

0.65

13세 이상

28

3.02

0.50

10세 미만

57

3.07

0.62

10세 이상

41

3.12

0.60

남

47

3.13

0.58

여

51

3.05

0.6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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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변화 경향 및 상호 관계 분석

<표 Ⅲ-19>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진로 성숙 차이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3.59

0.53

북한출신아님

51

3.61

0.58

북한출신

47

3.58

0.47

4년 미만

39

3.50

0.50

4년 이상

59

3.65

0.54

13세 미만

70

3.58

0.57

13세 이상

28

3.63

0.40

10세 미만

57

3.59

0.57

10세 이상

41

3.59

0.46

남

47

3.50

0.50

여

51

3.68

0.54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t/F

0.069

1.998

0.195

0.001

2.99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전체 점수와 하위 변인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20> ~ <표 Ⅲ-23>과 같다.
사회통합 수준의 전체 점수는 북한출신 여부, 입국 후 기간, 연령, 입국 시 연령, 성별
등에 따라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변인에서는 일부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출신 공개 변인에서는 북한출신 여부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북한출신인
경우와 남학생들이 비북한출신과 여학생에 비해서 공개 수준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
국생활 긍정 인식 변인에서는 입국 후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후 기간이 오래된 학생들일수록 한국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았다. 차별경험과
관련해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차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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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사회통합 차이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3.62

0.36

북한출신아님

51

3.59

0.32

북한출신

47

3.65

0.41

4년 미만

39

3.59

0.36

4년 이상

59

3.64

0.37

13세 미만

70

3.60

0.35

13세 이상

28

3.68

0.40

10세 미만

57

3.62

0.36

10세 이상

41

3.62

0.38

남

47

3.65

0.42

여

51

3.60

0.30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t/F

0.716

0.478

1.002

0.003

0.486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21>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북한출신 공개 차이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2.43

1.01

북한출신아님

51

2.23

0.87

북한출신

47

2.65

1.11

4년 미만

39

2.49

0.79

4년 이상

59

2.39

1.13

13세 미만

70

2.34

0.94

13세 이상

28

2.66

1.15

10세 미만

57

2.35

1.04

10세 이상

41

2.55

0.96

남

47

2.64

1.00

여

51

2.24

0.9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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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한국생활 긍정인식 차이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3.71

0.54

북한출신아님

51

3.79

0.54

북한출신

47

3.63

0.54

4년 미만

39

3.56

0.57

4년 이상

59

3.81

0.51

13세 미만

70

3.77

0.55

13세 이상

28

3.58

0.49

10세 미만

57

3.79

0.49

10세 이상

41

3.61

0.59

남

47

3.66

0.58

여

51

3.76

0.50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t/F

1.963

5.073*

2.403

2.748

0.83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23>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역채점) 차이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4.73

0.46

북한출신아님

51

4.78

0.39

북한출신

47

4.69

0.53

4년 미만

39

4.73

0.44

4년 이상

59

4.74

0.48

13세 미만

70

4.71

0.50

13세 이상

28

4.81

0.36

10세 미만

57

4.74

0.48

10세 이상

41

4.72

0.44

남

47

4.65

0.57

여

51

4.81

0.32

t/F

0.964

0.011

0.935

0.080

3.04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77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4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변화율 분석

이 절에서는 5개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98명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의 5년 동안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5년 동안 개인별 변화 정도를 추정해야
하므로 이런 분석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2-수준 다층 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개별
학생들의 5년 간 변화율을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된 변화율이 탈북청소년의 배경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탈북청소년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특성 변인별로 F-검증을 시행하여 개별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변화율(변화율)을 추정한 다층 성장모형에 특성 변인을 모
두 투입하여 각 변인들의 독립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가. 5년 간 변화율의 추정 : 기초모형
1) 분석 방법
교육적 성장의 전체 점수와 3개 하위 변인, 사회통합의 전체 점수와 3개 하위 변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2-수준 다층 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식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 학생 내 시간 모형

           

2-수준 모형: 학생 간 모형
       
       

  : i학생의 t시점 교육적 성장 또는 사회통합
  : 시간 변인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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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모형은 학생 내 시간 모형으로 종속 변인, 즉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변인의
5개 연도 측정치를 통하여 학생별 5년 동안의 변화율을 추정한다(   ). 2-수준 모형은 1-

수준 모형에서 추정된 개인별 초기값(  )과 변화율(  )에 대한 학생 특성 변인의 영향을
추정한다. 다만 기초 모형에서는 2-수준 변인은 투입하지 않고, 변화율(변화율)만 추정한
다. 2-수준 변인은 다음에 살펴볼 종합 모형에서 투입된다.

2) 분석 결과
다음 <표 Ⅲ-24>는 교육적 성장의 전체 점수에 대한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교육적
성장의 전체 점수는 시간에 따라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0.028)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5년 동안 초기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표 Ⅲ-24>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변화율 추정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371

0.066

51.365

***

변화율

절편

-0.028

0.019

-1.507

0.399

0.159

초기값

0.551

0.304

362.243

***

기울기

0.122

0.015

176.179

***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25>은 교육적 성장 중 내재적 학습동기의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내재적 학

습동기는 시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0.095). 이는 5년 동안 탈북청소년들의 내재적 학습동기가 0.475점 정도 (=-0.095*5) 감

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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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5> 탈북청소년의 내재적 학습동기 변화율 추정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467

0.076

45.653

***

변화율

절편

-0.095

0.024

-3.988

***

0.547

0.300

초기값

0.589

0.346

260.318

***

기울기

0.144

0.021

157.073

***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26>는 교육적 성장 중 학업 효능감의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업 효능감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0.038).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변
화율 기울기에 대한 무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var=0.009, p > .10). 이
는 탈북청소년들의 학업 효능감이 개인 간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추정된 계수만
큼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26> 탈북청소년의 학업 효능감 변화율 추정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160

0.074

42.649

***

변화율

절편

-0.038

0.023

-1.680

†

0.605

0.366

초기값

0.527

0.277

198.927

***

기울기

0.094

0.009

115.211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27>는 교육적 성장 중 진로 성숙의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진로 성숙은 시간

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0.043). 교육적 성장 중 내재적 학습동기, 학업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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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등 학업에 관련된 요인은 감소하고 진로 성숙 요인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다. 이는 탈북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업적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에게 적정
한 수준의 직업을 희망하며 그 수준을 맞추어간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Ⅲ-27> 탈북청소년의 진로성숙 변화율 추정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503

0.081

43.477

***

변화율

절편

0.043

0.025

1.709

†

0.624

0.390

초기값

0.595

0.354

230.294

***

기울기

0.127

0.016

137.015

**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표 Ⅲ-28>은 사회 통합의 전체 점수에 대한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 통합
의 전체 점수는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0.016) 통계적으로 의미 있
지는 않았다. 이는 교육적 성장과 같이 사회통합의 수준도 초기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28>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 변화율 추정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667

0.052

70.370

***

변화율

절편

-0.016

0.020

-0.770

0.413

0.171

초기값

0.376

0.141

215.446

***

기울기

0.144

0.021

201.119

***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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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Ⅲ-29>은 사회통합 중 북한출신 공개 수준의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북한
출신 공개 수준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은 아니었다. 이는 5년 동안 탈북청소년들의 북한출신 공개 여부나 공개 의향 정도가 시간
에 따라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초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 Ⅲ-29> 탈북청소년의 북한출신 공개 변화율 추정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2.521

0.134

18.826

***

변화율

절편

-0.040

0.048

-0.818

0.957

0.916

초기값

1.040

1.081

262.495

***

기울기

0.348

0.121

208.591

***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표 Ⅲ-30>은 사회통합 중 한국생활 긍정인식 수준의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생활 긍정 인식 수준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생활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30> 탈북청소년의 한국생활 긍정인식 변화율 추정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832

0.070

55.034

***

변화율

절편

-0.057

0.022

-2.597

*

0.514

0.264

초기값

0.533

0.284

244.776

***

기울기

0.125

0.016

144.291

**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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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Ⅲ-31>는 사회통합 중 차별 경험(역채점) 수준의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청소
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31> 탈북청소년의 차별경험(역채점) 변화율 추정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4.645

0.070

66.118

***

변화율

절편

0.049

0.024

2.094

*

0.458

0.210

초기값

0.572

0.327

319.838

***

기울기

0.172

0.030

217.188

***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나. 탈북청소년 특성에 따른 변화율 차이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평균적인 측면은 기초통계에서 보여주듯 어떤 경향(증가, 감
소)을 보이지만 개인 간에는 다양한 추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차이는 우연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배경, 긍정적 경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 수준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탈북
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통합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출신 여부, 입국 후 기간, 연령, 입국 시 연령, 성별 등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변화율은 앞의 기초 모형 분석 결과를 사용하였다.

1) 교육적 성장의 변화율 차이
탈북청소년 특성에 따른 교육적 성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32> ~ <표 Ⅲ-35>
에 제시되었다. 교육적 성장의 변화율은 탈북청소년의 배경적 특성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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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육적 성장이 학생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 전체 점수와 내재적 학습동기 변인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
이 많은 집단에서 두 변인의 변화율 감소폭이 작았다. 연령이 높은 집단이 교육적 성장
전체 점수와 내재적 학습동기의 하락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교
육적 성장, 특히 내재적 학습동기에서 연령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의
한다.

<표 Ⅲ-32>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교육적 성장 변화율 차이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0.028

0.081

북한출신아님

51

-0.039

0.080

북한출신

47

-0.016

0.081

4년 미만

39

-0.025

0.079

4년 이상

59

-0.030

0.084

13세 미만

70

-0.037

0.081

13세 이상

28

-0.005

0.079

10세 미만

57

-0.030

0.083

10세 이상

41

-0.026

0.080

남

47

-0.030

0.089

여

51

-0.026

0.074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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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1.917

0.076

3.069†

0.058

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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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3>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내재적 학습동기 변화율 차이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0.095

0.088

북한출신아님

51

-0.104

0.095

북한출신

47

-0.086

0.079

4년 미만

39

-0.100

0.082

4년 이상

59

-0.092

0.091

13세 미만

70

-0.106

0.087

13세 이상

28

-0.067

0.085

10세 미만

57

-0.094

0.095

10세 이상

41

-0.097

0.077

남

47

-0.098

0.100

여

51

-0.093

0.075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t/F

1.055

0.198

4.106*

0.024

0.06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34>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학업 효능감 변화율 차이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0.038

0.042

북한출신아님

51

-0.040

0.044

북한출신

47

-0.036

0.040

4년 미만

39

-0.037

0.038

4년 이상

59

-0.039

0.045

13세 미만

70

-0.039

0.040

13세 이상

28

-0.035

0.046

10세 미만

57

-0.039

0.044

10세 이상

41

-0.038

0.039

남

47

-0.039

0.042

여

51

-0.038

0.043

t/F

0.301

0.098

0.199

0.007

0.00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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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5>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진로 성숙 변화율 차이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0.043

0.070

북한출신아님

51

0.035

0.073

북한출신

47

0.051

0.066

4년 미만

39

0.051

0.072

4년 이상

59

0.037

0.069

13세 미만

70

0.039

0.076

13세 이상

28

0.052

0.051

10세 미만

57

0.038

0.071

10세 이상

41

0.049

0.069

남

47

0.045

0.070

여

51

0.040

0.070

t/F

1.353

0.969

0.679

0.570

0.13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통합의 변화율 차이
탈북청소년 특성에 따른 사회통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36> ~ <표 Ⅲ-39>에
제시되었다. 사회통합의 변화율은 일부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
타났다.
입국 후 기간이 오래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회 통합 전체 점수의 하락폭이
작았다. 북한출신 공개 수준은 입국 후 기간과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변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출신자 공개가 입국 후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생활 긍정 인식과 차별 경험은 탈북청소년의 배경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차별 경험이 학생 배경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미 차별 경험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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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6>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사회통합 변화율 차이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0.016

0.104

북한출신아님

51

-0.010

0.088

북한출신

47

-0.022

0.119

4년 미만

39

-0.051

0.102

4년 이상

59

0.008

0.099

13세 미만

70

-0.028

0.098

13세 이상

28

0.015

0.113

10세 미만

57

-0.010

0.097

10세 이상

41

-0.024

0.113

남

47

-0.010

0.108

여

51

-0.021

0.100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t/F

0.315

8.224**

3.439

0.460

0.29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37>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북한출신 공개 변화율 차이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0.040

0.255

북한출신아님

51

-0.017

0.239

북한출신

47

-0.064

0.273

4년 미만

39

-0.135

0.253

4년 이상

59

0.023

0.239

13세 미만

70

-0.072

0.237

13세 이상

28

0.042

0.283

10세 미만

57

-0.021

0.232

10세 이상

41

-0.065

0.286

남

47

-0.017

0.253

여

51

-0.060

0.258

t/F

0.834

9.778**

4.159*

0.715

0.69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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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8>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한국생활 긍정인식 변화율 차이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0.057

0.073

북한출신아님

51

-0.065

0.077

북한출신

47

-0.048

0.068

4년 미만

39

-0.059

0.071

4년 이상

59

-0.055

0.075

13세 미만

70

-0.059

0.073

13세 이상

28

-0.051

0.074

10세 미만

57

-0.054

0.072

10세 이상

41

-0.060

0.075

남

47

-0.052

0.069

여

51

-0.061

0.077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t/F

1.256

0.049

0.237

0.156

0.364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39>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차별경험(역채점) 변화율 차이

북한출신
입국후
기간
연령
입국시
연령
성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98

0.049

0.127

북한출신아님

51

0.053

0.126

북한출신

47

0.046

0.129

4년 미만

39

0.040

0.145

4년 이상

59

0.055

0.115

13세 미만

70

0.049

0.140

13세 이상

28

0.051

0.089

10세 미만

57

0.043

0.108

10세 이상

41

0.058

0.151

남

47

0.042

0.154

여

51

0.056

0.09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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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북청소년 특성의 독립적 영향: 종합 분석
이 절에서는 출생국역, 연령, 입국후 기간, 성별 등 어떤 배경 특성이 교육적 성장과 사
회통합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다층 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변화율(변화율)을 추정하였던
기초모형과 동일한 모형이다. 기초모형에 앞에서 다루었던 탈북청소년의 배경 특성을 2수준 독립 변인으로 추가 투입하였다. 투입 변인은 북한출신여부(1=북한출신), 입국후 기
간, 연령, 성별(1=여학생) 등이다. 앞서 차이 분석에서 검토하였던 입국시 연령은 연령과
중복되어 투입하지 않았다.

2) 분석 결과
<표 Ⅲ-40>은 교육적 성장 전체 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배경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효과에서 아직 개인 간 차이가 남아
있으므로 이들 변인 외에 다른 변인에 의해 교육적 성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40>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변화 분석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426

0.113

30.200

***

북한출신

-0.183

0.148

-1.234

입국후기간

-0.006

0.033

-0.198

연령

0.000

0.041

-0.002

여학생

0.061

0.135

0.456

절편

-0.048

0.032

-1.507

북한출신

0.030

0.041

0.722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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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입국후기간

0.002

0.009

0.219

연령

0.013

0.012

1.101

여학생

0.013

0.038

0.335

0.399

0.159

초기값

0.559

0.312

353.251

***

기울기

0.124

0.015

171.435

***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1>는 교육적 성장의 하위 요인인 내재적 학습동기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초기

값과 변화율 모두 배경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서와
같이 변화율이 음의 부호로 나타나서 시간에 따라 내재적 학습동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나
타내주고 있다. 무선효과에서 개인 간 차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투입 변
인 이외의 다른 변인에 의해 교육적 성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41> 탈북청소년의 내재적 학습동기 변화 분석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562

0.129

27.685

***

북한출신

-0.259

0.168

-1.544

입국후기간

-0.060

0.037

-1.622

연령

-0.016

0.047

-0.346

여학생

0.061

0.153

0.397

절편

-0.113

0.041

-2.783

북한출신

0.022

0.053

0.418

입국후기간

0.013

0.012

1.119

연령

0.019

0.015

1.269

여학생

0.015

0.049

0.317

무선효과

s.d.

var.

χ2

1-수준

0.547

0.299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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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β

s.e

t

p-value

2-수준

초기값

0.580

0.336

244.897

***

기울기

0.145

0.021

150.999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2>은 교육적 성장의 하위 요인인 학업 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배경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서와 같이
변화율이 음의 부호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효과에서 보면 변화율은 개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학업
효능감이 시간에 따라 잘 변화하지 않고 고정적이며 탈북청소년 사이에서 개별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42> 탈북청소년의 학업효능감 변화 분석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247

0.129

25.249

***

북한출신

-0.099

0.167

-0.592

입국후기간

-0.003

0.037

-0.082

연령

0.001

0.047

0.014

여학생

-0.075

0.153

-0.493

절편

-0.056

0.039

-1.419

북한출신

0.026

0.051

0.511

입국후기간

-0.003

0.011

-0.282

연령

0.005

0.015

0.309

여학생

0.011

0.047

0.227

무선효과

s.d.

var.

χ2

1-수준

0.605

0.366

초기값

0.541

0.293

196.591

***

기울기

0.103

0.011

114.638

†

변화율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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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3>은 교육적 성장의 하위 요인인 진로 성숙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배경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과는 달리 변
화율이 양의 부호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
인들이 투입되면서 표준오차가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무선효과에서 보면 초기
값과 변화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투입 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에 의해 진로 성숙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
을 함의한다.

<표 Ⅲ-43> 탈북청소년의 진로성숙 변화 분석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495

0.138

25.373

***

북한출신

-0.185

0.179

-1.033

입국후기간

0.047

0.040

1.197

연령

0.007

0.050

0.138

여학생

0.185

0.164

1.128

절편

0.016

0.043

0.381

북한출신

0.040

0.056

0.719

입국후기간

-0.005

0.012

-0.440

연령

0.017

0.016

1.074

여학생

0.018

0.051

0.345

0.625

0.390

초기값

0.594

0.353

219.236

***

기울기

0.129

0.017

132.936

**

변화율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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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4>는 사회통합 전체 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초기값은 학생 배경 특성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은 입국 후 기간이 많을수록 적은 경우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입국 후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사회통합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입국 후 기간이 많은 청소년은 입국 후 기간이 적은 사람에 비교해볼 때 초기
값이 더 낮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율은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입국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통합 수준이 계속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44>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 변화 분석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632

0.090

40.543

***

북한출신

0.117

0.117

1.006

입국후기간

-0.034

0.026

-1.322

연령

-0.007

0.033

-0.213

여학생

-0.044

0.107

-0.412

절편

0.010

0.034

0.302

북한출신

-0.045

0.045

-1.011

입국후기간

0.024

0.010

2.451

연령

0.013

0.013

1.025

여학생

-0.007

0.041

-0.168

0.412

0.170

초기값

0.381

0.145

209.168

***

기울기

0.140

0.020

186.378

***

변화율

*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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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5>은 사회통합의 하위 요인인 북한출신 공개(의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초기

값은 북한출생이고 입국 후 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공개 비율과 공개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은 북한출생이 아니면서 입국 후 기간이 오래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출생인 경우 초기에 탈북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입국 후 시간이 오래되거나 연령이 많은 경우
탈북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적지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이 증가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Ⅲ-45> 탈북청소년의 북한출신 공개 변화 분석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2.386

0.215

11.083

***

북한출신

0.717

0.280

2.557

*

입국후기간

-0.168

0.062

-2.718

**

연령

-0.034

0.079

-0.431

여학생

-0.410

0.256

-1.600

절편

0.062

0.079

0.789

북한출신

-0.191

0.103

-1.862

†

입국후기간

0.063

0.023

2.728

**

연령

0.055

0.030

1.846

†

여학생

-0.013

0.094

-0.142

0.956

0.914

초기값

0.941

0.886

221.374

***

기울기

0.321

0.103

181.631

***

변화율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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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6>는 사회통합의 하위 요인인 한국생활 긍정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초기

값은 북한출생인 경우 한국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은 특
성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출생인 경우 초기
에 한국생활에 대해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더 있고 이런 경향이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46> 탈북청소년의 한국생활에 대한 긍정인식 변화 분석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3.864

0.116

33.425

***

북한출신

-0.268

0.151

-1.777

†

입국후기간

0.054

0.033

1.610

연령

-0.024

0.042

-0.564

여학생

0.192

0.138

1.397

절편

-0.072

0.037

-1.946

북한출신

0.073

0.048

1.517

입국후기간

0.009

0.011

0.814

연령

-0.008

0.014

-0.591

여학생

-0.040

0.044

-0.901

0.514

0.265

초기값

0.506

0.256

220.160

***

기울기

0.125

0.016

138.626

**

변화율

†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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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7>는 사회통합의 하위 요인인 차별경험(역채점)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변화율

은 양의 부호를 보여 차별경험이 시간에 따라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특성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47> 탈북청소년의 차별경험(역채점) 변화 분석
구분

변인

β

s.e

t

p-value

초기값

절편

4.653

0.122

38.122

***

북한출신

-0.117

0.159

-0.734

입국후기간

0.012

0.035

0.345

연령

0.034

0.045

0.767

여학생

0.092

0.145

0.635

절편

0.037

0.041

0.910

북한출신

-0.011

0.053

-0.211

입국후기간

0.002

0.012

0.129

연령

-0.006

0.015

-0.408

여학생

0.033

0.049

0.669

0.458

0.210

초기값

0.585

0.342

315.429

***

기울기

0.177

0.031

216.024

***

변화율

무선효과
1-수준
2-수준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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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적 성장과 사회 통합의 상호관계

교육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사회통합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지만 두 차원이 반드시 일치
하지는 않는다. 두 영역이 상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
다. 이 절에서는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다.

가. 분석 방법
탈북청소년의 입국 이후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적 성
장과 사회통합을 두 축으로 하여 유형화하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검토하였
다. 여기에서는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차원의 관계를 기초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장 단순한 방법인 두 차원을 축으로 하여 유형화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그림 Ⅲ-1]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간 유형화 모형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이 모두 높은 경우가 바람직한 유형이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
렇지만은 않으며, 서로 어긋나 있는 학생(어느 한쪽이 부족한 경우)과 두 차원 모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또한 4개 범주로 표현되는 유형이 매년 동일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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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이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5년간 조사에 참여한 탈북청소
년들이 4개 범주가 어떻게 나타나고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검토함으로써 탈북청소
년들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 통합이 어떤 상호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전체 점수를 사용하여 범주를 구분하였다. 교육적
성장을 Y축으로 하였고, 사회통합을 X축으로 하였다. 1차년도 평균점을 집단 구분의 기준
점으로 설정하였다. 두 변인의 1차년도 평균은 교육적 성장이 3.4816점, 사회통합이
3.5319점이었다. 따라서 1사분면은 두 차원이 모두 1차년도 평균보다 높은 집단(1유형)이

고, 3사분면은 두 차원이 모두 1차년도 평균보다 낮은 경우(3유형)가 된다. 2사분면은 1차
년도 평균보다 교육적 성장은 높고 사회통합은 낮은 집단(2유형)이고 4사분면은 반대로 1
차년도 평균보다 교육적 성장은 낮고 사회통합은 높은 집단(4유형)이 된다.
이 분석에서는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전체 점수가 모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였
다. 분석에 포함된 최종 사례수는 총 92명이었다.

나. 분석 결과
<표 Ⅲ-48>은 위의 기준에 따라서 연차별로 학생들의 범주를 구분한 결과이다. 1차년도

출발 시점에서는 교육적 성장이 높고 사회통합 수준도 높은 1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4개 유형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1차년도 평균값을
집단 구분 기준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별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를 보인다. 2차년도에는 교육적 성
장도 낮고 사회통합도 낮은 3유형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육적 성장은 높고 사회통
합은 낮은 2유형이 감소하여 이동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2차년도에는 교육
적 성장의 하락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년도에는 교육적 성장은 낮고 사회통합은 높은 4유형이 가장 많게 변화하였는데, 이

는 2유형과 3유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교육적 성장 수준은 하락했지만 사회통합은 증
가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변화는 앞의 <표 Ⅲ-15>에서 보듯이 북한출신 공개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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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감소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차년도의 특징은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이 모두 높은 1유형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에 교육적 성장은 높지만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2유형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4차년도에 가장 많은 비중의 유형은 교육적 성장은 낮지만 사회통합이 높은 4유형이다.

이는 교육적 성장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사회통합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낮아진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차년도에는 4유형이 다소 감소하고 2유형이 증가하였다. 교육적 성장은 높지만 사회통

합 수준은 낮은 2유형은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적 성장은 낮
지만 사회통합은 높은 4유형은 비록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도
사회통합 수준은 감소하였음을 드러내 준다.

<표 Ⅲ-48> 연차별 유형 비율
유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N

%

N

%

N

%

N

%

N

%

1

26

28.3

25

27.2

26

28.3

11

12.0

13

14.1

2

18

19.6

12

13.0

10

10.9

19

20.7

24

26.1

3

23

25.0

28

30.4

24

26.1

27

29.3

26

28.3

4

25

27.2

27

29.3

32

34.8

35

38.0

29

31.5

합계

92

100.0

92

100.0

92

100.0

92

100.0

92

100.0

이런 경향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Ⅲ-2]부터 [그림 Ⅲ-6]과 같다. 5차년도에는
확연하게 1사분면에 위치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유형은 감소하였고, 2유형은
증가하였으며, 3유형과 4유형도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개인별로 볼 때 변화가 상당히 심
해서 어느 한 사분면에 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변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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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1차년도 유형별 분포

[그림 Ⅲ-3] 2차년도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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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3차년도 유형별 분포

[그림 Ⅲ-5] 4차년도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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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5차년도 유형별 분포

이와 관련하여 두 변인의 관련성을 좀 더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Ⅲ-7]은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전체 점수의 5년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교육적 성장 수준이 평균 이하일 때에는 교육적 성장 수준이 증가할 때 사회통합
도 같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 성장이 낮은 단계에서는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을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해서 개인의 교육적 성장이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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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5년 평균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관계

[그림 Ⅲ-8] 교육적 성장 변화율과 사회통합 변화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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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은 5년간 교육적 성장의 변화율과 사회통합 변화율의 관련성을 그림으로 나

타낸 것이다. 전반적인 경향은 교육적 성장 변화율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변화율은 낮아진
다. 교육적 성장이 좀 더 향상되는 것이 반드시 사회통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귀결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양극단에서는 반비례 경향이 크게 나타나
지만 사례수가 집중되어 있는 중앙 부분에서는 그런 경향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적 성장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을 때 특히 교육적 성장이 사회통합으
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 차원의 교육적 성장이 어느 정도는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사회통합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교육적 성장 수준이 어느 수준 이상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차별을 더 강하게 인지하게 하거나 사회적 소속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5년 동안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이 모두 높은 1유형은 감소하였고 교육적
성장은 높으나 사회통합이 낮은 2유형은 증가하였다.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이 모두 낮은
3유형과 교육적 성장은 낮지만 사회통합은 높은 4유형은 소폭 증가하였다.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은 평균 이하 수준에서는 서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는 오히려 반비례의 경향을 보인다. 또한 향상율의 측면에서는 교육적 성장
이 아주 낮거나 높은 지점에서 사회통합과 반비례 경향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런 결과들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이 사회통합과 반드시 일치하며 진행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차원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서 탈북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교육적
성장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회통합과 별개로 작동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개인 차원의 교육적 성장이 그의 한국 사회에의 통합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탈
북청소년에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원으로 이들이 일정 정도 교육적 성장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성장 경험이 차별받지 않고 귀속감을 느끼면서 이 사회에 대해 보다 긍정적
인 인식을 쌓아가는 경험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이 교육적 성장
을 이루어도 사회통합은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탈북청소년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 정책을 넘어서서 이들이 한국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한국사회에 귀
속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일반적인 사회통합 정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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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과 시사점

이 장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1
주기 연구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한 98명의 종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성
장모형 분석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에서의 변화 추이를 추정하고 그것이
개인 변인(배경, 경험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수준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추세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적 성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5년 동안 일정 수준
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교육적 성장에
서 내재적 학습동기와 학업 효능감은 감소하였고 진로성숙 수준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
다. 사회통합에서는 북한출신 공개정도는 변화가 없었고 한국생활 긍정인식 수준은 감소하
였으며, 차별경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탈북청소년들은 하위요인에서 진로성
숙, 차별경험은 나아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
들이 입국한 이후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이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변화는 일부 배경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적 성장의 변화율은 연령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요인 중 내재적
학습동기 변인의 경향이 주로 반영된 것이다.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두 변인의 변화율 감
소폭이 작았다. 사회통합의 변화율에서도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입국 후 기간이 오래된 집단은 사회통합 수준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렇
지 않은 집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요인별에서는 북한출신 공개 수준이 입국 후
기간과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변화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유형화해본 결과, 두 차원이 모두 높은
사례인 1유형은 감소하였고, 교육적 성장은 높지만 사회통합이 낮은 2유형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적 성장이 낮고 사회통합도 낮은 3유형과 교육적 성장
은 낮지만 사회통합이 높은 4유형도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적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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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특히 교육적 성장이 아주
낮거나 높은 경우 사회통합 수준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결과들은 탈북청소년들
이 한국사회에 와서 어느 정도 교육적 성장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사회통합 수준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진로의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
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적 성장에서 진로성숙 수준은 높아지지만 내재적 학
습동기나 학업 효능감 수준은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한국사회
의 교육경쟁 체제에서 뒤처지기 시작하여 포부 수준을 낮추고 낮은 지위의 직업군으로 이
행해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초중고 학교교육 단계부터
직업포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교육적 성장을 위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
행되어 그에 터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함을
이 자료는 시사해 준다.
둘째,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입국 이
후 차별 경험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북한출신 공개에 주저하고 한국생활에 대한 긍정인
식이 감소한다는 점은 소극적 사회통합(차별 감소)과 적극적 사회통합(긍정적 정체성 형성)
이 별개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
는 일과 별도로 탈북민의 남한 사회 일원으로서 정체감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경험이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지원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육적 성장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사회통합 관
련 인식 수준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두 차원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서 탈북청소
년의 성장 과정에서 교육적 성장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회통합과 별개로 작동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적 성장이 사회통합 가능성 확대를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들은 탈북청소년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보다 통합된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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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현황과 질적 자료 수집 절차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1

패널 현황

가. 면담참여자 규모: 탈북청소년 총 32명, 학부모 20명, 교사 18명
2017년도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2차년도 연구에서 구축한 탈북청소년 패널

은 총 35명이었다. 당초 계획은, 2주기 신규패널로 25명(초6 10명, 중3 10명, 대안학교
및 학교 밖 5명), 1주기 연속 패널(고교졸업 후)로 10명 등 총 35명의 탈북청소년을 2주기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구축된 패널은 2주기 신규패널 26명(초6
10명, 중3 10명, 대안학교 및 학교 밖 6명)과 1주기 연속 패널 9명 등으로 구성된 총 35명

의 탈북청소년이었다(김지수 외, 2017: 65). 초중등 학령기 탈북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한
교사와 학부모를 면담에 참여하도록 하여 2017년 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탈북청소
년 35명, 학부모 18명, 교사 24명 등, 총 77명이었다(김지수 외, 2017: 65-67).
2018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초6패널(현재 중1) 10명, 중3패널(현재 고1)11) 10명, 대안

학교 및 학교밖 패널 7명, 1주기 연속 고교졸업후 패널 9명 등 총 36명의 탈북청소년 패널
을 중심으로 이들의 부모, 교사 등을 포함하여 총 88명과의 면담을 계획하였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을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것은, 이 패널의 경우 불안정성이 특
히 심할 것이 예상되어 패널 규모를 초기에 늘려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도 3차면담에 참여한 탈북청소년 패널은 총 32명이다. 이들의 부모 20명과

11) 이후 초6패널과 중3패널을 명시할 때에는 현재 이들이 2018년 현재 각각 중1, 고1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6패널(중
1)’, ‘중3패널(고1)’로 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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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8명을 포함하면 면담에 참여한 이는 총 70명이다. 4명의 탈북청소년과 부모, 교사
등 계획 대비 총 18명이 3차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초6(중1) 패널 1명과 중3(고1) 패널
1명은 연구 참여 중단을 통보하였다. 더 이상 학생이 면담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2명 모두 부모는 연구 참여를 원하였으나 학생이 원하지 않았다. 1명
은 중국출생이고 다른 1명은 북한출생이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1명은 현재 학교, 부
모, 친구 등 주변의 모든 이들과 연락을 끊은 상황이어서 연구에의 지속적인 참여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2018년도 연구 설계 시에 이 패널을 1명 추가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대안학
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1명이 3차면담에 추가로 참여하였다. 고
교졸업후 패널 중 1명은 대학 진학 준비로 인해 2018년도 3차면담 참여에 대한 심적 부담
감을 표현하여 2019년에 연구 참여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2018년 현재 패널 현황: 진학, 취업, 기타 일반 현황
초6(중1) 패널 10명은 대부분 인근 중학교로 진학했으나 1명은 다른 지방의 기숙형 특성화
학교로 진학하였다. 또 다른 1명은 학교 셔틀버스로 30분쯤 이동해야 하는 학교로 진학하였다.
중3(고1) 패널 10명 중 5명은 특성화고로, 1명은 마이스터고(특목고)로 진학하였다. 3명
이 일반고로, 1명은 대안학교(각종학교)로 진학하였다. 대안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도 원래
패널에 계속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패널의 속성을 애초 출발 단계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그들의 이후 삶을 추적하여 주요 특징을 포착하는데 유효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
다.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가 적은 것은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탈
북청소년의 2018년도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일반고가 34.5%, 특목고 및 특성화고가
46.1%12)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례가 10명 중 3명에 불과

함에도 그 중 1명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여 본 연구 중3(고1) 패널이 특성화고에 편중된
집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패널 보충 시에는 일반고 재학생 중심으로 보
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탈북학생 통계와 학교알리미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학교알리미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첫째로 고등학교 구분으로서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4가지 구분이며, 둘째로 그 외 기타 고등학교로서 특수학교, 방통고, 각종학교, 고등
기술학교 등으로 구분하는 4가지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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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고등학교 1학년 탈북청소년 재학학교 특성 현황(2018년 4월 기준, 총 293명)
각종
학교
*

고등
기술
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

특성화고
***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총계

고등학교 1학년

39

1

101

12

13

122

5

293

비율

13.3%

0.3%

34.5%

4.1%

4.4%

41.6%

1.7%

100%

* 각종학교: 여명학교, 드림학교, 하늘꿈학교 등
** 특목고: 마이스터고, 외고 등
*** 특성화고: 한겨레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등
출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탈북학생 통계와 학교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 속한 탈북청소년은 학년이 다양하다. 1명이 2018년 대학에
입학하고 1명은 일반고로 전학하였다. 일반고로 전학한 상황에서도 패널 구축 출발점 기준
에서 선정되었던 범주에서 계속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일반학교와 학교 밖,
그리고 대안학교로 계속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1주기 연속 패널인 고교졸업후 패널은 대학생 6명, 취업자 2명, 무직으로 대학입시준비

를 하고 있는 경우 1명 등이었다. 이 중 대입준비생이 2018년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교나 직장과 관련한 이들의 상황은 2017년과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3차면담에 참여한 패
널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패널 현황(2018년 10월 현재)
유형*

초6(중1)
(N=9)

구분

성별

출생국

입국
연도

출생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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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5

일반초 → 일반중

A7

여자

중국

2015

2005

일반초 → 일반중

A8

남자

중국

2013

2005

일반초 → 일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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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중3(고1)
(N=9)

대안학교 및
학교 밖
(N=6)

고교
졸업 이후
(N=8)

구분

성별

출생국

입국
연도

출생
연도

A9

남자

중국

2017

2004

일반초 → 특성화중

A10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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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여자

북한

2015

2001

일반중 → 일반고

B5

여자

북한

2016

2001

특성화중 → 대안학교

B6

여자

북한

2014

2001

특성화중 → 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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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여자

북한

2016

1995

대안학교→학교 밖

D2

남자

중국

2009

1999

일반중→대안학교 위탁→대안학교(고3)

D3

남자

중국

2011

2000

일반학교→대안학교→일반학교→자퇴후 검정고시→
대안학교(고2)

D4

여자

북한

2008

2001

일반학교→대안학교→일반학교(고1)

D5

여자

북한

2016

1995

학교 밖(무학, 취업)

D6

여자

북한

2007

1999

일반학교→대안학교→대학진학→휴학 중(입시준비)

D7

여자

북한

2016

2002

대안학교(고1)

C1

여자

북한

2009

1996

2년제 직업전문학교

C2

남자

북한

2010

1994

자동차 서비스 정비사업소

C3

여자

북한

2006

1995

4년제 대학 기계공학과

C4

남자

북한

2009

1996

4년제 대학 정치외교학과

C5

여자

북한

2008

1994

4년제 대학 심리학과

C6

남자

북한

2007

1998

전기 관련 중소기업

C7

남자

북한

2008

1998

대입준비/ 2018년 면담거절

C8

여자

북한

2008

1996

4년제 대학 물리치료학과

C9

여자

북한

2007

1998

2년제 직업전문학교, 빵집 근무

※ 패널명은 2017년 기준으로 명명하되, ( )에 현재 학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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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3차면담에 참여한 탈북청소년, 그들의 부모, 담임교사 등의 전체 면담참여자

현황과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특성을 성별, 출생국별, 거주지역별, 입국시
기별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3> 3차면담 참여 패널 현황(학생 총 32명, 학부모, 교사 포함 총 70명)
구분

세부 유형

학생

학부모

교사

1주기 연속패널

고교 졸업 이후

8

-

-

초등학교 6학년

9

9

8

중학교 3학년

9

9

8

대안학교 및 학교 밖

6

2

2

32

20

18

2주기 패널

총계

<표 Ⅳ-4> 3차면담 참여 패널 특성(성별, 출생국별)(2018년 기준)
구분

세부 유형

1주기 연속패널

성별

출생국별

계

남자

여자

북한

중국

고교 졸업 이후

3

5

8

-

8

초등학교 6학년

6

3

6

3

9

중학교 3학년

5

4

5

4

9

대안학교 및 학교 밖

2

4

4

2

6

16
(50%)

16
(50%)

23
(72%)

9
(28%)

32
(100%)

2주기 신규패널

총계

<표 Ⅳ-5> 3차면담 참여 패널 특성(지역별)(2018년 기준)
구분

세부 유형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

계

1주기
연속

고교 졸업 이후

6

2

-

-

-

-

-

-

8

초등학교 6학년

3

3

2

1

-

-

-

-

9

중학교 3학년

4

2

-

-

-

-

2

1

9

대안학교 및 학교 밖

5

-

-

1

-

-

-

-

6

18
(56%)

7
(22%)

2
(6%)

2
(6%)

0
(0%)

0
(0%)

2
(6%)

1
(3%)

32
(100%)

2주기
신규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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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2주기 신규 패널 입국 시기
구분

세부 유형

2013년
입국

2014년
입국

2015년
입국

2016년
입국

2017년
입국

계

2주기
신규

초6(중1)

3

1

2

1

2

9

중3(고1)

4

2

2

1

-

9

7
(39%)

3
(17%)

4
(22%)

2
(11%)

2
(11%)

18
(100%)

총계
(%)

※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탈북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입국연차와 상관없이 참여

2

자료 수집 절차

가. 면담 계획 수립
2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종단연구는 매년 2회의 면담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단, 연
2회 면담은 탈북청소년 패널 만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모와 교사 면담은 연 1회로 한정하고

있다. 2017년도에 탈북청소년 패널 면담이 2회(1차, 2차) 실시되었고 2018년도에 진행한
면담은 3차, 4차면담이다. 단, 보고서 작성 일정에 의해 2018년도 보고서에는 1, 2차면담
자료와 함께 3차면담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 2회의 탈북청소년 패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 중 2018년도 첫 번째 면담인 3차
면담에서는 전체 면담 주제를 모두 다루며 가능한 한 패널 본인과 부모, 교사를 모두 면담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 고교졸업후 패널은 성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나 교사 면담을 하
지 않는다. 2018년도 두 번째 면담인 4차면담은 탈북청소년 패널 본인만을 면담하되, 3차
면담에서 미흡했던 영역에 대한 보충 질문 중심으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체 5개년 간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면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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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면담 조사 계획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분

2주기 신규 패널
초6

중1

중2

중3

고1

1주기 연속 패널
고2

고3

졸1

졸2

졸3

졸4

졸5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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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5개년 동안 이루어질 연도별 연구 초점과 조사 대상을

함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다음 [그림 Ⅳ-1]이다.

[그림 Ⅳ-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차별 연구 초점과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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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담 내용 확정
2016년에 계획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모형에 대해 다시 검토한 결과 이

모형이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심으로 주요 조사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이들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
을 보완하였다. 이에 연구모형의 조사내용 기술방식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연구참여자별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2018년 면담에서 학생과 부모 면담은 주로 현황과 이전 대비 변화
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 면담은 매년 새로운 사람을 면담하게 되므로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지 내용을 확정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과 연구참여자별 질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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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요소
(1차년도 조사)

시계열적 변화
(5년 종단 조사)

개인 배경
배경요인
[개인 정보]
∙성
∙ 출생연도
∙ 출생국
[입국이전 경험]
∙ 입국 전 가족구성
∙ 부모의 교육이력과
직업
∙ 학생(청년)의 교육 연
한과 교육경험의 특징
∙ 한국에 대한 사전인식
∙ 한국 입국 연도와 당
시 본인과 가족 상황
[탈북과정(북한출생)]
∙ 탈북연도와 동기
∙ 동반가족
∙ 탈북경로의 특징
(제3국 체류지역,
체류기간,
체류환경 등)

환경과 실태
가정･부모
[일반 환경]*
∙ 거주지 환경과 지역 환경
∙ 가족 구성의 특징
∙ 미입국 가족 상황
∙ 본인과 부모의 종교
∙ 부모배경(국적, 직업, 가계
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등)
∙ 부모의 한국사회 적응 인식

학교(직장)･교사(동료)

학생(교육적 성장)

[일반 환경]*
∙ 학교(직장)에 대한 기본 정보
(소재지, 규모 등)
∙ 재학(재직) 탈북청소년 수
∙ 학교(직장)환경
∙ 담임교사의 교직경력 및 탈북
청소년 지도나 관련 연수 경험
**
∙ 교사(동료)의 탈북주민과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
∙ 탈북학생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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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
[가정의 교육지원]*
∙ 자녀교육지원의 특성
∙ 학교(직장) 내 관련 지원활동
∙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
현황
∙ 부모-자녀 관계 특징
∙ 탈북학생 교육 관련 지역 네트
∙ 부모의 교육정보 수집 방식** 워크 현황(지역 내 지원 프로
그램 현황)
∙ 부모-교사와의 관계**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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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업무태도, 업무 이해 정도에
대한 인식)
∙ 학업성취(업무성취) 수준
∙ 학력(직업) 포부수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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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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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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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로서의 정체성
∙ 한국인으로서의 의식
∙ 한국 학교 및 한국 사회에
의 소속감

* 초중등 학생의 경우, 본인, 부모, 교사 등 세 차원의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며, 고졸 이상의 경우에는 탈북청소년 본인을 통해
관련 내용 확인
** 초중등 학령기 학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임

[그림 Ⅳ-2]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구모형(김정원 외, 2016: 215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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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면담 질문지(학생용/취업자용)

1. 개인 상황
- 건강 상태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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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의 삶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온 사람
- 새로운 경험 (여행, 관계, 우연한 만남 등)
2. 가정 및 지역생활
- 가족과 주변 환경의 변화
- 부모님과의 관계와 부모님의 역할 변화
-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화
-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
- 그 동안 가정에서 겪었던 즐거운 일, 힘든 일
- 이웃과의 관계, 학교 밖 주요 네트워크 존재 여부 및 관계
- 지역 내 기관 참여 프로그램 혹은 사교육 경험과 변화(봉사활동 및 시민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3. 학교(직장)생활
- 학교(직장)생활 일반에서의 변화
- 교우(동료)관계에서의 변화
- 교사(상급자)와의 관계에서의 변화
- 학교수업(직장에서의 업무)에 대한 전체적 느낌과 참여 상황
- 학업(업무활동)(흥미로운 과목/활동, 어려운 과목/활동, 학업(업무)에 대한 태도)
- 수업 외 학교(직장)활동(학생회, 동아리,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
- 그 동안 학교(직장)에서 겪었던 즐거운 일, 힘든 일
- 기타 학교(직장)생활에서 특이한 점
4. 정체성
-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자아정체감)와 그 변화
- 출신배경 공개 여부와 그 이유
5. 진로
- 진로 탐색 경험(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과 이전과의 주요 변화
- 진로 계획과 이제까지의 변화
6. 지원 제도
- 희망 지원 제도와 그 이유

118

Ⅳ. 패널 현황과 질적 자료 수집 절차

<표 Ⅳ-9> 면담 질문지(학부모용)

1. 학부모 자신에 대하여
- 건강
- 지난번 면담 이후 내게 생긴 변화
- 지난번 면담 이후 가족에게 생긴 변화
-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 (설레는 일, 걱정되는 일)
- 학부모의 사회적 관계, 지지집단
- 앞으로의 계획
2. 자녀에 대하여
- 학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변화 (학업, 교우관계,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등)
- 자녀에 대한 현재 자신의 역할과 이제까지의 변화
-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일, 이전과의 차이
- 현재 자녀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전과의 차이
- 현재 자녀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전과의 차이
- 현재 자녀를 일반 한국학생들과 비교한다면
- 학교 선생님들과의 소통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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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 제도
- 희망하는 지원 제도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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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면담 질문지(교사용)

1. 교사에 대한 일반 정보
- 교직경력
- 탈북청소년 지도 경험/ 연수 경험
-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심 정도
-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2. 학생에 대하여
- 학생의 학교생활 일반(학업, 태도, 교우관계 등)
- 학생의 특성 (고유한 특성, 일반한국학생과의 비교에 의한 특성)
- 학생 지도의 보람 혹은 어려움
- 학생의 가정환경에 대한 파악
3. 학부모에 대하여
- 학부모 상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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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면담 보조용 설문 내용 확정
질적 자료 수집에 초점을 두는 2주기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체계적인 정보 수집
이 가능하도록 면담 때에 면담 보조용 설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연구 설계에서부터 계획하
였다. 면담 보조용 설문은 면담참여자의 가정배경 현황 및 적응 실태 관련 기초적인 정보
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그 정보를 면담 시에도 활용하고 이후 면담 자료 해석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보조용 설문도구는 1주기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 도구(이향규, 2011: 67-70; 강구섭
외, 2015: 27-30)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설문에 소요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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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5분을 넘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중고등학교 청소년용, 고교졸업자용, 부모용,
교사용 등, 면담참여자별로 마련된 면담보조용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1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면담 보조용 설문 내용(청소년: 중고등학생)
영역

개인정보

변인
학교, 학년, 이름

1~3

성별, 연령

4-5

출생국
입국 전 거주지 및 가족구성
입국 이전
경험

학생의 교육연한, 교육경험의 특징
탈북시기
한국 입국연도와 당시 본인과 가족의 상황

일반 환경
가정의 교육 지원
심리･신체, 건강 적응
학습적응

관계적응

사회･문화 적응

문항번호

6
7~9
10, 12-14
11
15-17

가족 구성의 특징

18

미입국가족의 상황

19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

20

신체적 건강 상태

21

정신적 건강 상태 : 스트레스/우울 여부

22

수업 태도, 수업 준비, 수업 이해 정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

27-28

친구관계 범위와 질

23-24

교사와의 관계

25

부모와의 관계

26

진로 탐색 경험

29

학교 생활 만족 수준에 대한 인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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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면담 보조용 설문 내용(부모)
영역
개인정보

입국 이전 경험

변인
자녀 이름

1

성별

2

연령, 출신 지역

3-4

부모의 교육 이력과 직업(북한)

5~6

학생의 이전 교육 경험의 특징

7, 10

탈북시기

8

한국 입국연도와 당시 본인과 가족 상황
한국에 대한 사전인식

가정의 교육 지원

11-12
13

거주지와 이사 횟수
일반 환경

문항번호

14~15

종교

16

교육 이력과 직업(현재)

17

가계소득

18

학생의 건강 상태

19

자녀에 대한 성취 기대

20

자녀교육지원의 특성

21-22, 25

학생-학부모 관계

23

학부모-교사 관계

24

<표 Ⅳ-1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면담 보조용 설문 내용(교사)
영역
개인정보

변인
성별

1

연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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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1
5~8

재학 탈북청소년 수

7

교육 복지 환경 (교육복지학교 여부)

8

담임교사의 탈북청소년 지도 경력과 관련 연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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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9-10

학습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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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건강

학생의 신체적 특징, 신체적 건강상태

15

관계 적응

학생의 친구관계 범위와 질

16

지원 제도

학교 내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활동 현황

18

12-14, 17

Ⅳ. 패널 현황과 질적 자료 수집 절차

<표 Ⅳ-14>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면담 보조용 설문 내용(청소년: 고교 졸업)
영역

세부 영역

변인
소속기관

개인정보 및 일반환경

가정의 지원
공통
심리･신체, 건강 적응
관계적응
사회･문화 적응

장래 직업

취업
준비생

대학생

취업 준비 현황

학습 적응

대학생활에서 어려운 점

취업자

직장 생활 적응

문항번호
1

이름, 성별

2-3

부모의 교육이력과 직업(북한)

4~5

부모의 교육이력과 직업(현재)

6~7

부모소득

8

가족유대감

9

심리적 지지 가족

10

신체적 건강 상태

11

정신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우울 여부

12

친구관계 범위와 질

13~14

진학･진로계획

15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

16

장래 희망직업

17

직업 희망 이유

18-19

취업하려는 이유

20

진로 선택 관련 경험

21

취업 관련 정보 습득 경로

22

수업 내 적극적인 토론 및 발표 참여

23-1)

학업 관련 질문

23-2)

팀 프로젝트 참여

23-3)

수업 준비

23-4)

학습, 관계, 사회 등

24~28

직장 선택 방법

29

직장 선택 이유

30

직장생활 만족도

31

직무 적합도

32~33

직장생활 중 어려움

34

직장생활을 위한 지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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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면담자의 면담 준비
종단연구로 진행되는 본 연구 면담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면담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면담에 직접 참여할 면담자들이 함께 면담 진행 방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
에서 진행한 면담 실시를 위한 준비와 면담 실시 방법에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종단연구 참여 연구진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 외 면담자(현장면접원) 활용
• 되도록 모든 면담을 공동연구진과 현장면접원이 짝을 이루어 실시
• 면담 전 면담자 워크숍 진행
- 복수 면담자에 의한 면담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그 밖의 면담 절차와 방법 관련 쟁점 공유
- 1, 2차면담 자료 분석을 토대로 면담을 위한 준비와 실제 면담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공유
- 그 밖의 질적 종단연구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대응 방안 공유
• 면담 전 패널별(초6, 중3, 대안 및 학교 밖, 교교졸업후) 면담자 회의 실시
- 1, 2차면담 자료를 토대로 면담참여자별 주요 면담 초점을 사전에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면담의 질적 수준 확보 노력

2016년 연구 설계에서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진행될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매년 고정적으로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주기 연구에서도 그렇고 2주기
1차, 2차 연구에서도 연구진이 바뀌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참여 패널들과의 라포를 유지하고 자
료 수집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 현장면접원을 활용하되 본 연구 연구진이 현
장면접원과 짝을 이루어 면담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현장면접원 활용은 1주기 연구에서부
터 계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전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는, 이전까지 연구에서 진행된 질
적 면담 조사에는 연구진이 참여하지 않고 현장면접원의 면담에 의존하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직접 면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의 면담 참여는 질적 연구에
서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3)
두 명의 면담자가 짝이 되어 한 명의 면담참여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 만들어 낼 쟁점이
다양하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한 쟁점을 별도로 정리하고(이론적 배경 참조)
이를 면담자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였다.
13)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를 연구도구로 규정하는 이유를 여기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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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면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워크숍과 면담자 회의 내용을 별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 면담자 워크숍 실시
2018년도에 실시될 면담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 1차 워크숍(2018. 2. 27)에서는 전체

연구진과 현장면접원 5명 등 총 13명이 참여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방향 및 2018년도 연구 초점을 공유하고 2017년 1, 2차 면담 추진 과정에
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공유하였다.
그와 함께 패널 종류별 담당 면담자를 선정하고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패널 종류별
면담자를 배치할 때에는 패널별로 기존 면담자가 계속 면담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여 면담자와 면담참여자 간의 라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유창성 정
도, 남녀 성별, 업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담자를 소폭 조정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충될 때에는 기존 면담자 유지, 한국어 유창성 등을 가장 먼저 고려하기로 하였다.
1, 2차 면담 자료에 기초하여 개별 면담참여자별로 면담의 주요 초점 및 유의점을 정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 워크숍에서 제기되었다. 더불어 교사 면담은 탈북청소년과 부
모 면담 일정과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탈북청소년을 맡는 담
임교사들은 매년 변경되므로 교사들이 학생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이후에 교사 면담이 진
행될 수 있도록 1학기 중에 교사 면담을 실시하되 최대한 후반부에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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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면담 시 유의점 및 면담 절차 상 고려해야 할 점(1차 워크숍 자료)
Ⅰ. 면담 시 유의점
0. 동의 얻기
- 처음에 전화로 동의를 구할 때 거부하더라도 추후에 문자 등으로 재차 면담 목적, 방식, 결과물의 활용에 대해 설명을
하면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말 것
- 사례비에 대한 부분은 면담참여자에게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음(처음에 거부했다가도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있음)
- ‘OOO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을 면담한다.’는 것을 꼭 설명하는 것이 동의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됨
1. 면담 전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면담약속 연락은 면담자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음
- 미리 면담참여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이전 면담내용 등을 짧게 훑어보고 질문의 방향도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것이 필요함.
2. 가족관계 관련
- 가족관계에 대해 질문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학생들, 가족관계가 복잡한 학생/부모들이 많기 때문에(보호자
부재, 이혼, 별거, 북한이나 제3국 거주 등) 주의가 필요함.
- 초등학생의 경우, 새아빠를 친아빠로 알고 있기도 함. 가족환경 파악은 부모나 교사와의 면담이 큰 도움이 됨.
3. 면담 장소 관련
-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과의 면담약속을 부모나 교사를 통해 잡게 되므로 첫 면담에 부모와 학생이 함께 면담장소에 나타
나 동시에 면담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종종 만들어짐. 이러한 경우, 부모와의 면담에서는 아이를 의식하여 질문을
자제하게 되고, 아이 또한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답변을 꺼려하는 상황이 생김. 따라서 섭외과정에서 최대한 면담이 일대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함께 면담장소에 머무르게 될 경우에는 테이블
을 따로 앉거나, 대기 장소가 있는 스터디 카페 등을 섭외하는 것이 좋음.
- 학생 면담의 경우, 자택이 아닌 곳을 더욱 편안하게 인식함
4. 중국출생 학생 관련
- 북한에 대해 질문할 때, 북한에 가본 적이 없고,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 질문에 더욱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음(어머니가 본인의 북한 생활에 대해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한국어가 미숙하다면 중국어가 가능한 면접원이 면담을 진행해야 함
5. 면담 태도
- 탈북청소년이라는 범주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도록 함.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으로 이들의 삶을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고자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함.
6. 면담 진행 관련
- 정말 대답하기 싫거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 대답을 거부해도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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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는 ‘교우관계’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 사례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교우관계를 개선하기도 하더라’라고 설명해주는 것이 면담자와 학생들과
의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함.
7. 질문 방법 관련
- 대화중에 불명확한 대답을 하면 ‘어떤 점이 그런가요?’라는 등의 질문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음.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다양한 표현으로
질문을 다시 하여 구체적인 대답을 이끌어냄
- 모든 질문을 직설적으로 묻기보다는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 필요함. 또한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
을 미리 덧붙이는 것이 대화에 도움이 됨(신분,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질문 등)
- 추측하여 대답을 유도하거나, Yes/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 참여자가 설명/묘사/표현하도록 질문하는 것이 좋음
예1) 첫째신가보네요? ⇨ 형제는 몇이세요?
예2) 요새 생활이 힘드시죠? ⇨ 생활형편은 어떠세요?
- 행동을 유도하는 질문 최소화
예) 그래도 대학에 가야 하지 않겠어요? ⇨ 대학 진학도 고려하고 있어요?
- 참여자가 다음 말/단어를 생각할 때, 조금만 더 기다리고, 말을 채워 넣지 않도록 함.
예) 참여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면접원: 기분이 좋으셨어요? 힘드셨어요?
8. 면담 순서 관련
- 면담 순서를 반드시 고정시킬 필요는 없지만,
- 2016년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부모 → 학생 → 교사의 순서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학부모 면담을 통해 학생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고 학생 면담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음.
- 학생을 먼저 면담하고, 교사를 면담하게 되면 이러한 주제와 관련한 면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학생 또는 부모 면담을 먼저 진행했다는 사실이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게 함.

Ⅱ. 면담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점

1. 기존 면담자가 바뀌지 않도록
- 본 연구에서는 해당 패널과의 라포와 신뢰가 중요한데, 2차 면담 시 1차 면담과 달리 패널에 따라 면담자가 바뀌어 그것
이 면담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 면담자가 바뀌면 패널 청소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같은 질문을 반복할 가능성이 존재함
예) ㅇㅇ학생은 처음 면담 시에 패션에 관심이 없고 매우 소극적인 학생이었는데, 추가 면담에서 만나보니 6개월 사이에
쌍커풀 수술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도 생기고, 한국 옷 스타일과 웃음 방식도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 만약 새로운
면담자가 면담을 했다면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움.
- 탈북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들이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심한데, 처음 만난 면담자와 어렵게 라포를 형성하고 난 뒤,
다시 다른 사람으로 면담자가 교체된다면 다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어려움을 되풀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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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자의 면담참여자 삶에 대한 ‘개입’ 수준 설정 문제
- 면담참여자가 면담자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인터뷰 내용 자체에 삶의 어려움, 지원방법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됨.
- 패널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이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
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거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2018년 3차면
담 시에 제공하도록 하였음.
3. 면담자-학생 매칭 관련
- 면담이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담자와 면담참여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서 매칭할
필요가 있음. 서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라포가 잘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성의 면접원
이, 나이가 많은 면담참여자와의 면담은 상대적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면담자가 면담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패널 종류별 소그룹 회의
1차 면담자 워크숍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2017년에 실시된 1, 2차 면담 자료를 점검

하여 개인 면담참여자별로 면담의 초점을 설정하여 공유하기 위한 소그룹 회의를 진행하
였다. 소그룹 회의는 실제 면담에 참여할 면담자들이 함께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초6
(중1) 패널 및 중3(고1) 패널 회의 1회(2018. 3. 15),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회의 1회
(2018. 3. 17), 1주기 연속 고교졸업후 패널 1회(2018. 3. 30) 등 총 3회의 소그룹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각 패널의 특성을 1, 2차 면담 자료에 기초하여 공유하고 탈북청소년,
부모, 교사 등 개인 면담참여자별 3차면담에서의 초점을 설정하는 작업을 회의 참여자들이
함께 수행하였다.

3) 2차 면담자 워크숍 실시
면담 실시 전에 최종적으로 면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면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 번 공유하기 위한 2차 면담자 워크숍(2018. 3. 23)을 진행하였다. 이때에는 1, 2차
면담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면담에서의 유의 사항을 보다 정교하게 정리한 내용을 공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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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 워크숍에서는 면담 시에 ‘면담참여자에 대한 관찰에 유의’하여 면담 내용뿐
만 아니라 면담참여자의 옷차림, 머리스타일, 면담 참여 태도와 말투 등에 대한 관찰에 유
의하도록 하며 면담 도구의 다양화를 시도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시간표
로 표현하기’, 요즘 면담참여자 자신에게 주요하게 부각되는 사항들을 ‘나의 뇌구조 그림
그리기’로 표현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면담 방법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면담자가 면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2차 워크숍 자료)
□ 면담자는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되, 기존 연구나 기존 면담 결과, 그 밖에 면담자가 알고 있는 여타 정보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만나는 면담참여자의 삶을 “낯설게” 보기 위해 애써야 한다
-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제에 부딪치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된 각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포착해 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양식(적응/부적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양식 그 자체)을 포착하고
그 적응양식(행동양식)의 의미를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해 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다.
-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양식(행동양식)을 포착하기 위한 전 단계로 2018년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삶에서 주요하
게 부각되는 영역(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등)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 이를 위해 면담자는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연구결과들에 대한 이해가, 또는 이제까지 면담참여자를 면담해 온 결과들에
대한 이해가 면담참여자에 대한 “낯설게 보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 만나는 자세로 면담참여자를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특히 1주기 연속 패널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5-6년간 만났던 탈북청소년을 다시
만날 때 이들에게서 더 이상의 새로운 무엇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 혹은 면담
결과에 영향을 받아 더 이상 이들을 “낯설게 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면담자별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설 때에는 면담자 교체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 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적으로 부모-학생-교사 순으로 면담하도록 하며, 2회 이상의 면담을 하루에 계획할 때 면담과
면담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간극을 유지하도록 한다
- 초중등학생과의 면담이 가장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 면담 후 일정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을 면담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질문과 면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 짧은 시간 내에 2사람 이상 연속 면담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면담자가 기다리는 상황은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여 면담자와 면담참여자 모두 면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가 질문이 필요해도 면담
을 종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지니게 될 수 있다.
- 하루에 2명 이상 면담해야 할 때 1명과의 면담은 2-3시간을 예정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면담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다음 면담을 적어도 3시간 이상 간극을 두고 계획한다.
□ 면담자는 질문의 흐름을 사전에 숙지하고 면담 중 쉽게 참조할 수 있는 형태로 질문지를 준비한다
- 전체 질문의 흐름을 사전에 숙지한다.
: 이는 준비한 질문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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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을 위한 질문을 1장(내용이 2페이지인 경우에 1장으로 인쇄)으로 정리하여 면담 과정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문 페이지 수가 많으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을 확인하느라 면담의 흐름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
□ 면담 질문 개발을 위해 기존 면담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면담 내용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질문이나 대응은 피한다
- 면담참여자가 기존에 자신이 말한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면담에서 면담참여자가 한 말이 진실성을 담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면담자가 이전에
했던 면담참여자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면담을 진행하게 되면 면담참여자는 애초에 자신이 만든 허구적 프레임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후에 이어지는 면담이 허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 기존 면담자료는 질문 개발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되, “이전 00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얘기는
지난 번 얘기와 다른데....” 등의 표현으로 이전 면담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전 면담 내용과의 일관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대응은 피해야 한다. 면담 내용의 비일관성이 짐작될 때 간접적인 질문으로 어느 쪽이 더욱 진실에 가까운
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올해 연구가 2주기 2차년도 연구인만큼 기본 공통 질문은 주로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자가 면담참여자의 작년 상황을 상기시켜주고 그에 비춘 변화를 면담참여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면담참여자가 작년의 상황을 직접 자신의 입으로 설명하고 올해 변화된 상황 또한 면담참여자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작년 면담 자료와 불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하
고 다른 질문을 통해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면담을 시작할 때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 참여를 통한 이익을 봉사활동 차원에서 설명한다
- 면담참여자가 이 연구에 참여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간혹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음에도 그 통로를 모르고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알려주거나 지원기관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음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 그러나 그것은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면담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봉사라 할 수 있다. 면담을 통해 면담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도 구체적으로 풀어냄으로
써 자신이 살아갈 한국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며, 탈북청소년과 그 밖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바가 무엇인
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돕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면담 내용에 기초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인 한국 사회 구성원
들의 인식이 변화될 수도 있고, 사회변화를 위한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보다 약화시키고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면담에 참여하는 것은 전체 탈북청소년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음을 면담참여자들에게 강조한다.
□ 면담참여자와의 대화의 맥락에 맞게 준비된 질문을 재구성하며 면담을 진행한다
- 준비한 질문 내용을 참조하면서 면담을 진행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면담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들을 재구성하여 면담참
여자의 삶을 스토리로 엮을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되도록 면담참여자 개인이나 처한 상황 혹은 면담참여자와 관계된 주요 인물에 대해 면담자의 기준(용어)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면담자가 면담참여자에 대해 판단 혹은 평가하는 언어는 비록 긍정적인 것일지라도 면담참여자가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적응을 잘한다”, “누구와도 잘 어울린다”, “착하다”, “성공했다” 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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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참여자와 관계된 주요 인물에 대해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무섭다”, “나쁘다”, “문제가
많다” 등
※ 단, 무언가 면담참여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면담참여자의 사기를 북돋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을 활용하되, 이 경우에도 면담참여자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정리하여 정리된 내용에 대한 면담참여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은 면담의 주요 기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때에도 되도록 면담참여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하도록 한다.
□ 면담참여자의 표현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예) A: 근데 저희 학교 중에서도 저희..저희 학교 중에서도 저희 과가 엄격하고...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B: 음, 어떻게..엄격한 게 어떻게 엄격한 거예요?
A: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절대 과 티를 안 입어요. 여기 이게 써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시력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아니면 모르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선배는 봤는데 제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를 안 하면 싸가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의없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 필요한 경우 그림을 그려 보도록 요청하는 등, 다른 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 가정, 학교, 또래 관계 등에서 면담참여자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기
어려운 면담참여자의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그림에 표현된 내용을 면담참여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는 특히 자기표현을 잘 하지 않는 면담참여자들에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면담 마지막 단계에서 질문지 확인 및 완전히 개방된 질문을 제시한다
- 면담을 끝내기 전에 이제까지 얘기된 내용이 준비한 질문들을 모두 커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최종 마무리 전에 면담참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무엇이라도 좋으니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자유로운 얘기를
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앞의 면담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할 수도 있으며, 그
때에는 좀 더 면담 시간을 할애하도록 한다.
□ 면담을 통해 얻는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면담참여자들 사이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에 대해 표현한 평가적인 발언(특히 부정적인 평가)이나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부모나 교사가 잘 모르는 학생 근황과 관련한 정보를 학생을 통해 알았을 때에 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한다.
※ 단, 학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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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면담 실시
1) 면담 일정 수립과 진행
초6(중1) 패널과 중3(고1) 패널, 그리고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중 초중등 학령기 청소년
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모두 면담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이 때 학부모 → 학생 → 교사
의 순서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순서로 면담을 계획한 것은,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학
생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어 그에 기초하여 학생을 면담하고 교사와의 면담은 학기말로 하여
적어도 한 학기 동안 학생을 경험한 후에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면담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사례에 따라서는 일정 조정이 어려
워 학생 면담이 학부모 면담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2017년도
1, 2차면담 자료를 보다 충실히 검토하여 학생 면담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학생 면담의 경우, 학교를 통해 학생 면담을 추진하게 되면 일정 조정이나 장소 등을
협조 받을 수 있어 면담 일정을 순조롭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일반학교에
다니는 탈북청소년의 경우, 학교 차원의 접촉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별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면담 일정을 만들어 나갔다. 학생들이 대부
분 주중 저녁 시간 이전에는 매우 바쁘고, 면담을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당일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기도 해서 면담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일은 매우
지난한 과제였다. 학부모들도 학생보다는 덜했으나 약속 날짜를 빈번히 교체하는 일이 흔
히 발생했다. 이에 미리 출장을 행정적으로 계획하여 준비한 이후에야 면담이 가능했던 연
구자들은 빈번히 바뀌는 일정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어야만 했다. 더구나 2명의 면담자와
1명의 연구참여자 등, 총 3명의 일정을 함께 조정하여 면담 일정을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

이 더욱 일정 수립을 어렵게 하였다.
복수면담자에 의한 면담이 면담참여자와 동등한 관계 설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에 대비
하기 위하여 실제 면담 진행시에 좌석 배치 등에 유의하여 면담자와 면담참여자 사이의
동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 그림은 이를 고려한 면담 시 좌석 배치 방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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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면담자와 면담참여자 사이의 동등한 관계 설정을 위한 좌석 배치 방식

면담 시작 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녹음 허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두로도 녹음 허락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녹음하겠다.”는 것을 다시 고지하고 녹음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면담 시작 전,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탈북청
소년’ 범주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연구진들에게 부각되었다. 특히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는 탈북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탈북학생’이라는 정책적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
서 본 연구는 이들을 ‘탈북청소년’이라 명명하고 있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
는 과정에서 면담자는 면담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를 ‘탈북’과 연결시키지 않는 이들에
게 ‘탈북청소년’이라는 범주를 강제로 부여하는 효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자들에게 생겼다.
비슷한 문제의식은 고교졸업후 패널과의 면담에서도 발생했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한지
10년이 넘는 경우들이다. 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기억은 이미 많이 희미해졌다. 그런데 이

연구는 이들을 계속 ‘탈북청소년’이라 명명한다. 비록 본 연구는 ‘탈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그 자체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
고 있다. 북한에서 산 기간 못지않게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길었던 이들의 말투나 억양은
여느 다른 한국인들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을 계속 ‘탈북청소년’이라 명명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이 범주에 가두는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연구
자들에게 갖게 했다. 이에 대한 고민이 향후 본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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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1주기 연속 패널로 참여한 이들
은 매해14) 만나서 얘기하는 이 면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면담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면담
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삶의 고민들을 털어놓
는 장으로 이 면담을 활용하기도 했다. 면담자와 패널 간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형
성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본 연구의 면담이 이제는 그들에게 단순한 연구 이상의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저의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C2, 2018 3차면담)
“중학교 때부터 봤었잖아요. 저를 쭉 관찰하고 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다 아는데 나중에 그렇

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에 없을 거 같아서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원래는 막 선생님도 그렇고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하면 좋을 거
같은 게 누가 계속 남의 인생을 관찰해주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서...” (C3,
2018 3차면담)

“제가 이 인터뷰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얘기(고민)를 부모님한테도 안하고 이런 얘기를 잘

안해요. 그런데 인터뷰 여기서는 다 그냥, 또 잘 들어주시고 하시니까, 이 인터뷰 좋아하는 것
같아요.” (C4, 2018 3차면담)

2) 면담 시간
부모 면담은 최소 1시간 30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학생 면담의 경우,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부모 면담에서는 면담자의 질문과 크게
관계가 없는 한국의 교육이나 사회, 문화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생각, 고민,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면담 시간이 상대적

14) 2017년에는 2회 면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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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길어졌다.
탈북청소년 면담에서 나타난 면담 시간의 차이는 면담자와의 라포 형성 수준과도 밀접
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에 이루어졌던 2차면담까지 매우 어렵게 면담
이 진행되었던 경우에도 2018년에 진행된 3차면담에서는 면담참여자가 다음 면담 날짜를
확인할 정도로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3차면담에서도
여전히 면담참여자와 면담자와의 라포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탈북청소년 개개인의 관심이 달라 면담 주제에 따라 적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
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용돈에 관심을 보이며 자세하게 얘기하다가도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답변하거나 지루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3) 면담 장소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면담참여자가 선호하거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면담 장소를 정
하였다. 대부분 집 근처 사설 회의장소(토즈 등)나 카페 등에서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초6
(중1), 중3(고1) 패널 각각 1명은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기숙형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부모의 경우에는 집에서 혹은 집 근처 카페 혹은 사설 회의장소 등에서 면담이 진행되었
다. 교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직하는 학교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는데, 학교 밖 카페에서
진행된 경우도 있다.

바. 면담 과정 점검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진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여 면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개별 패널의 주요 특징, 면담 과정에서 포착되는 탈북청소년 삶
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였다.15) 수시로 진행된 회의들은 하나의
사례를 바라보는 연구자들 사이의 관점의 다양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토론함으로써 주요
쟁점에 대한 공통된 관점을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15) 면담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가능한 한 매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분 회의와
전체 회의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내에 총 7회 연구진 회의가 진행되었다.

135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사. 성찰 일지 작성
3차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차면담과 4차면담 사이에 탈북청소년 패널들로 하여금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차면담(4, 5월)과 4차면
담(11, 12월) 사이 기간이 길어 도중에 면담자와 면담참여자들 간 라포를 재확인하는 동시
에 3차면담 후 면담참여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부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는 점 때문이다. 성찰일지는 총 2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7~8월에 1회, 10월에 1회에 한
하여 원하는 경우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주제와 형식은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으나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
게 안내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성찰일지는 온라인에서 작성하도록 하였고 각 개인이 작
성하는 원고는 면접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찰일지는 별명을 만들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한 별명은 전화 등으로 면접원에게만 알려주도록 하였다. 다음은 성찰일지와
관련한 안내문이다.

[참고] 성찰일지 안내문

1. 이름: (별명을 기입해주세요, 별명은 면접원 선생님에게만 알려주세요)
2. 생활원고 주제 및 작성
- 다음의 네 가지 주제 중에서 한 두 가지를 골라, 사건(또는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하고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써 주세요.
<주제>
1) 개인 (진로, 고민, 최근 여러분이 관심있는 내용)
2) 가정 (가족, 형제자매와의 관계)
3) 학교 (수업, 학업, 친구관계)
4) 사회 (최근 사회적 문제-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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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장단계별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16)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1

초6(중1) 패널

가. 패널 현황
애초 본 연구를 기획하면서 탈북청소년의 내부 집단별 차이 분석을 주요 연구 내용 중
하나로 설정했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주로 북한출생, 중국출생 등 출생국별, 그리고 가정
배경과 성별로 내부집단별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 연구 기획에서의 주된 의도였다.
이에 패널 구성에서 출생국, 성을 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모집단 규모가 매우 작고 일반
적으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어 가정배경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패널을
구성하지는 못하였다. 2017년에 만들어진 초6(중1) 패널은 최종적으로 북한출생 6명, 중
국출생 4명,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면담에 중국출생 여학생 1
명이 연구 참여를 거절하여 2018년도 3차면담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은 북한출생 6명, 중국
출생 3명, 남학생 6명, 여학생 3명 등 총 9명이다.

16) 본 연구에서는 주로 남북을 ‘한국’, ‘북한’으로 명기하고 맥락에 따라 ‘남한’,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의 표현 방식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출신국을 불문하고 남북을 ‘한
국’, ‘북한’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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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의 초6(중1) 패널 현황
유형*

초6(중1)
(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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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5

일반초 → 일반중

A7

여자

중국

2015

2005

일반초 → 일반중

A8

남자

중국

2013

2005

일반초 → 일반중

A9

남자

중국

2017

2004

일반초 → 특성화중

A10

남자

북한

2017

2005

일반초 → 일반중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탈북청소년 내부 집단이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요소는 이들의 출생국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들이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초6(중1)
패널 중국출생 3명 중 3명(A5, A8, A9) 모두 조선족 아버지를 두었으며, 북한출생 6명 중
1명(A6)은 북한에서 출생하였으나 2살 때 어머니와 함께 탈북하여 중국 한족 아버지와 같

이 살다 한국으로 왔다. 조선족 아버지를 둔 중국출생 아이들 중 조선족 학교를 다닌 경우
에는 한국어 사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 중국 조선족은 조선어를 제1언어, 혹은 제2언어로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여 2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보기
드문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이귀옥 외, 2003). 이에 비해 북한에서 출생하였으나 2살 때
중국으로 가서 한족 아버지와 함께 산 A6는 외견상 누구도 북한출생임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A6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한국어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 내부 집단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출생국가와 함께 ‘언어’(한국어(조선어)를
모국어로 하는가 여부)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초6(중1) 패널 아이들이 처한 일
반적 환경을 출생국과 모국어 종류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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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적 특징
2018년 면담에 참여한 전체 초6(중1) 패널 9명은 모두 중학교로 진학하였다. 이 중 A9

은 특성화 기숙학교에 진학하고 A8은 집에서 통학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거주지가 바뀐 경우는 없으나 기숙학교에 다니게 된 A9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주
공간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연구 시작 당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A8은
그 동안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주된 변화라 할 수
있다.
9명의 초6(중1) 패널 중 8명이 현재 한부모 가정이다. 그런데 현재 유일한 양부모 가정

인 A5 가정 역시 가족 내에서 이혼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 A5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심하게
싸우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며 지내고 있다.
더불어 초6(중1) 패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
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식성이 달라 혼자 밥을 먹는 게 편하
다는 이유(A8)로, 혹은 자녀와 시간이 엇갈린다는 이유(A2, A6, A10)로, 혹은 이유를 알
수 없이(A1) 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는
경우에도 식사는 아이 혼자서 한다(A5, A9).
언어와 출생국을 고려하여 초6(중1) 패널의 환경적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어(조선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북한출생 청소년
초6(중1) 패널 9명 중 5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중 3명이 남학생인데 그 중 A1과
A10은 공통점이 많다. 둘 다 한국에 오기까지 북한에서 태어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고

이들의 어머니는 “지독한” 혹은 “특별한” 특성을 지녔다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북한에서 어머니 스스로 장사를 해서 집안을 건사했다는 것도 공통적 특징이다. 두 아이
모두 북한에서 부모 모두에게서 떨어져 어머니 친구네 집에서, 혹은 삼촌네 집에서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모두 그 시기를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한다. A1은 어머
니와 같이 한국에 왔고, A10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먼저 온 어머니를 찾아 혼자 왔다.
A1은 2015년에 입국했고, A10은 2017년에 입국했다. 둘 다 현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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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10과 A10어머니는 올해 초 개명을 했다.
여학생인 A3는 북한에서 매우 풍족하게 살았던 경우다. 한국 정착지에서 받은 아파트가
북한에서 살던 곳보다 훨씬 못해서 여기 왜 왔는지 회의하기도 한다고 A3 어머니가 말할
정도다. 북한에서 부모가 함께 한국행을 계획했으나 어머니만 오고 아버지는 북한에 남았
다. 먼저 온 어머니가 2년 후에 A3를 데려 왔다고 한다. 둘 다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중국
으로 나와 한국으로 왔다. A3가 한국으로 온 것은 2015년이다.
세 아이 모두 여타 탈북학생과는 달리 공부에 관심이 많다고 담임교사들은 평가한다.17)
1, 2차 면담이 이루어진 2017년에 A1은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도 원했던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가 복지관과 지역 학원의 도움으로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집에서 지출하는 학원 비용은 10만원이다. 이에 비해 A3, A10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녔고 중학교 때도 비슷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두 아이의 어머니는 모두
가구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표시했는데 사교육비는 A3는 40만원, A10은 25만원을 지
출하고 있다고 썼다.
역시 남학생인 A2는 2014년에 아버지와 함께 왔다. 가장 먼저 한국에 온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2010년에 어머니가 누나와 함께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의 독려로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온 경우다. 북한에서 생활이 어려웠던 아버지는 한국의 어머니가 보
내는 돈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며 살았었다. 한국에 오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 처리가 된
상태였고 현재 A2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가끔 A2를
보러 온다고 한다. A2 아버지는 “남들 나오는 대학은 나와야 하지만 따돌림 당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특히 강조하지는 않는다. 중학교 입학 초기
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학원 다니는 것에 대해 고민하던 A2는 최근에 학원을 다
니기 시작했다.
여학생인 A4 역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 2013년에 어머니와 함께 온 A4는 북한에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살다 자신이 8, 9살 경에 중국으로 가서 2년18) 간 살다가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 북한에서 한 칸짜리 나무집에서 살았다는 A4는 한국에 와서 방 하나와 거실,
17) 심지어 A10의 담임교사를 면담하고자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탈북학생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담사(이전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에게 담임교사와의 연결을 요청하였을 때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면담하지 않고 “환경도 좋고
잘하는” 아이를 면담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다.
18) 이것도 2년인지, 3년인지 A4는 확실히 말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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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있는 집을 “방이 3개나 있는 집”이라 표현한다. A4는 자신이 어릴 때 떠나 온
곳이 북한이라는 것을 한국에 와서 2년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A4는 5학년 때 동료 아이들보다 나이가 2살 많다고 중간에 6학년으로 올라갔던 경
험이 있다. 어머니의 요구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당시 담임교사에 따르면 A4의 학력은
2-3학년 수준이었지만 A4 어머니가 아이를 일찍 졸업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했

었다. A4 어머니는 A4가 ‘말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다.19) A4 하고도 작년까지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제가
청소년이 되니까 엄마가 말을 예쁘게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라고 어머니와의 관계 변
화를 표현했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A4는 교과 관련 학원은 다녀
본 경험이 없고 지금도 다니지 않는다.

○ 중국어와 한국어(조선어)를 이중 언어로 사용했던 중국출생 청소년: A5, A8
A5와 A8은, 탈북여성인 어머니가 연변에서 중국 조선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길러

둘 다 중국어와 한국어(조선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로 성장했던 경우다.
둘 다 2013년도에 한국에 왔지만 중국에서 유치원부터 중국학교를 다닌 A8은 한국어가
2018년 현재에도 미숙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를 다닌 A5는 한국어 사

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사투리와 억양이 연변말이다. 중국어가 익숙한 A8은 중국
아이로, 연변 조선어를 사용하는 A5는 북한 아이로 주변에서 인식된다.
둘 다 아버지가 먼저 한국에 와서 가족을 불렀다. 그러나 A5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두
자녀를 데리고 탈북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왔으나 A8은 어머니가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에
오고 나서 10개월 후에 A8이 혼자서 비행기로 한국에 왔다. 그에 비해 A5는 어머니와 형
과 함께 북중 국경을 넘지 않았을 뿐, 태국 수용소 생활 등의 과정을 경험했다. 많은 사람
이 작은 공간에 갇혀 마음대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이 지내야 했던 경험들이 A5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판단하고 있다.
둘 다 중국 학교생활의 특징을 한국에서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A8
은 중국학교를 “원래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걸 3학년 때 배우”는 곳이라 표현한다.
19) 사실 A4 어머니는 본 연구에 자녀가 참여하도록 허락은 했으나 2017년 1차면담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2018년
올해에도 면담에는 참여했으나 녹음은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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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어머니는 중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A5가 학교 끝나면 영어, 수학 학원을 가고, 태권

도 학원을 또 가서 거기서도 교과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 다시 학교 숙제와 어머니가 내
주는 숙제를 밤 10시까지 했었다고 하며, A5도 중국에서는 “코피 터지게” 공부했다고 당시
를 기억하고 있다.
장애인 형과 한 방을 쓰는 A5는 형의 수족이 되어 형을 돕고 살지만 끊임없이 명령과
잔소리를 하는 형을 도와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그것이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산다.20) 한국에서 삶이 결코 넉넉지 않은 가운데 삼촌이 돈
달라고 찾아와 싸우고 이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상황들을 보며 지내고 있다. A5는 여러
가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원은 태권도 학원만 다니고 있다. 작년에는 어머
니가 신청해 놓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주로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는 아이였으나 올
해 중학교에서는 스스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방학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기도 하면서 교
사로부터 “뭘 해도 진지하게 하는 아이”로 평가받고 있다.
A8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올해는 부모의 이혼으

로 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다. 부모님의 이혼 전에는 어머니가 학교 숙제를 챙기고, 자녀
를 양육하면서 학교와 연락하는 주요 주체였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중학교 담임교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언어적 장애로 A8의 학력은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라 말한다. 학원에 다닐
필요를 자신은 느끼는 않는다는 A8은 담임교사의 권유로 요즘 방과 후에 ‘나머지 수업’을
듣고 있다.

○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북한출생 청소년: A6
북한에서 태어난 A6은 이혼한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탈북할 때 함께 했다. 브로커를 통
해 여자아이는 중국에 데려 와도 된다는 얘기에 어머니는 A6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다. A6
가 2살 때였다. 중국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여동생이 태어났고 10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2016년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으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왔다. 나이 많은 아버지

와 함께 살던 어머니는 동네 탈북여성들이 하나 둘 한국으로 떠나자 자신도 한국으로 올
20) 2018년 3차면담에서 A5는 형에게 “안녕! 잘가!”라고 말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얘기하며 자신은 양심이
없는 아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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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을 했다고 한다. A5처럼 A6와 A6 여동생은 탈북자로서 한국으로 오는 어머니의 여정
을 함께 했다. 힘들게 온 길이었지만 현재 A6에게는 중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협박이
될 만큼 한국에서의 주거 환경, 학교 환경을 좋아한다.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학원으로 알고 다니는 A6는 자신과 같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에
서 학급 내 성적 상위 20% 안에 들었다는 A6은 현재도 키가 작고 “언어적 약자”이지만 무엇
이든 열심히 하고 “야무져서”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중학교 담임교사는 평가한다.
현재 정착 3년째인 A6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2017년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거의
대화가 되지 않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면담 질문을 모두 알아듣고 웬만한 내용은 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아직 A6가 학습언어에는 익숙하지 않아 공부를
하려고 매우 애쓰지만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노력한 만큼 시험 등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중국출생 청소년: A9
애초 10명으로 만들어진 초6(중1) 패널에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다 한국으로 온
중국출생 청소년은 모두 2명이었다. 그러나 한 명(A7)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
사를 밝혀 2018년 면담에 참여한 이와 같은 사례는 A9 한명이다.
A9의 어머니는 북한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었다고 하는데 어머니 자신

을 포함한 3자매가 어머니와 함께 모두 중국으로 건너갔던 경우였다. A9은 먼저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가 초청해서 왔다. 아버지도 한국에 왔다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
여일 만에 중국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A9의 누나가 A9보다 1년 먼저 한국으로 왔다. 중
국에서 A9이 22개월 때 어머니가 A9을 조부모에게 맡겨놓고 집을 나갔던 탓에 A9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A9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했던 A9 누나가 한국으로 오고 나서 “경제적으로
모든 게 편리하고 좋으니까” 동생을 데려 오자고 어머니를 설득해 아들을 안보내겠다는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데려 왔다고 한다.
2017년에 한국에 온 A9의 한국어 실력은 면담자의 질문을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대답

은 중국어로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한국어를 모르면 입학이 어렵다는 학교 측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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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진학한 기숙형 중학교로 진학하려고 애썼고, 결국 올해 이 학교로 진
학했다. 교사로부터 “성격이 정말 소심하다”는 평가를 받는 A9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 한명도 없이 누나 외에는 소통할 누구도 없었으나 진학한 중학교에서 중국어로 소통할
친구들을 만났다. A9은 어머니와 사는 것보다 기숙학교인 중학교 생활을 더 좋아한다.
한국어 소통 문제로 A9은 아직 학교교육에 거의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공부는 더욱 그렇다.

다. 삶의 주요 영역
초6(중1) 패널은 2018년에 중학교에 진학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극심한 변화
를 경험한 A5 같은 경우, 중학교 진학이라는 변화를 매우 두려워하기도 했으나 실제 중학
교에 진학 한 후 오히려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 A5가 다니는 중학교는 소규모 혁신학교이
면서 자유학기제를 1학년 1학기부터 운영하는 가운데 최근 학교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다
고 담임교사가 학교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학교별 특징에 의해 중학교 진학이라는 환경 변
화가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정도는 각기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에 ‘공부’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더욱 엄격해진 ‘규칙’과 의식되는
‘선배’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온 아이들은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배경을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기도 한다. “교복입는 거”, “학교에 급식실이
생긴 거” 정도로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차이를 말하면서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아이
들도 있다.
개인적으로 처한 환경이나 진학한 중학교의 개별적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드러내는 자
신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판단, 이 아이들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초6(중1) 패널이 중학교로 처음 진학한 2018년에 이들 삶의 주요 영역으로 드러나는 것들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부
중학교에 와서 공부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공부가 삶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아이들마다 차이가 크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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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아이는 공부는 자신의 삶에 “절반 정도나 될까?”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 중간
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A1, A3, A10 등이다. 이들에게 공부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할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이들의 마음 속에 ‘공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A1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뇌 지도로
그려보라는 주문에 그냥 “공부 밖에 없어요.” 라고 했다. A10 역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은 ‘진로, 대학, 공부’ 3가지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세 가지는 현재 ‘공부’ 하나
로 통한다. 여학생인 A3 역시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 중 한명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녀온 A3는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도 다 이 정도 한다’는 식
으로 평가하며 긴장을 표현했다. 현재 A3가 다니는 학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해서 시험이
없지만, 2학년으로 올라가면 있을 시험을 걱정한다(“저희 학교 시험이 어렵대요.”). 학교에
서 공부하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서 또 공부하는 생활은 A1, A10과 비슷하다.
어머니들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공통점은 북한에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그 때나
지금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려 한다는 데에 있다. 모두 한국에 온 이후 한국 학교에서 ‘다
른 탈북학생’과 비교하여 계속 칭찬받는 아이들이다. 특히 A10은 삼죽초에서 일반초등학
교로 갈 때 삼죽초에서 “이제까지 보냈던 아이 중 정말 베스트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고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말했을 정도다. A1은 중학교에 올라와서 학급회장이 되기
도 하였다.
공부가 삶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A6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어 문제로 그
런 특징은 A1, A3, A10처럼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A6는 중국에서부터 중국말을 모르는
어머니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버지 사이에서 학교숙제와 관련된 도움을 부모에게
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혼자서 “사전 뒤져 보고”, “동무들하고 같이 하면서 물어보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공부했던 아이라고 어머니는 평가한다. 한국에서도 “진짜 딴 짓 하지
도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언어 문제로 “안타까울 정도로” 알아듣질 못한다고 학교
담임교사는 말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오기 전 북한에서는 성적이 좋았다는 A2는 한국에 와서 별로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례다. 이것을 A2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기를 강요하지 않
는 북한과 다른 한국의 교육방식 때문이라 말한다. 그러나 중학교에 오면서 A2는 “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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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A1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다른 중학교로 진학한
A2는 중학교에 와서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A1의 영향도 있다고 했다.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재미-걱정-긴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걱정과 긴장은
공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 A2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A2의 아버지는 A2에게
그렇게 공부를 강조하는 편은 아니다. ‘그래도 남들 나오는 대학은 나와야지만 따돌림 당
하지 않고 잘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다.
A8도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가 중요해졌다고 표현하는 경우다. 그러나 실제 일상에서 공

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막연히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중학교 담임교사에 따르면, A8은 수업 내용 이해 수준이
낮으며 잘 이해하지 못해도 조용히 앉아있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학생이다. 그러나
최근에 방과후에 공부를 따로 봐 주어야 할 아이들의 문제집 푸는 것을 도와주는 담임교사
에게 A8이 자신도 문제집을 풀어 올테니 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A8에게 공부
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5는 한국에 오기 전에 “코피나도록” 공부했다는 경우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어머니가

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었으며 한국에 와서 신장병을 얻은 A5에게 현재 어머니는 공부
를 강요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A5 자신은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기 위해” 공부한다고 말한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공부에 부여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다. A5에게는 공부보다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에 의한 ‘가족’ 문제나 그러한 갈등의 근원이 되는 ‘돈’,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더 중
요하다.
A9은 중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다. A9은 왜 그런지 설명하기 어

려우나 자신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말한다. 숙제에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스스로 하려는 것이 없다고 평가받는 A9은 똑같이 언어에서의 한계를 지닌 A6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점으로 ‘공부’가 삶의 주요 영역으로 드러나는 패널 사례 중심으로 공부가 이

들에게 갖는 의미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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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 대부분
A1, A6, A10 모두 배우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 스스로 하고자 하던 아이들이다. 2017년
A1은 운동을 좋아하고 특히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할 정도였지만 수학도

좋아했다. A1은 수학익힘책 숙제를 하면서 답이 있어도 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
하는 아이였으며 이해가 안 되면 담임교사에게 두 번 세 번 질문하는 아이였다. A10은 운
동보다는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수학, 영어가 좋다고
말했던 아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부’,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A1은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믿고 있다. A1의 꿈은 ‘사장’, ‘회장’, ‘생명공학자’로 바뀌어 왔다. 그런데 어느 것을 바라
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
는 A10도 이와 다르지 않다. A3는 역시 무엇을 하려 해도 공부를 잘해야 함을 강조한다.
“뭐 할라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공부를 잘해야 되고. (중략)

어쨌든 다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나중에 직업을 선택해도 할 수 있죠”
(A3, 2018 3차면담)

A10 어머니는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죽으나 사나 공부를 해야”한다고 계속 A10에게
“주입”해 왔다. 북한의 사상교육처럼 그것을 “몸에 배게” 하여 “아, 이제 살아남으려면 공

부를 해야 하는 구나” 하고 A10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서 A10이 “살아남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라고 묻기도 했었다고
한다. A3 어머니 역시 한국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A3에게 초등학
교에 다닐 때부터 강조해 왔다.
“공부를 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A6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A6

는 A1, A3, A10과 달리 언어 문제로 공부에 접근을 하질 못하고 있다. A6에게 “공부한다.”
는 것은 현재 “한국어” 학습과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이다. 실제 A6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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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도로 그려보라는 요구에 공부와 한국어를 같은 범주 내에 포함시켰다. 이는 현재 A6가
‘한국어를 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는 학원가는 아이다: 모두
북한에서 온 아이들에게 남한(한국)에서의 생활이 북한과 “달리” 느껴지는 것은 ‘학원’
때문이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국생활을 시작했던 A1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학원을
다니지 못했었고 A10은 작년 정착지 학교로 오자마자 학원부터 찾아 등록한 경우다.
“그 학원 같은 거...애들이 모여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집에 올 때는 애들이 거의 다

학원으로 가니까” 자신은 혼자 집에 돌아오다가 어쩌다 누군가를 만나면 함께 오기도 하는
이 상황이 북한과는 너무 다르다고 초등학교 6학년 당시 A1은 하소연했었다. 북한에서는
공부가 힘들지 않았던 A1의 한국 생활을 힘들게 했던 것 역시 ‘학원’이었다. “밖에 놀 사람
도 없고, 심심하니까” 학원을 가고 싶기도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려워서....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학원을 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A1에게는 참으로 비관스러운 것
이었다.21)
“네, 여기 애들은 가만만 있어도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시험보면 백점 같은 거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저기서 와 가지고 아무리 끄드럭거려도 백점 맞기가 힘드니까”(A1, 2017 1차면담)

2018년 중학교에 진학한 A1은 지역복지관과 담당형사의 소개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

다. 매주 월, 수, 금요일에는 수학을, 화, 목, 토요일에는 영어를, 일요일에는 수학과 영어를
학원에서 공부한다.
A10은 한국에 오자마자 학원부터 등록하여 학교와 학원을 병행하는 일상을 시작했던

경우다. 어머니는 A10이 학교에 배치되자마자 학급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
을 소개받아 A10을 보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오자마자 가방 바꿔 메고 학원을 가는”
생활을 A10은 2년째 하고 있다. 중학생이 된 A10은 초등학교 6학년 때와 다를 바 없이
“매일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자고, 공부하다가 자고”라고 자신의 생활을 표현한다. 특히
21) 실제 당시 담임교사도 “문제 푸는 속도의 차이”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구분하고 있었다(2017
년 담임교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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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된 지금 A10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수학, 과학과 관련된 학교 영재교육 프로그램
에도 참여하고 있다.
A2는 자신의 친구들을 방과 후에 ‘학원을 가는 친구’ 와 ‘학원을 가지 않고 자유롭게 시

간을 보내는 친구’ 두 그룹으로 구분한다. 전자가 공부하는 친구다. 2018년 봄 면담에서
자신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해야 할지 아직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경제적 부담만 없으면 학원을 가고 싶어 했다. 2018년 가을에 실시한 담임교사 면담에 따
르면, A2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은 공부하는 아이 그룹에 들어가기로 A2
가 마음먹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공부만 한다: A1, A10
초등학교 때 A1은 점심 시간에 매일 축구를 했고 토요일에는 축구 동아리에서 축구를
매주했다. A1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그러
나 중학교에 들어와 체육 시간 외에는 A1이 축구하는 날은 따로 없다. 점심시간에도 아이
들과 따로 축구를 하지 않는다. 학교가 끝나면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없이 바로 집에 돌아
온다.22)
A10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은 A10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 표

현했다. 더군다가 초등학생인 A10이 소설책을 주로 읽고 “다른 애”들처럼 동화, 그림책,
만화책 같은 것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A10의 특징으로 얘기했었다. 중학생이 된 A10은
여전히 점심시간에 도서관을 가고 “책 읽는 애”로 불린다. 그러나 A10은 북한에서와 비교
해서 자신이 책을 잘 안읽는 편이라며 여기서는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책을 읽기
어렵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을 학원 다니기와 함께 한 A10에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학생이 된 다음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A1에게는 중학교
생활의 특징은 ‘공부만 하는 것’이다. A10에게는 ‘공부만 하는 것’이 문제 상황으로 인식되
지만 A1은 “공부만 하는” 중학생으로의 생활을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해
한다.

22) 이런 얘기를 면담자와 나누는 동안 A1은 짜증난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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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안나온다/심지어 크게 떨어지기도 한다: A1, A6, A10
A1이나 A10이나 어머니에게는 아주 자랑스런 아들이다. 학교에서 언제나 칭찬받는 아

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카메라라도 있으면 찍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A1 어머니는 그런 아들 덕분에 자신은 “편하다.”고 말한다.
A10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하니까 시키는 것이지 강요한다고 되

는 것이 아니라며 A10은 “시험 보기 전 밤에는 새벽 2시까지도” 공부하는 아이라고 하는
등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두 아이가 부모의 기대만큼 학교 공부에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
학교 6학년 때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던 A1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을 다니게 되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A1은 기초가 약하고 응용 능력도 약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
이로 평가한다. 그러나 자신감은 누구보다 높은 아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수준
높은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는 등, 기초는 약한데 자신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는 것이 문제
라고 인식하고 있다. A1 스스로도 최근 성찰일지에서 결정된 진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
야 하는데 계획을 잘 잡지 못한다.”고 썼다. A10은 조금씩 성적이 향상되던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에 오니 “외우는 게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며 심지어 “학교에 가면 몸이 아프
다.”고도 한다. 성적이 노력한 만큼 안나오고 “매일이 그렇고 그런 날들” 속에서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이다. 중1 1학기 중간고사에서 영어가 “50점 이하로 떨어졌”다고 우울하면
서 “로봇공학자가 꿈인데 앞으로 힘들 거 같아요”라 한다. 한편, 기말고사에서는 성적이
많이 올라 담임교사는 A10이 시험보는 요령을 잘 터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아이로 평가하고 있다.
A6 역시 2018년 1월부터 언어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1년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청소년수련원에 매일 다
니며 토요일과 방학에도 간다. A6는 이 수련원을 “학원”이라 부른다. 휴일에 가족끼리 놀
러가자고 해도 “공부해야 한다.”고 “학원”에 가는 A6의 한국어 실력이 이 덕분에 많이 늘었
다고 어머니는 이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이 1년만 지원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
고 있다. 그러나 학교 성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중학교에 들어가 중간고사에서 A6은
자신의 성적을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학 성적은 괜찮은 수준으로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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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때는 수학 성적이 다른 어느 교과 성적보다 높았었다. 그러나 기말고사 때에는 수
학을 비롯하여 모든 과목 성적이 “바닥”이었다. 담임교사는 A6의 머리가 나쁜 것 같지 않
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안타까워 한다.
A6처럼 언어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학교 공부는 쉬운 영역이 아니

다. 교사들이 “특별한 아이”로 분류하는 A1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패
널에 속한 아이들이 이해하고 추론하는 영역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약하다.”고 표
현한다. 단어 암기와 같은 기초 지식과 정보 습득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그것을
적용하는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2) 한국어 학습23)
초6(중1) 패널 중 중국어만을 사용했던 아이는 A6와 A9이다. 이 둘에게 한국어 학습은
한국생활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학교
공부를 하고,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어머니와도 소통할 수 있다.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훨씬 편한 A8도 언어 문제는 똑같이 경험하고 있으나 현재 일상
대화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A8에게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공부하려는 의지는 표명하지만 수업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A8에게는
언어 문제가 상대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만을 사용했던 아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어(조선어)를 쓰는 어머니와 기본적인 소통
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했었다. A6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2살 때 중국으로
갔기에 금방 중국어에 익숙해지고 어머니는 A6로부터 중국어를 배웠다. A6가 자라면서 한
국어(조선어)를 잊게 되면서 어머니는 가족과 정확한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10년을 살았
다. A9이 3살 무렵 중국을 떠났던 A9 어머니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편이나
아이들과 긴 문장이 필요한 대화는 할 수 없었던 것은 두 아이 어머니 모두 마찬가지였다.
한국어(조선어) 대화가 일부 가능했던 A8 역시 중국어를 못하는 어머니와는 짧은 대화만이
23)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한국
어 미숙으로 면담 과정에서 이들의 표현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관련 내용이 풍부하게 기술되기 어렵다.
특히 A9의 경우에는 면담에서 거의 단답형 대답만을 했고 그것도 중국어로 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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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었다고 한다.
중국어 밖에 몰랐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조건에 있었던 A6, A9에게 현재 한국어 학습이
갖는 비중은 서로 다르다. A6에게 한국어 학습은 매우 절실한 문제인 반면, A9의 행동양식
에 그러한 절실함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서의 삶에서 A9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이 ‘한국어’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A6에게 한국어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 자신의 삶
의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인 반면, 중국으로 가고 싶은 A9에게 한국어는 한국생활에서 한국
어로 “대화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

○ 한국어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다: A6, A9
이해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수업시간에도 한결 같이 열심히 하는 A6는 정착 3년째인
2018년에도 학교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초6때까지는 중상이라고 평가되던 수학 실

력도 중학교에 와서는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수학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A6 중학교 담임교사는
말한다. 2018년 진행된 3차면담에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실력이 부쩍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담임교사에 따르면 여전히 A6는 학교 수업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상
황이라고 한다. 정착 2년째인 A9가 학교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수업뿐만 아니라 언어 문제로 인해 친구, 교사 등과의 관계 형성이나 그 밖의 각종 활동
경험 기회도 제한된다. A6는 하나원 삼죽초 시절부터 “적응을 못하고 많이 울었다”고 한
다. 나이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하다보니 중국에서 온 아이들 중 A6만 6학년에 배치되었었
기에 말이 통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한다. 정착지에서 배정받은 학교에서 A6는 한국에
먼저 온 중국말을 하는 친구를 같은 반에서 만났다. A6에게는 이 아이 외에는 대화가 가능
한 친구가 없어“공고하게 그렇게만” 논다고 초6 담임교사는 말했었다. 중학교에 올라간 A6
는 그 친구를 같은 반에 배치해 달라고 어머니를 통해 학교에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현재 둘은 같은 반에 있다. A6는 이 친구를 고민이 생기면 의논할 수 있는 친구라고 말한
다. 같은 중학교에 “중국 친구”가 서너 명 더 있는데 이들이 A6의 주 대화 상대들이다.
초6담임교사에 따르면, 언어적 문제로 A6는 학교에서 하는 각종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걸스카우트, 각종 동아리 활동 등에서도 “얘네들은 약간 예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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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이 아이들만을 위해 ‘비즈 공예’ 같은 동아리를 별도로 운영
했지만 A6는 친구가 학원 가느라 여기에 참여하지 않자 자신도 참여하지 않았었다.
A9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화할 친구가 전혀 없었던 경우다. 초6 담임교사에 따르면, A9

이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싶어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니 아무 얘기 없이 먼저 아이들을
건드리고(“뜬금없이 와서 훅” 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싫어해서 걸핏하면 울고 오곤 했다.
중학교에 온 이후 수업 시간 외에는 중국에서 온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며 한국말과 중국말
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은 A9으로 하여금 공부 이외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다.
두 아이의 담임교사들도 언어 문제로 이들과의 관계에서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한
다. 대화를 할 수 없기에 마음을 나누기 어렵고, 이들과 개인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도 언어적 불편함이 예상되어 시도하질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아이들과 교사와 관
계는 쌓이질 못한다.

○ 한국어가 엄마와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A6, A9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출생 청소년에게 어머니는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모르는 자
신과 다른 배경을 지닌 존재였던 반면, 한국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배우길 힘들어하는 한국
어에 익숙한 존재다. 중국에서 이들은 중국어에 미숙한 어머니와 소통이 어려웠었고 학교
공부에 필요한 부모 역할을 어머니에게 기대하기도 어려웠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북한
배경을 이해하길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웠었다.
이 아이들이 한국어에 익숙하게 된다는 것은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A6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A6는 한국어로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북한 배경, 어머니의 탈북 배경 등에 대해 어머니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아직 언어적 한계가 큰 A9은 A6와 매우 다른 상황에 있다. A9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을 떠났었기에 한국에서 만난 어머니와의 교감이 거의 없다. 언어적 문제는 이들 모자
사이의 교감에 더욱 큰 한계로 작용한다. A9은 학교에서는 “엄청 착한 스타일”인데 집에서
어머니한테는 “완전 냉정하다.” A9에게 “어머니는 엄격”하기만 하고 “너무 독한” 사람이다.
A9 어머니는, A9이 학교에서 울었다고 해도 집 주방에서 뭘 해 먹다가 손을 데어도 “뭐

약을 바르고 싸매면 되지, 왜 어머니한테 전화하냐고 욕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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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말한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언어적 도구가 없다. A9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지만 그것이 언어 문제 때문임을 면
담 중에야 깨달았다.

“중국말로 자기 속을 털어 놨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 듣는다 하게 되면 안하게 된다.

스톱해 버린다. 확 하려고 하다가도 과연 알아들을까 탁 닫아 버리고 말아요. 그거 잘 봤어
요.”(A9 어머니, 2018 2차면담)

기숙학교인 중학교에 진학한 A9은 말이 통하는 동료가 있는 학교가 집보다 좋다. 몇 달
씩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만 있다. 어머니한테 전화도 하지 않는다. 용돈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누나를 통해 어머니한테 요청한다. A9 어머니는 아이와의 갈등으로 아이를 중국으
로 다시 보내려고도 했었다는데 아이를 기숙학교로 보내고 나서 생기를 되찾았다.

○ 여기서 살고 싶으니 하기 싫어도 빨리 배워야 한다: A6/ 한국어 공부보다 중국으로
가고 싶다: A9
A6에게 한국어는 공부와 같은 수준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A6

는 청소년수련원(“학원”)에 매일 다니는 이유가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 토요일에도 꼬박꼬박 “학원”에 가는 것이 힘들지만 “안가고
싶어도 해야” 하고 “학원을 다니면 언어를 좀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좀 빨리 빨리”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A6는 말한다.
A9에게도 한국어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말을 하게 되면 이제껏 막혀 있던 모든 것이 가

능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A9은 한국어 학습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학습을 특별히 하지만 평소 숙제를 반 정
도 밖에 하지 않는다고 담임교사는 말한다. A9 어머니도 자신은 중국에서 살기 위해 중국
말을 배우려 했는데 A9에게는 그런 절실함이 안보인다고 한다.
A6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애착과 연결되어 있다. A6에게

중국은 불편하고 한국은 편한 곳이다. 중국에서 아주 시골인 곳에서 살았던 A6에게 편리한
아파트와 도시 생활은 잃기 싫은 것이다. 또한 A6는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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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를 통해 한국에 와서 들었다. A6 어머니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중국으로 보
내버린다.”는 것을 협박처럼 사용한다. A6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A9에게는 그러한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애착은 없다.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 기억이

없는 A9에게는 한국에서 만난 어머니가 어렵기만 하다. A9은 뇌구조 그리기에서 한국어
공부에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더욱 큰 비중으로 ‘중국가고 싶어’라고 썼다. A9은 중국의
아버지와 계속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제일 친한 사람으로 중국에 있는 아버지를 들
었다. A9에게 가족은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현재 같은 학교에 있는 누나이고 중국
에 있는 아버지다.

3) 지원자/친구
공부의 의미가 각 사례별로 다른 것처럼 친구의 의미 또한 아이들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
다. 어떤 아이는 자신에게 좀 더 이로운 무엇을 줄 수 있는 누군가(그것이 또래이기도 하고
손위의 누구이기도 하다)를 필요로 하고 어떤 아이는 그와 관계없이 자신과 시간적, 공간
적으로 함께 해 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은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그 빈 공간을 이들은
게임이나 채팅으로 채운다.
이런 측면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A3라 할 수 있다. 어머니와 둘이 사는 A3는 현재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 말한다.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2, 3학년이 중간고사
를 치를 때 자연사박물관으로 “놀러”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현재 농구 동아리 활동도
재밌다. 농구 동아리에 같이 참여하는 3명이 친구가 되어 농구가 더 재밌다고 한다. 매일
농구를 한다는데 월요일에는 체육 시간으로 농구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농구해서 4시간을
하기도 한다. 이전에 밤 12시쯤 잠이 들었는데 요즘 농구 때문에 11시 전에 잠이 든다는
A3에게는 현재 이 모든 것이 즐겁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학

원을 다녀와서 다시 밥을 한 번 더 먹는다는 A3는 밥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학
교에서 있었던 일을 애기한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어머니가 나중에는 건성으로 듣기도
한다는데 A3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진다고 느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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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들어주기 때문이란다. 이런 A3에게서 핸드폰이나 게임에 대한 얘기는 등장하지 않는
다. 주말에 친구들과 게임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 관련한 얘기의 전부다.

○ 항상 나와 함께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모두
스스로 자신의 일을 잘 꾸려나가는 아이로 어머니의 전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A1, A10
의 경우에는 그런 어머니의 신뢰 때문에 일상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A1은 2017년
하반기부터 어머니가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작년에는 영어 단어 암기 숙제를 내 주는 등, 아이의 공부에 관여하려 했던 어머니는 A1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을 다니게 되자 공부 문제를 모두 아이에게 맡겨두고 있다. 학교
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저녁 밥을 챙겨주기는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며 저녁 밥을
챙겨주고 나서는 근처 삼촌 집으로 가서 잠을 잔다. 저녁을 먹고 학원을 가서 늦게 돌아오
는 A1은 학원에서 돌아오면 혼자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잔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아침 식사는 흔히 거르고 혼자 등교 준비를 해서 학교에 간다. “계속 밖에 계신” 어머니에
대해 A1은 아는 게 없다. 어머니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전화로 한다. 대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는 등, 무언가를 요청하는 전화가 대부분이다. 주말에도 학원을 가지
않으면 누구와 만날 수가 없다. 친구들은 주말에 가족과 어디를 간다고 하는데 자신은 옆
에 아무도 없다.
학교에 가면 A1은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는 아이다. 중학교에 와서 학급 회장이 되기도
하였다. 학급에서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나 학원에서나 함께 하는 아이들과 쉽게 어울린
다. 그러나 A1에게 특별히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는 면담에서의 질문에 A1은 한숨을 쉬었다.
“일반 애들과 똑같이 너무 잘한다.”고 담임교사에 의해 평가받는 A2 역시 집에 오면 혼

자가 된다.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던 A2가 올해는 면담에서 “외롭다”고 먼저 토로했다. 함
께 사는 아버지는 12시가 넘어야 집에 오신다. 아침에도 A2는 아버지가 준비해 둔 아침밥
을 스스로 차려서 먹고 다닌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는 A2지만 집에 오면 외로
움을 느낀다고 한다. 집에 와서 TV를 보지 않을 때는 외롭다는 것이다.
A10 역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특히 A10은 북한에서부터 부모 없이 집에서

혼자 지낸 경험이 있다. 9살 때 말없이 사라진 어머니를 대신해서 3일 동안 혼자 밥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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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학교를 다녔다 한다. 지금도 A10 어머니는 일주일씩 집을 비워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다. 최근에도 친구 결혼식에 가서 며칠을 놀다가 왔고 동생 산후조리를 해 주기 위해 A10
의 학교 시험 기간에 오랫동안 집을 비워 시험 날에 A10이 학교에 지각을 하기도 했다고
중학교 담임교사는 말한다. “먹을 거만 챙겨놓으면 데워먹고 라면 끓여먹고 밥 먹고 다”하
니 문제없다고 말하는 A10 어머니는 “A10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 A10 어머니에
따르면, 학교 끝나면 “가방 바꿔 매고 학원을 가”는 바쁜 나날에 A10은 운동을 해야 한다
고 자전거로 학원을 다닌다. 무릎이 아파 병원을 다니고 있고 학원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울 때나 눈 올 때나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다니는 아이가 A10임을
어머니는 강조한다. 학교 준비물, 학교와 학원 시간표 등을 A10은 스스로 모두 알아서 챙
긴다. 이런 A10을 믿고 어머니는 저녁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A10이 하교할 오후
4시 무렵 어머니는 일을 나가서 새벽 2, 3시에 돌아온다. A10은 학교에서 돌아와 혼자 밥

을 차려 먹고 학원을 간다.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12시경에 잠들 때까지 A10은
혼자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주무시고 있고 혼자 일어나 학교를 간다. 아침밥은
“귀찮아서” 먹지 않는다.
A10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저녁에 어머니가 있”는 것이다. 잠을 자고

싶어도 어머니가 오시는 새벽 2시까지 잠이 들지 않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있다고
한다. 어머니는 새벽 2시까지 아들이 잠을 안자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A10에 따르면, 그것은 “핸드폰을 해서 못자는 것”이다. A10은 공부하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 1시간 정도의 분량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태라 자신을 통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
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A10이 혼자 있다는 것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나 담임교
사는 혼자 자고 혼자 챙겨먹고 집에서 일주일 이상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우울
하다는 A10의 얘기를 듣고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A10은 학교에서도 혼자인 경우가 많다. 카톡으로 대화하는 친구도 없다. 점심시간에 혼

자서 도서관을 간다고 한다. 최근 담임교사와의 면담에서는 A10이 친구가 없음을 고민으
로 토로했다고 한다. 학급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떠드는데 자신은 같이 얘기하는 친구
가 없다는 것이다. 학기 초에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매일 학원가는 A10과 달리
그 친구는 매일 pc방을 가서 지금은 친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집에서 가족과 공간을 공유한다고 해도 상황이 다른 것은 아니다. A5는 다른 아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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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만 함께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다. A5는 부모의 관심이 오로지 장애인 형을 보살피는데 있어 자신이 보살
핌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A5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A5 어머니는 관심이 많은
편이고 학교에 자주 전화를 해서 A5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을 묻곤 한다. 현장체험학습 등
이 있을 때 챙겨가야 할 것 등을 직접 물어보기도 한다. 그런데 A5는 엄마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 한다. 중국에서는 어머니한테 혼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오니 진짜 많이 혼난다며
“물 많이 써서, 전기 많이 써서, 핸드폰, 전화도 많이 써서, 데이터 많이 써서. 그리고 약을

안먹는다고 혼난다.” 는 A5는 자신에게 이런 “엄마 잔소리 먹을 공간이 없다.”고 한다. A5
어머니에게 형은 언제나 “조잘조잘 다 말하는” 아이인데 A5는 집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집(문)을 딱 닫고 나서면” 그 생활을 알 수가 없는 아이다.
A5에 의하면 집에서 항상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장애인 형은 자신을 계속 지켜보지만

자신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형과 A5는 하나의 컴퓨터를 공유하면서 먼저 차
지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게임이나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 “같
이 놀면 좋을” 형은 A5에게 어머니처럼 잔소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없었던 A5는 중학교에서는 자신과 함께 해 주는 학급의 지적
장애 아이와 의지하며 지낸다. 담임교사가 보기에 A5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혼자 있는
거, 외로운 걸 싫어”하는 아이다. 동료 아이들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얘기한다든지, 끌어안
는다든지 하는 “과한 행동”을 해서 아이들이 A5를 피한다는 것이다. 퇴근한 후에 집으로
전화해서 “선생님 뭐하세요?”라고 묻기도 한다는 것을 담임교사는 A5의 과한 행동의 사례
로 든다.
A8은 또래들이 싫어하는 장난을 해서 또래 친구가 없다는 점에서 A5와 닮았다. 키가

큰 편인 A8은 또래들보다는 통학버스에서 만나는 선배들과 더 친하다고 한다. 담임교사에
따르면, 학급에서 A8은 “늘 다운(down)이 되어 있는 어두운” 아이다. 수업이나 방과후 활
동에서 하는 각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없다. 수업 시간에도 갑자기 울어
서 조퇴를 몇 차례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평소에 담임교사와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는다.
담임교사는 A8을 심리적 위기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오면
할머니가 계시지만 A8은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간다.
작년에 한국으로 와 언어 문제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자유롭게 대화할 사람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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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난치고 자기가 울고 온다고 평가받던 A9이 중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표현하는 아이로 변했다. 학교에서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동
료들을 만났고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고 이야기하고 장난치는 것이 좋다고 한
다. 최근 A9은 여자친구와 두 번째 헤어지기도 했다는데 A9 자신에게 여자친구는 ‘항상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라 한다.
A6를 비롯하여 3명의 초6(중1) 패널 여학생들은 항상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다. 함께

하는 친구란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기보다는 등교할 때, 화장실 갈 때,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하교할 때 함께 다니는 친구를 말한다. 한 명의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하기
도 하고, 각각의 경우에 각각 다른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6는 한
명의 친구와 하루의 시간을 거의 함께 한다. 초등학교 때 만난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와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학교에 특별히 요청해서 그렇게 되
었다. 지금도 이 친구와 같이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밤 8시, 10시까지도 이 친구와 논
다. A6는 이 친구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자신은 “학원”을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A3, A4의 경우에는 등교할 때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학교 가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는 중학교의 같은 학급에서 사귄 친구다.

○ 핸드폰과 게임24)으로 빈 공간을 채운다: 대부분
A3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컴퓨터로 혹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SNS로

누군가와 소통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낸다. 공부에 올인한다는 A1, A10 역시 마찬가지
다. 이들은 주말에 학원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혼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으로 보낸다.
A2, A8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 A2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A8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

램이 끝나면 집으로 온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에 오면 어머니가 있고 형과 같은 방을 쓰는 A5도 집에 돌아오면 주로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주말에는 거의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게임과 산

24) 핸드폰은 엄격히 “핸드폰”이라 기록해야 정확하다. 필자는 계속 휴대폰이라 명명하려 하지만 아이들의 표현은 모두 “핸
드폰”이기 때문이다. 또한 핸드폰과 게임은 서로 구분이 명확한 영역이 아니다.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도 있고, 컴퓨터
혹은 PC방에서 하는 게임도 있다. 그러나 ‘게임’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기보다는 컴퓨터나 PC
방에서 하는 게임을 말한다. 핸드폰으로 하는 것은 게임뿐만 아니라 채팅앱, 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온라인 연결망을 통한 채팅, 유투브 등을 통한 각종 영상 자료, 드라마, 만화 보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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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들은 아는 친구를 게임을 통해 다시 만나고 모르는 친구들도 게임을 통해 만나
함께 한다.
중국에 가고 싶어하는 A9은 현재 SNS로 소통하는 중국 친구가 100명은 된다고 말한다.
WECHAT, QQ 등으로 이들과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한다. 항상 웃으며 감정 기복을 잘 나타

내지 않는 A9이 핸드폰을 뺏을 때는 인상이 변한다는 A9어머니의 얘기는 A9에게 핸드폰
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 준다.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는 A4 역시 집에 오면 “잠자고 TV보고 문자 보고” 한다는데
초등학교 때보다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고 스스로 말한다. 학교나 “학
원”으로 다니는 청소년수련원을 나오면 핸드폰부터 보기 시작한다는 A6가 핸드폰으로 주로
하는 것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중국 드라마를 보기도 한다.
핸드폰으로 얘기하는 친구는 3-4명 정도인데 모두 한국에 있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다.

4) 북한배경(정체성)
초6(중1) 패널 아이들은 출생이 어딘가와는 관계없이 성장하고 언어를 습득한 지역을 중
심으로 자신의 출신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출생한 아이라도 중국에서
주로 유년기를 보낸 A6는 자신을 중국 아이로 규정하고 중국말로 소통할 수 있는 아이와
친구로 지낸다.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출신 정체성에 따라 정체성이 각 아이들의 삶에서 갖는 비중은
달리 나타난다. 자신을 북한출신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에게 정체성 문제가 가장 강하게 드
러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국에 와서 당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이
갖는 의미를 전혀 몰랐던 아이들도 점차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한국 사회 내에서 갖는 의
미를 인식하게 되면서 중학교에 진학한 후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한다.

○ 고향은 놀이, 친구, 가족, 공부, 음식 등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
아이들에게 한국에 오기 전의 북한이나 중국은 친구가 있는 곳이고 친구들과 놀았던 놀
이 경험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예를 들어 A1에게 북한은 학교를 가면 모두와 친하고 체육
시간마다 “놀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나가면 밤 열두시까지도 친구 집들을 돌면서 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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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열두시 넘어서 “휘파람을 불며” 집에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곳이다. 친구들과 ‘흙’에서
“금을 긋고” 놀았던 기억이 흙을 볼 수 없는 여기에서의 생활과 비교된다고 A1은 설명한

다. A10에게서도 북한에서의 기억이 “논 것”으로 표현된다. 연습장 같은 것을 찢은 종이로
접은 딱지로 놀았던 기억을 얘기한다.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도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
지와 여기저기를 떠돌 때 “애들이랑” 놀 수 없었던 때였다고 했다. 고향이 놀이로 기억되는
것은 북한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중국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 연변에서 온 A5, A8은 중국 생활을 놀이뿐만 아니라 공부 중심으로 기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A5는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공부로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이웃의 어느
집이나 들러 놀 수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A8은 “공부가 빡세”다는 것 외에는 다른
추억이 없다고 한다.
자란 지역의 특성이 음식에 대한 기호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A6는 안산의
중국인 거리에 어머니와 함께 한 달에 두세 번을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
때가 정말 좋다고 한다. A9에게도 현재 가장 그리운 것은 중국 음식이다. 중국 음식은 모
두 좋다는 A9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중국 라면을 먹을 수 없다는 점을 무척 아쉬
워하고 있다.

○ 북한 배경을 말하고 싶지 않다/북한 얘기는 안한다: A1~A4, A10
자신이 떠나온 곳이 ‘북한’이었다는 것도 몰랐던 A4는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북한’
과 관련된 일상의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중학생이 된 지금은 자신이 ‘북한’과 관련되
어 있음을 숨기고 싶어 한다. 체육교사가 애들을 비난할 때 ‘탈북’이나 ‘장애인’을 거론하며
말하는 등의 이제까지 경험 때문이다. 원하는 활동을 못하면 “장애인이냐? 탈북이냐?”라고
말하는 체육교사 때문에 체육수업을 싫어한다는 A4는 아직도 자신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자신의 “북한말”이 마음에 걸린다. 다행이 아직까지는 “사투리” 쓰는 것으로 친구가 이해하
고 있기는 하다.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알려질까봐 걱정하고 있던 A4는 중학교 담임교사가 자신
의 배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었다고 한다. 그것이 알려지면 지금의 자신이 아
닌 “다른사람”이 될 것 같아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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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그랬구나. 그때 기분은 어땠어? 선생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A4: 조금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또 걱정도 했었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말하

면 어떡할까… 말하면 또 왠지 다른 사람 된 기분 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애들한테 더 다가가
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말 안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A4, 2018 3차면담)

스스로를 북한출신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은 모두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배경을 드러내
지 않으려고 애썼다. 중학교에 간 A1은 자신의 북한 배경을 담임교사가 서류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소개서에 관련 내용을 써냈었는데 정작 담임교사는 그것을 모
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괜히 말했다고” 후회했다고 한다. 담임교사 외에는 중학교
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북한 배경을 모른다고 A1은 말한다. A1이 학급회장으로 추천된 것
을 알게 되었을 때 “억양도 딸리고” 해서 자신으로 인해 탈북학생이 회장하는 것을 다른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자기 아이를 “빼간다.”고 들었다면서 A1 어머니는 아들이 회장하는
것을 두려워했었다. 담임교사를 통해 어머니가 학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서야
아들을 회장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A1, A4 뿐만 아니라 A2, A3, A10 모두 마찬가지다. 스스로는 여기 아이들
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다르게 볼 것 같다.”는 것이 이들이 굳이 그 사실
을 숨기려는 이유다. 담임교사가 그렇게 하도록 조언하는 경우도 있다. A2, A3의 경우가
그렇다. 중산층 자녀들이 많은 학교에 다니는 A2의 북한 배경이 알려지면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북한에서 온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담임교사의 판단이
었다. A3처럼 담임교사가 북한에서 왔음을 “너와 나만 알고 있자”라고 아이와 약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A10이 다니는 학교처럼 북한에서 온 아이를 흔히 만날 수 있는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왜 굳이 그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하기도 한다. 다만 아이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있기에 교사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
쓰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아이들과 담임교사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약속하고 지내는데 A10은 초기에 동료들
에게 북한 배경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얘기하게 된 경우다. A10 담임교사에 따르면, 얼마
전에 A10이 “2학년이 되면 반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서 많이 당황했었지
만 “여기는 학년 올라가면 다 바뀌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학기
초에 진행된 A10, 그리고 A10 어머니와의 면담에서 A10은 자신에게 북한에서 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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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묻는 학급 동료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했었다는데 학기말에 담임교사는 수업시간
에 모둠활동을 하면서 A10이 동료들한테 그 사실을 얘기했다고 한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매일 관련 뉴스가 메스컴을 장식하지만 교사들은 학급에서
관련 얘기를 되도록 피하려 한다. 아이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급의 북한 배경 아이들이 의식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집에서도 이런 주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북한출신이나 중국 출신이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북한 얘기를 아이들이 창피해 한다거나, 너무 바
빠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거나,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거나, 언어적 장애로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는 등이 부모들이 제기하는 주된 이유다.
○ 나도 모르게 북한 아이라 규정된다: A5, A6
북한 어머니를 둔 중국 배경 아이들 중 A5는 북한에서 온 아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다
고 한다. A5는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를 다녀 한국어 사용에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A5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머니와 같은 길 걷지” 않도록 북한 배경 친구들과는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는데 A5가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아이들이 자꾸 자기를 북한에서 왔다고 놀린다
고 했다고 한다. A5는 자신이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
를 알 수 없어 했고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아이들에게 “새터민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고
속상해 했다.
A5어머니: (A5도) 어머니 나 왜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애들이 자기 북한에서 왔다고 놀린다고

하는 거예요.
면담자: A5가요? 올해요?
A5어머니: 아니요. 작년에요. 깜짝 놀라 가지고 왜? 했는데 모르겠다고 애들이 자꾸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어처구니 없어 가지고 ‘너 북한에서 태어났
어? 중국에서 태어났어?’ ‘어머니 나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당당하게 말하라
고’ 애들처럼 북한에서 태어난 게 창피한 게 있나 봐요. ‘애들 뭐라 하면 너 당당하
게 말해, 너 중국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냐고 너 학교 다니던 것도 기억 안 나냐
고 유치원도 기억 안 나냐고.’ 하니 아 알았다고. 그럼 이제부터 중국 어디서 왔다고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A5 어머니, 2018 2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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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국에 들어와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언어적 장애로 한국 사회에 대
한 정보를 익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북한은 그냥 어머니와 연결된 무엇
일 뿐이다. ‘북한’하면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A9의 표현은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이들은 스스로나 동료 아이들이나 ‘중국에서 온 아이’로 규정된다.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이들도 탈북학생 혹은 탈북청소년으로 분류된다. 2018년 면담에서
중국출생 아이들은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라는 본 연구의 제목이 붙은 설문지에 답을
할 때에도 그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A5 어머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중국에서는 자신이 “신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했는데 한국에 오니 아이들
에게 어머니의 “새터민 꼬리표”를 계속 붙여 힘들다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
려다)” 보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꼬리표를 달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A5 어
머니는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꼬리표에 해당하는 지원은 없다는 것이 A5 어머니의
불만이기도 하다. “새터민도 되고 다문화도 되고 한국인도 되”는 이 아이들은 정작 어디에
도 속하지 못하고 관련한 지원도 “새터민처럼” 받지 못한다는 점을 A5 어머니는 강조한다.

“저희는 새터민도 되고 다문화도 되고 한국인도 되고 이렇거든요...다문화 사람들한테 가게 되

면 ‘어 너희들은 한국 사람인데 여기 왜 오냐고.’ 그래 가지고 우린 뭐지... 그래도 한국 사람인
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끼리(새터민끼리) 딱 이렇게만 놀고...대화해도 한국사람(은) 같
은 한국말 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중국 사람들하고 하면 오히려 대화가 통하고 근데 말하다
보면 ‘어 이게 뭐지 너희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디 서야 하나?”(A5 어머
니, 2018 2차면담).

북한에서 2살 때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가 중국 한족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A6는 자신
을 중국인으로 알고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중국에서 태어난 동생과 함께 한국에 올 때
공식적으로 A6는 북한출생으로, 그리고 동생은 중국출생으로 분류되었다. 2016년 한국 입
국 시 A6와 동생은 성이 달랐다. 2017년 A6 어머니는 아이들 성을 모두 어머니 성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당시 A6는 전혀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
소통이 조금씩 가능해지자 A6는 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난 사실에 대해 들었
다고 2018년 면담에서 말했다. 중국에서는 A6에게 어머니는 그냥 중국말을 잘 못하는 사
람이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자신이 한국말을 배우게 되면서 어머니가 어디에서 왔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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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궁금해졌다고 한다.
A6가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학교에서 동료들은 A6를 중국

에서 온 아이로 이해한다. 한국말이 서툴고 중국에서 온 친구들과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어
울리기 때문이다. “북한은 좋은 게 없다”고 들은 A6는 자신을 중국에서 온 아이로 이해하
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났음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

라. 논의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초6(중1) 패널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탈북청소년들을 3번 면담하고, 이들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매해 한 번씩 면담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들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아이들이 지닌 배경
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각각 서로 달리 포착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공부
가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점점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삶에서 공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이들마다 각각 달랐다.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것이 실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로 달리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이라는 2주기 탈북
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부에 두는 비중 차이는 현재 한국에서 삶이 자신에게 최선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삶에서 한국생활이 갖는 의미에 대한 아이들 스스로의 판단 차이는 공부(혹은
한국어 학습)에 두는 비중의 차이로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부에 덜 비중을 두는 아이
들은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스스로에게 불분명하고 진로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결코 쉽지 않은 한국에서의 삶이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
라 인지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하던 공부가 자신에게 큰 비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사례들은 한국으로의 이주 결정에 스스로 참여했고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일상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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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다. A6처럼 한국으로의 이주가 자신에게 전혀 예상
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자신이 한국에서 살아야 하겠다는 인식이 분명한 경우에는 아무리
힘들고 싫어도 한국어 학습(곧 공부)에 주말까지도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 돌아가고 싶은 A9에게 한국어 공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학생이 되면 사교육비가 늘어나고(김양분 외, 2016)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설에 보다 많이 노출되며 학업적인 면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는 기
존의 연구 결과(김경애 외, 2017 등)를 토대로 탈북청소년 초6(중1) 패널이 중학생이 된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물론 중학생이 되면서 초등학교 때에는
다니지 않던 학원을 다니게 된 사례(A1, A2)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학업에 몰두
하는 수준을 구분하는 것은 중학생이 되었다는 점 자체보다도 아이들에게 공부에 전념하게
하는 자체 동인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임을 이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 한국적 행위양식 따라가기 차원의 공부가 가져올 결과는 미지수다
전력을 다해 공부만 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공부’가 갖는 의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축구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던 두 아이가 중학생이 된 지금은 학교
와 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공부만 하고 있다.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아이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인 A1나 A10의 일상은 한국 상황에서 전혀 특이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삼
죽초에서 일반학교로 전학을 오자마자 학원을 등록하고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는 A10의 일
상에 대해 당시 담임교사는 예비 중학교 1학년들은 모두 A10처럼 생활하고 있으며 A10이
특별하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었다. 또래 누구나 학원 1, 2개를 매일 다니고 있고 그런
남한 아이들을 빨리 쫓아가기 위해 A10이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김양분 외, 2015, 2016)에 따르면, 한국의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대폭 늘어25)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는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또한 선행연구(김양분 외, 2016)는 한국의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율이 중학교에 와서 2배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와
25)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20만원 초과에서 40만원 이하가 가장 일반적인데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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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중학교 1학년에서 공부만 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삶의 향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한국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해, 아니 그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 이들은 좋아하는 것을 자
신의 삶에서 점차 제거해 버리고 있다. A1은 축구와 거리가 멀어졌고 A10은 책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A1은 힘들어 하면서도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 겪어야 할 단계라 생
각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학원이 그
러한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A10은 벌써 자신의 꿈을 이룰 가능성에 대
해 회의하고 있다. 그렇다고 성공의 가능성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는 A1이 A10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A1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
으로 공부하려 하며 기초가 약하다는 담임교사의 판단은 A1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현실성
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누가 강요해서라기보다 “스스로” 하는 공부이고 중학교 1학년인 현 단계에
서 ‘로봇공학자’, ‘생명공학자’ 등, 다른 아이들보다 미래에 대한 설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의 삶에서 ‘배움’에 대한 자신감,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방적 접근과 새로운 배움의
기쁨, 그리고 그에 따라 힘든 과정을 열정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힘의 획득 등의 징후
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공부를 잘해야(학교성적이 높아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이들은 학원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 사교육의 성적 향상은 단기적이어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감소
하며, 사교육에 의존할수록 대학학점이 낮고, 노동시간에서의 임금 상승에 사교육 효과가 없
다는 연구결과(김희삼, 2010)는 이들의 삶의 방식의 근거를 더욱 더 회의하게 한다. 이들이
선택한 삶의 양식은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한 자발적 선택이기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반
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믿음과 행위양식의 ‘따라가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게임과 핸드폰은 소통 대상 부재를 채우는 수단이다
각각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주요 영역은 ‘항상
나를 바라봐 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족 분해와 결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립의 경험, 이주자이기에 주류 문화와 언어에 미숙한 상황에 의해 주변화되는 상황, 남
북 관계의 특수성에 의해 다른 이주자들보다 북한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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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사회적 배제 등, 여러 요인들이 어우러져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주제가
부각된다.
이 영역이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그 중요성이 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삶을 매
우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는 듯이 보이는 아이들조차 자신을 바라봐 주는 누군가에 대한 필
요가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그것이 자신을 바라봐 주
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학급동료들의 무릎에 앉기도 하고,
퇴근한 선생님에게 “뭐하세요?”하고 묻는 A5의 행동은 보통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과한
행동”으로 판단되고 병원에서는 ADHD로 판정되고 있을 뿐, A5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놀
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공유되고 있지 않다.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과 채팅은 ‘항상 나를 바라봐 주는 누군가’의 부재에 의한 아이들

삶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도구다. 특히 “핸드폰”을 많이 한다고 평가받았던 A9에게 핸드폰
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함께 할 사람이 없었던 상황을 벗
어나게 해 줄 수 있었던 주된 도구였었다. 다양한 이유로 가정, 학교 등에서 고립감을 느끼
는 아이들은 게임으로, 채팅으로 다른 누군가와 연결을 시도한다. 이들은 핸드폰 혹은 컴
퓨터로 하는 게임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함께 놀고, 오프라인에서 현재 만나고 있는, 과
거에 만난 적이 있는, 혹은 사이버 상에서만 연결되는 누군가와 온라인에서 대화한다. 이
것이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소중한 이유다.
청소년들의 게임이나 휴대폰 활용 혹은 SNS 이용에 대해서는 흔히 ‘중독(addiction)’,
‘의존성(dependance)’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이해하곤 한다(김양분 외, 2016;

이희복 외, 2014; 김병년, 2013; 권재환, 2010; Karaiskos et al., 2010 등).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관련 개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 혹은 의사소통, 자기 통제 등이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초6(중1) 패널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부족한 소통의 공간을 채워주는 기능을 한
다는 점에서 핸드폰 사용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되돌아보게 한다. ‘중독’이나 ‘의존성’은
아이들의 행위양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항상 자신을 바라봐 줄 누군가를 필
요로 하는 아이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이것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접근한다면 관련
대응은 아주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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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수준은 모든 관계와의 단절, 혹은 회복을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이 한국어 학습 과정 그 자체인 아이들에게는 한국어 학습이란 매
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은 ‘공부’와 같은 차원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어머니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친구를 사귀고 교사
와 상호작용하며 학교 안팎의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특히 주로
어머니와 둘이 사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은 어머니가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다
는 사실로 인해 가정에서도 소통할 대상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
적 한계가 학교와 가정에서의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 이민 가정 자녀
들이나 국제결혼이주 가정 자녀들보다 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북한 배경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지원은 일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 지원보다 더욱 우선되는 정책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지원은 단순히 교과 학습 언어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이
항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 배경을 숨기는 것은 나와 다른 ‘북한’ 이미지로 내가 규정되기를 거부하는 행위
이다.
유년 시절을 북한에서 보낸 아이들에게 북한은 떠나온 고향이다. 이들은 고향을 거기서
의 놀이 경험, 음식, 공부, 가족, 친지와 친구들과 연결하여 기억한다. 중국에서 유년을 보
낸 아이들도 이는 마찬가지다.
북한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은 한국에 정착한 이후 학교와 주변 이웃에서 표현되는 ‘북
한’ 인식에 의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한다. 이들의 내면에 있는 북한은 ‘그리운’ 무
엇이다. 그러나 외부를 향한 자신의 ‘북한’ 배경은 ‘숨기고 싶은’, ‘숨겨야 하는’ 무엇이다.
한국에서의 ‘북한’은 ‘무서움’과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한국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초기 정착 과정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싶
어 한다. 그에 비해 어릴 때 한국에 왔던 탓에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북한 정체성은 그야말로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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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들은 자신이 왔던 곳이 ‘북한’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학습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외부인의 인식 사이에서 혼란스
러워한다. 자신은 그냥 ‘한국인’인데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는 상황을 이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북한에서 왔음을 알리지 않고 싶은 것은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나로 이해되는 것을 거부하고 싶기 때문이다.
중국 정체성을 지녔으나 공식적으로 북한출생으로 분류되는 아이의 경우 정체성 문제는
앞으로 보다 복잡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단계에서 아직 그 문제는 부각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출생으로 분류되고 있고 최근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한국사회 맥락 이해가 어려운 이
아이에게 그것이 갖는 의미가 아직은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자신을 분류
하는 공식적 범주와 그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 아이의
삶에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매우 크게 부각될 것이라 예상된다.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규정하는 아이들에게는 아직 어머니의 북한 배경이 적극적인 의미
로 다가가지 않고 있다. 자신을 ‘탈북학생’, ‘탈북청소년’으로 구분하는 정책적 범주에 대해
서도 이들은 질문하지 않는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탈북학생 혹은 탈북청소
년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는, 북한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
을 제외하고는 초6(중1) 패널의 경우 아직 그들의 정체성에 이러한 범주 구분들이 큰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정체성을 지녔으나 조선족 학교를 다녀 주변 동료
들에 의해 북한아이라 의심받던 아이의 어머니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향후 이 아이가 부
딪칠 문제를 예상하게 해 준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어머니 때문에 “새터민 꼬리표”를
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 ‘한국’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경험을 한다는 조해리(2015)의 연구처럼 이 어머니의 문제제기는 향후 이 아이들
이 부딪칠 정체성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는 북한 프레임에 의해 아이들을 아이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규
정해 나가는 과정은 아이들이 지닌 본래 정체성이 배제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배제보다 훨씬 내면적이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배제 과
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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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을 부정하고 한국인이기를 강요받는다
북한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이 자신이 북한출신임을 숨기기 위해 애쓴다는 것은 자신이
지닌 북한 특성을 모두 지우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북한에서 성장하
면서 키워 온 특성, 곧 말씨, 사용하는 어휘, 좋아하는 음식, 세상을 이해하는 눈 등에서
북한을 연상하게 하는 특성들은 모두 지우고 한국 아이처럼 되기 위해 애써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노력은 국경을 건너 이주하여 새로운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일
반적으로 경험하는 이질성 제거 노력보다 훨씬 치열한 것일 수 있다. 한국 내에서 형성되
어 있는 ‘북한’ 이미지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북한을 연상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출신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한국
인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 형성되어 있는 ‘북한’에 대
한 이미지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자신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 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는 “무서운” ‘북한’ 이미지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묻어 있는 ‘북한’ 특성을 온전히 지우기 위해 애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

중3(고1) 패널

가. 패널 현황
중3(고1) 패널은 당초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5명이고, 출
생국별로는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이 6명이며,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4명이었다. 이 중,
북한에서 출생한 여학생 한 명은 2주기 1차면담에는 참여하였으나, 2차면담부터는 개인적
인 사정으로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여 중3(고1) 패널에서 탈
락하였고, 2차면담과 3차면담은 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다.
중학교 3학년 패널은 2018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전체 9명의 패
널 중 5명이 특성화고에 진학하였는데, 이 중에는 탈북학생들만 다니는 대안형 특성화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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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1명이 마이스터고, 1명이 학력 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
2명은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이들 학생 중, 3명은 기숙형 학교로 진학하여 간헐적으

로 가족을 만나고 있었고, 3명은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살며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3명이었다.

<표 Ⅴ-2>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중3(고1) 패널 현황(2018년)
유형

중3(고1)
(N=9)

구분

성별

출생국

입국 연도

출생 연도

진학 및 현 소속

B1

남자

중국

2013

2001

일반중 → 특성화고

B2

여자

북한

2014

2001

일반중 → 특성화고

B3

남자

북한

2013

2000

일반중 → 특성화고

B4

여자

북한

2015

2001

일반중 → 일반고

B5

여자

북한

2016

2001

특성화중 → 각종학교(대안학교)

B6

여자

북한

2014

2001

특성화중 → 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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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경적 특징
면담에 참여한 중3(고1) 패널 학생들은 다양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누구와 사느
냐는 이들이 처한 환경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숙
사에 살고 있는 B5, B6, B8의 경우, 주중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나 월 단위로 잠시 집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만난다. 한편, B5나 B6이 탈북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나 특성화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반면, B8은 일반 마이스
터고의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B5나 B6의 경우에는 학교, 기숙사, 가정 등 전체 생
활 반경 내에서 북한 말투나 문화를 공유하는 이들과 함께 한다. 그에 비해 B8은 학교와
기숙사에서는 일반 고등학생들의 문화에 둘러싸여 있다가 주말에 집에 돌아오면 그때서야
온전히 자신의 모습대로 돌아온다. 학교 기숙사에 살지는 않지만 그룹홈에서 살고 있는 B2
의 경우에는, 그룹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료들이 무연고 탈북학생이므로 학교에서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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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오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거나 학교생활과 관련한 고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탈북학생 그룹홈에서 살고 있는 B1, B3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그룹홈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서로 다르다. 월 1, 2회 만나는 부모와는 자신의 생활 깊은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중3(고1) 패널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중요한 삶의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B7은 스스로는 이를 잘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와 심각한 갈등을 겪으
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집에서 자는 경우가 잦으며, B7의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B3의 경우 양모와의 관계에서 대화를 기피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B6의 경우, 어머니의 큰 기대와 응원을 받고 있지만 고교 진학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원하는 학교 진학 실패로 갈등상황이 악화되었다. B9 역시 어머니
의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친구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나 생활 습관 면에서 어머니로
부터 “혼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중국에 있던 B9를 다시 한국
으로 데려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모녀의 관계는 재정립되
는 가운데 있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홀로 탈북한 B2는 여전히 북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로 인해 때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동시에 떨어져있는 어머니를
어서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은 B2가 한국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강력한 이유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
초6(중1) 패널의 환경적 특징에도 기술되어 있듯,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탈북청소년의
내부 집단별 차이도 주목할 만한 환경적 특징이었다. 언어란 곧 학생이 생각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기초 수단인 동시에, 자신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울릴 수 있는 문화집단을 구분
하는 경계가 된다. 동시에 모국어라 부를 수 있는 언어는 화자(話者)의 가족이나 친구 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모국어로 자유롭
게 구사하는 언어는 학생들이 북한이나 중국, 한국에 대해 갖는 느낌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어(조선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북한출생 청소년: B2, B5, B6, B8
중3(고1) 패널 중 한국어(조선어)를 모국어로 하는 북한출생 청소년은 총 4명이다. 그
중, B2는 아직 부모님과 할머니가 북한에 살고 있으며, 2014년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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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국하여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B5와 B6, B8은 부모 중 한 쪽이 먼저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온 이후 남은 가족을 북에서 한국으로 오게 한 경우이다. B5와 B6은 모두 어머니
가 먼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온 이후 자녀를 남쪽으로 데리고 왔고, B8의 경우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 어머니와 자녀들을 같이 남쪽으로 데리고 온 경우이다. B5는
2016년에 입국했으며, B6는 2014년, B8은 2013년 입국했다. 이들 모두 가족 중 일부와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B5와 B6, B8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다. 기숙형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B5의 경

우, 어머니가 병으로 경제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B5의 어머
니는 아직 북한출생 탈북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여 B5
의 대학입학금을 걱정하고 있으며, 본인도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해서 경제적으로 일
정한 수입이 없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B6의 경우, 어머니는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워
일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 역시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고 있다. B8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
지 모두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산업 위기 상황으로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있다.
이 집단은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직 북에
부모나 조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B8과 같이 두고 온
강아지, 친구, 동네 등을 그리워한다.

○ 한국어(조선어)를 이중 언어로 사용했던 중국출생 청소년: B7
B7의 경우는 북한을 나와 중국에서 살게 된 어머니와 조선족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

나서 중국에서 자란 경우인데, 중국에서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사용하는 한국어를 들었지
만 한국어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B7의 어머니는 B7이 아주 어릴 때에 중국의 다른 지역
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였기에 중국에서는 같이 산 기간이 짧았고, B7의 부친은
조선족이지만 주로 중국어로 B7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으며, B7은 할머니와의 대화에서만
한국어를 듣고 자랐다. 할머니와 대화할 때 B7은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할머니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B7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하는 것은 서툰 상황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하였다.
B7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들어와 어머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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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게 되었다. B7 어머니는 B7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고 이해하며 B7과 대화가 어렵
다고 호소하고 있다. B7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B7은 중국어 능력에 비해 한국어 능력은 부족하고,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는 낮다고 평

가되고 있다. B7의 담임교사는 B7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모든 과목에서 20-30점”이
라고 한다. B7은 중국어로 된 책 읽기를 좋아하며 중국어로 이백의 시를 감상하는 등 비교
적 학문적인 영역에 관심이 있고, 담임교사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부에 재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B7은 “글짓기를 하거나 소감을 쓰라고 할 때도 중국어로”
쓰고, “문제를 읽고 한글로 해석해서 쓰라는 문제를 중국어로” 쓴다. B7은 현재 자신이 보
다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북한출생 청소년: B3
B3의 경우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탈북했지만, 가정 내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2013년 홀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다. 한국에서 연고 없이 지내는 B3를 안타
깝게 여겨 중국에서부터 B3를 돌봐주던 한 남성과 이후 그와 결혼한 여성이 양부모가 되어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B3에게 양부는 멘토와 같은
든든한 분이지만 떨어져서 살다보니 시시콜콜한 일까지 전하지는 않는 편이다. 양부가 법
적으로 친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전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지내고 있기에 B3는 국가
에서 여러 종류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B3에게 그 지원금은 충분하지 않아 현재
B3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그룹홈에서 지내고 있는
B3는 그룹홈 보호자와 일상의 고민들을 상담하고 지낸다.
B3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중국에 가보고 싶어 한다. 중3 첫 번째 면담

시에는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2차면담 때에는 한국을 더 가
깝게 여긴다고 대답했다.

○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출생 청소년: B1, B9, B10
중3(고1) 패널에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중국출생 청소년은 총 3명이다. B7, B9,
B10 모두 어머니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여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이다. 중국에서의

아버지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사는 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중국

177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어를 주로 사용하며 소통해 왔다.
이들 역시, 어머니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8년 동안 아이
들과 떨어져 있다가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학
교를 다녔으며,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중국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여기고 있다.
이들의 한국에서의 가정환경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부모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B9)도 있지만, 직업 특성상, 또는 오랫동안 환자로 지내야 하는 보호자의 사정상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 않다. 그 가운데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적응
해나간다. B1의 경우,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필요한 돈에 대한 고민이 커서, “친구들과 놀러
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써야 되니까, 돈은 많이 나가는데 용돈은 조금”이라 돈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고 면담 중에 얘기했다. B7의 어머니도 심장 수술을 받은 데다, 경제적으
로 어려워서 부업을 하고 있으며,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
고 있다. 외벌이로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B9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B10의 어머니도
정부 수급을 받고, 때때로 중국에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도움을 받고 있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중국출생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한 애착과
그리움, 중국어에 대한 편안함과 동시에 한국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
신을 중국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점차 한국 생활
이 익숙해지면서 중국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약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 삶의 주요 영역
1) 친구
고등학교에 입학한 중3(고1) 패널 학생들의 면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주제는 친구관계
다. 한국에 들어온 지 3-4년이 되는 이들의 중학교 생활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서툰 모습
이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의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 이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
를 안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그들이 접한 현실은 냉정한 것이었고,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족들이 요구하는 삶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실제의 삶 사이에 격차
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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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나눌 유일한 대상, 친구: 모든 패널들
중3(고1) 패널 학생들은 성장과 함께 부모들로부터는 좀 더 독립적이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좀 더 가까워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울리는 친구들은 이들
에게 사라졌던 활기를 되찾게 하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B6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와 의
사소통이 잘못되어 자신이 원하던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그 이후
로 전학을 가려고 했던 시도도 좌절되고, 세워두었던 진로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큰 실
망감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진학한 학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은 B6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학교에 재미를 붙이게 된 요소로 작용했다. 관심 있던 것들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진로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으며 “재미있는 게 없”고, 모든 것이 “무
기력한” B6이지만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수다 떠는 게 조금 재미있다”고 느낀다.
특히, 최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순서대로 뇌구조를 그리는 활동에서 여학생 B6와 B9은 공
통적으로 친구관계를 가장 크게 그렸다.
이들에게 친구관계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무료로
심리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적인 부모와 교사가 있더라도 ‘아무도 모르는’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하는 상대는 또래들이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있었던 2차면담에
서 고민을 털어놓는 마음 편한 대상을 어머니라고 대답했던 학생(B1)은 3차면담에서는 가
장 의지하고 고민을 나누는 대상을 다른 고등학교로 간 그룹홈 친구라고 바꾸어 대답했다.
자신에 대한 평가나 기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친구들을 통해 이들은
서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다. 특히 그 친구가 나와 동일한 배경을 지닌 학생일 경우,
더더군다나 “나처럼” 북에 가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친구 앞에서 어떤 거리낌도 없다.
B2에게는 “남한에 와서 내가 가장 있는 마음을 말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말해도 부끄럽

지 않고 편한 친구”가 생겼고 그 친구에게는 나의 배경이든, 무연고자로 남한에서 홀로 살
아가는 환경이든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B2는 학
교나 교육청,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거절했지만 이 친구를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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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부모님과의 관계: B1, B7
중3(고1) 패널 학생들에게 친구관계는 삶에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지만 부모와의 관계에
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B1는 올해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친구랑 같이 00 가서 피시방에서 밤샌 것”이라고 답했다. B1은 탈북청소년 그룹홈
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시방에서 밤을 새는 것과 같이 그룹홈의 규칙을 어긴 것으로 인해
그룹홈 교사뿐 아니라 부모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B1은 그룹홈 교사에게 강력한 경고를
받은 후 모친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들과 자취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모친의 반대에 부
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B1은 그룹홈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
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며 갈등의 상황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B7 역시 모친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주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 집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B7의 모친은 아들과 “대화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저
아이에게 접근해야 되고 하는 거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B7은 모친이 화를 낼 때 “두려운
게 있고, 무섭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
는 이유를 나름 이야기한다.
“옆집에도 사람 있고 윗집에도 사람 있는데 (어머니가) 소리 그렇게 높이면 다른 사람 피해주니

까. 그래서 짜증나는...”(B7, 2018 3차면담)

모친과 갈등이 심해진 B7은 친구 집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모친도 이를 어
쩔 수 없이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B7은 친구 집에서 자면서 핸드폰 게임을 배우고 이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B7의 부모는 핸드폰을 압수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는데, B7은 야단을 쳐도 “어머니는 소리 높이고 아버지는 소리 낮추고” 야단을 치기 때
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르다고 말한다. 문제는 B7의 아버지는 양부인데, 주로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집에는 한 달에 1-2회 가끔 들어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늘 함께 지내야
하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B7의 모친은 B7
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B7이 심리상담을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B7이
완강하게 거절하여 심리상담이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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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더 많아졌다/확대되는 친구관계 속에서의 한계들: 대부분 패널들
중3(고1) 패널의 친구관계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보다 확대되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친
했던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그 친구와도 친밀하게 지내지만 이에 더하
여 처음 만난 친구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한다. 친구의 친구, 또는 단순히 옆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혹은 새로운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을 알아가며 이들은 공통적으
로 중학교 졸업 이후 “친구가 많아졌다”고 대답한다.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도 함께 놀러
다니고 관계를 맺으면서 B2는 성격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중학교 때보다 아무래도 친구
가 많이 생기고 무언가 반 애들이랑도 친하고 그러다보니까 성격도 활발해”진 것 같다고
말한다. 함께 생활하는 같은 배경의 동료들이나,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외에도,
새롭게 만난 학교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다양한 층위에서 친구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중3(고1) 패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확대된 친구관계는, 자신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관계와 실제의 친구관계가 분리되는 상황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B2는 자
기 반에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 대해 얘기할 때, 그 애는 “그냥 맨날 공부하고 부러워요”라
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생활하는 그룹홈에서는 자신이 공부하면 “친구가 비웃어요.”라고
친구 그룹의 서로 다른 성격을 비교해서 말한다. B8은 명문 마이스터고에 진학해서 새로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공부 잘 하는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아주 가깝지는 못하다고 한다. 여전
히 카톡으로 자주 연락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친구”들이며, 같은 학교에서 친한 친구 역시
같은 중학교 출신의 다른 반 친구들이다. B8의 이런 상황에 대해 담임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
들은 “못된 애들이 또 없으니까 막 왕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라고 말하지만, B8에 대해
서는 스스로 친구들 보다 “내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7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 B7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같은 반 친구들과도 “다
친구 됐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짝인 친구는 아침에 운동도 같이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기도 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한다. 그런데 B7 담임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
면접원: 전에 보니까 1학기 때 제가 4월 달에 B7과 면담을 했는데 그때는 짝으로 있는 학생이
참 잘해준다고 하던데 지금도 친하게 지내나요?
B7 담임: 짝꿍이 챙겨주기는 하는데, 그 짝꿍은 다른 친구들이 많아서 (B7이) 그냥 소외되었을

때 챙겨주긴 하는데 가까이 지내지는 못해요.(B7 담임교사, 2018년 3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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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은 짝꿍과 잘 지낸다고 이야기하지만, 담임교사는 그 짝꿍은 따로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B7에게는 일정 정도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담임교사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제
로 B7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는 태권도장을 같이 다니는 자신보다 나이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의 집에서 자주 잠을 자고 함께 게임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친구관계가 넓어지기는 해도 깊어지지 못하는 데는 문화적인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B7의 담임은 그가 친구들에게 “마음을 안 주는 게”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B7이 친구들과 다툰 후에 담임교사가 화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B7이 “친구에게 90도로 인

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담임교사는 너무 놀랐다고 한다. 담임교사는 이런 문화
차이가 B7으로 하여금 친구들과 가까워지는데 한계를 만든다고 보고 있다.
중3(고1) 패널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가족들로부터 좀 더
독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
이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와 실제로 자신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구들이 분리
되는 양상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보이는 경
우도 있다. 이런 친구 관계들이 이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공부와 진로
2차면담이 실시된 고등학교 진학 직전의 겨울방학 때에 중3(고1) 패널 학생들은 모두들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
이다. 일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대안학교 등 많은 종류의 학교에 대해
스스로 알아야만 했다. 또한 진학 위주의 일반고와 취업 위주의 특성화고의 갈림길에서 이
들은 고교 진학을 계기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설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 고등학교 진학 과정의 우여곡절이 힘들었다.: B5, B6, B8
중3(고1) 패널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진로지도의 결여로 혼란
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B6는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의사소통이 잘못
되어 자신이 원하던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시기를 놓쳐서 결국 탈북학생을 위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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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B8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마이
스터고 중에서 진학하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중3 담임교사에게 그냥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고 싶다는 이야기만 했었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학교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서 담임교사는 B8이 진학하고 싶어했던 마이스터고가 아닌,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마이스터고로 진학원서를 써주었다. 그 바람에 B8은 자신이 원했던 마이스터고
가 아닌 경쟁이 더 심한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게 되는 혼란을 겪었다.
면접원: 원서 쓸 때 어떻게 실수가 되었어?
B8: 마이스터고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가지고, 그냥 샘이 알아듣겠지 하고 마이스터고라고...

면접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마이스터고 가려고 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잘 못 써준
거야?
B8: 네.(B8, 2018 3차면담)

B8은 자신이 말실수를 한 것 때문에 더 수준이 높은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게 된 것을 그

냥 받아들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렇지만 자신보다 훨씬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가운데서
어렵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B8의 현재 담임교사는 B8의 낮은 학업성적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
B7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했고, 2차면담 때까지도

당연히 집근처의 그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막상 3차면담을 앞두고
연락을 취했을 때에는 집에서 먼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해 있었다. 아마도 B7의 거주지역이
고교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B7이 집근처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B7은 이런 상황을 중학교 3학년 12월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B1은 2차면담에서 이번 해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성화고 어디

가는 것, 그냥 특성화고, 어떤 특성화고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대답했
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던 B1은 거주지에서 조금 멀지만 좋다는 평판
을 가진 A특성화고와 거주지에서 조금 더 가깝지만 A특성화고에 비해 좋은 평을 듣지 못
하는 B특성화고를 두고 어디에 진학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B특성화고에 진학을 했다.
중3(고1) 패널 중에서 고교진학 시에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교사들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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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고교생활 적응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고교생
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2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특성
화고의 전공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한 사전 조사를 한 후 진학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고등
학교 생활에 비교적 빨리 적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B3의 경우에는 중학교 진로교사가
상담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었고, 탈북학생 지도 경험을 가진 특성화고 진로교사와 연
결하여 B3의 진학을 도왔다.
많은 학생들은 뚜렷한 꿈이 있다기보다는 아직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재 공부는 해야 하지만, 무엇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고 싶
은 것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B1, B3, B8은 여느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취업하고 싶다고 대답했으나, 그 이
면에는 B2처럼 ‘정말 하고 싶은 것’인 운동은 환경적인 제약상 포기한 꿈으로 남아있기도
했고, B1이나 B7처럼 개인적인 능력은 있으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포부수준을
낮추는 학생들도 있다.

○ 남한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내가 따라가기 어려운 곳이다: B5
탈북학생들이 모여 있는 중학교에 다녔던 B5의 경우, 2017년 실시한 첫 번째 면담에서
탈북학생들만 모여 있는 학교가 아닌, 일반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
다는 희망이 컸다. 일반 학교는 기숙형 탈북학생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생활면에서 자유롭
기에 “학원도 다닐 수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한국 친구들하고 친할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B6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면담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다는 이야기
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일반 중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B6가 느끼기에, 탈북학생 특성화
학교보다 일반 학교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더 편한 곳”은 탈북학생 특성화학교지만, “편
하긴 한데 평생 편하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며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은 쉽지 않았다. B6의 경우에는 지원시기를 놓쳐서
탈북학생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B5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2주 만에 다시 탈북학생 특성화 대안학교로 전학을 갔다. B5는 우선 학교 공부가
너무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영어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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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아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반 친구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었다. 게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원에 가지 못하는 B5에 비
해, 친구들 중 “학원 안 다니는 애 한명도 없는 것 같”았다. 매일 밤 “열한시까지 학원 끝나
고 한시, 두시(에) 자고”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학업면에서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면에서나
크게 위축되었다. “야자도 열심히 했는데도 못따라가겠”다고 느꼈으며 “야자”가 끝난 뒤,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몰고온 자가용) 차 타고 가고 나는 걸어가”는 것도 B5는 힘들었다
고 한다. 어머니에게는 학교에 오면 북한 사투리를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기
도 했다.
B5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2주간 기대하던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로 사귀기도

했다. 북한출생인 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탈북학생들만 알던 중학교 때에 비해 한국 사회
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러나 탈북학생 특성화 중학교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던 B5에게 일반계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거기서 “내용도 이
해 못하면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낮은 학교 와서 기초부터 내용을 다지면 더 좋을 것 같아
서” 바로 탈북학생 특성화 대안학교로 전학했다. 그곳은 수준에 맞게 가르쳐주고, 필요하
면 얼마든 1대1로 공부도 가르쳐주기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기도 쉽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
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B5에게 남한 아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경제적으로나 학업적인
면에서나 따라가기 어려운 곳이었다.

○ 취업 중심 고등학교/ 대기업에 취업하겠다는 꿈과 현실의 차이는 컸다: B2, B3, B8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의 관심사는 취업이 가장 크다. 특히, ‘내가 결정한 진
로방향대로 고교생활을 이어나가서 결국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공통적이
다. 특히 선취업 후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그 이유가 대부분은 좋은 기업에 일단 취업해
서 돈을 많이 번 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이다. 그것이 대학에 먼저
진학한 후 취업경쟁에 뛰어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 취업을
기대하고 진학한 학교에서 그것을 위해서는 성적 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이 있어야 함을 깨
닫고 진로를 초기의 포부보다 낮추어 재조정한 학생들도(B2, B8) 있었다.
성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포부수준을 낮추어 진학한 학생들도 막상 고등학교에
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장학금을 받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B1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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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진학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라고 대답했지만,
고등학교에서 공부가 잘 안된다고 말한다. 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동적으로 핸
드폰을 하고”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고백한다. 원래 이 학교에 진학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공부를 안 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생
각하고”있다는 것이다. B1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은 친구들과 피시방에 가서 밤새 노는
것이 즐겁고,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을 즐기기 때문이다. 친구들과의 유흥을 위
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허락
해주지 않아서 불만이다. 그렇지만 막상 공부를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B2 역시, 일반고가 아닌 특성화고에 진학하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던 환상을 고등학교에 올라온 이후 깨게 되었고, 기대수준을 중기업으로 조정
하였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삼성화재를 들어가고 싶었지만 확률이
0.000% 라서 중기업 아니면 대기업은 못 가고, 중기업에서 중기업 중에 좋은 데 가고 싶어

서 그게 제 목표”라고 대답하였다. 공부에 있어서도 “다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
는데 정작 들어와보니까 전문적인 것부터 하”는 상황에 당황하고, 나름대로 숙제나 방과후
를 들으며 따라가려고 애쓰는 중이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면서 가졌던 소위
‘대기업 입사’라는 꿈이 헛된 상상이었음을 깨달으며 현실을 새로이 마주한 학생들은 다시
‘실현 가능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 어려워진 고등학교 공부로 자신감이 낮아진다.: B1, B2, B3, B7, B8, B9
중3(고1) 패널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어
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부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막상 공부 잘
할 수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것을 자신이 실행하고 있지는 못한 경우가 있다.
B7의 경우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자질은 있어 보이지만, 공부를 위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B7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요”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혼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풀이방법을 찾
아본다고 하는데, “엄청 긴 풀이과정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보면 이해가고”라고 이야기하
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B7의 담임교사는
B7의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B7이 똑똑한 편인데 방과 후에 남겨서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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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싶어도 빨리 하교를 해버리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전이 B7이 한국어 보다 중국어가 편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B7이
“영어시험 답안지를 보면 문제를 읽고 한글로 해석해서 쓰라는 문제를 중국어로” 쓰는 경

우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B7은 중국의 시인 이백을 좋아하고 이백의 시를 외울 정도
로 문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며 독서량도 많은 편인데, 주로 중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으
며 한글 책을 읽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B7은 국어 선생님이 “글짓기를 하거나 소감
을 쓰라고 할 때에도 중국어로 쓰는”경우가 있다고 한다.
중3(고1) 패널 탈북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어려운 것은 여전히 한국어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7뿐 아니라 중학교 때 성적이 비교적 좋았던 B1도 한국어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제일 힘든 점
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학교 때랑 달라졌다고” 하면서 수업시간에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
운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면담원 : 고등학교 가서 무엇이 제일 힘든 것 같아?
B1 : 중학교 때랑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면담원 : 어떤 게 달라진 것 같아?
B1 : 수업시간하고 글씨 뭐~ 그런 ~ 모르겠어요.

면담원 :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B1 : 네.

면담원 : 전공이어서 그렇지?
B1 : 그런 회사 들어가서 그런 상사하고 고객에게 말하는 화법하고 그런 것

면담원 : 그런 단어 많이 해서 어렵구나?
B1 : 네.(B1, 2018 3차면담)

B1은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 편이지만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전공 관련 수업시간에 나오

는 약간 전문적인 한국어는 잘 알아듣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B1은 막상 그룹홈
에서 한국어 배우는 시간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기타나 탁구를 배우는
시간은 즐겁지만 막상 자신이 약한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은 싫다는 것이다. B3의 교사도
학생의 한국어 실력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데, B3를 가르치는 국어 교사로부터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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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력이 생각보다 낮은 것을 알게 되었다. 담임교사는 “굉장히 (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
다고 하시죠.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라고 국어교사의 말을 전한다. 듣고 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B1의 낮은 쓰기와 읽기 실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B9의 경우에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자신감과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경우
다. B9의 담임교사에 의하면 B9는 “절대 뭘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과제를 다 수행하려
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 가정에서부터 어머니가 매일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고
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중국에서 온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B9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늘”게 되었다고 말한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여러 학습 기회를 통해 B9
은 중국에서 이민 온 친구하고만 늘 붙어 다니던 기존 친구관계가 지금은 훨씬 넓어지기도
했고, 수업시간에 “깨어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다.

3) 온라인 세계
학생들에게 휴대폰과 컴퓨터로 연결되는 온라인 세계는 이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주
요한 활동 지대이다. 남학생들의 경우 게임이 중요한 화제였으며, 이는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한 공동의 관심사로, 또는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허락되는 제한적 자유의 공간으
로 활용되기도 했다.

○ 핸드폰은 떼어내기 힘든, 즐거운 놀이도구다: 모든 참여 학생
B1은 한국에 처음 온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동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핸드폰 버리기”라는 대답을 하였다. B1은 가끔 친구들과 피씨방에서
밤 새워 게임을 하기도 하며, 이를 무척 행복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이 B1에게
온라인 생활세계는 부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즐거움 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
부분의 남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B7은 게임을
“아버지가 하지 말래서 안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게임하게 되었어요”라고 이야기한다. 이 ‘친구’는 B7이 자주 놀러가서 그 집
에서 같이 자기도 하는 친구이다. B7은 그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으며, 스스로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런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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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부를 잘해서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B8도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B8은 기
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저
녁 자유시간에 영상통화 앱을 통해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밖에서 만나기도 한
다. 그리고 주말에 집에 가서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들의 경우 거의 모두 페이스북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계정을 가지고 자주 접속하
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친구의 친구’, 혹은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관계망을
넓히고 있었으나, 그 깊이는 제각각이었다. B9의 경우, 중학교 때는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와만 늘 붙어 다니며 좁은 인간관계를 맺었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처
음에 아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친구의 친구를)알게”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
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과 온라인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삶의 소소한 일상을 SNS
로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때로 중학교 때 친구와의 친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기도 했고, 화장이나 연예인 등 친구들의 관심사를 따라가
기 위해, 그리고 남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장소로 SNS를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B2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이후에는 SNS 프로필에 “우리는 하나”와 같은 메시지

를 올려두는 등, 온라인 공간을 제한적이나마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온라인 세계는 중국 친구들과 연락하는 나의 연결고리이다: B1, B3, B7, B9, B10
SNS나 메신저는 중국에서 출생하고, 중국에서 학교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고향의 그리움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B10의 경우에는 중국 SNS에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대회 기록, 삶의 작은 기록들을 자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B10은 “어릴 때 친구들, 지금도 연락해요 문자하고 영상통화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올리면 보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주고.”라며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중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나온 B10은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연락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자신을 중국에서 왔다고 소개

하고, “중국 욕을 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학급 동료들한테 경고까지 한 그에게, 온라인은
고향과 한국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B9 역시 핸드폰을 통해 중국의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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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머니는 “오직 이 핸드폰을 손에서 못 떼요 계속 밤 새~ 문자하고 그래서 보면 자기
중국 애들끼리 밤새 문자하잖아요”라며 염려하고 계시며, 이를 통해 중국 SNS 어플리케이
션을 B9의 핸드폰에서 지워버리는 등 중국과의 연결점을 없애려고 했다. 그러나 B9에게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중국에 있는 친구들
은 멀리서 어머니와 떨어져 외로이 살던 B9에게 유일한 위로처였었다. 어머니는 중국 SNS
어플리케이션을 지웠을 때 B9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애가 막 우는거예요 왜 울어 하니까 엄마는 아 그때 처음으로 아가 입을 뗀게 저한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예요. 저한데 엄마는 뭐 응 어려울 때~ 가 어려울때 자기를 친구해줬던 사람
들인데 지금 내가 한국에 와서 잘 있다고 엄마는 그 사람들하고 나를 자기를 연락 못하게 한다
고 (중략) 그 말 떡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중략) 그래 미안하다고 니가 어려울 때 엄마가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때 막 안고 울었어요.”(B9 어머니, 2018 2차면담)

모든 일에 무기력하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꿈도 딱히 없고, 어머니에게도 상담사에
게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B9에게 중국 SNS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곳이었다. 어머니가 B9이 한국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하니까 일방적
으로 끊었던 중국 SNS는 처음으로 B9이 핸드폰으로 중국과 연락하는 이유를 털어놓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는 자신이 먼저 한국으로 떠난 뒤, 홀로 8년을 다른 이의
손에 맡겨져 자라던 B9를 돌봐준 것이 다름 아닌 중국의 친구들임을 알게 되었다. “처음이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B9의 행동에서 드러나듯,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는 중국출생 학생들에게 중국 SNS는 자신의 고향(친구)과 스스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4) 친구문화
○ 대부분 이 나이는 다 꾸미고 다닌다: B2, B5, B6, B9
고등학교에 입학한 중3(고1) 패널 여학생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
은 바로 고등학생이 되고 난 이후 시작된 화장(메이크업) 문화다. 신기하게도 이러한 현상
은 어떠한 지역이나 거주환경의 차이와 상관없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 학생들에게 공통적
으로 발견된다. B2나 B9처럼 중학교 때는 전혀 화장을 하지 않던 학생들이 이를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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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나 B6처럼 그 전에도 연하게 하던 학생들의 화장은 진해진다. 이것은 오늘날 일반적인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문화로 보인다.
B2의 경우, 중3때와 고1때의 화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B3은 입국 3년차 당시 면담

에서 화장은 “대한민국에 처음”온 자신이 절대로 보고 따라하면 안 되는, 자신이 “망가질”
수 있는 행동이었다. 함께 생활하는 또래를 생각하는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꾸미는데
지나치게 관심이 많거나 화장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화장 떡칠하고 놀러가고”하는 생활은 “기왕 거기서 목숨 걸고 넘어온 길인데 잘 살아야”

하는 B2에겐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만난 B2는 귀를
뚫고 면담자 앞에 나타났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생활이 되어”버린 화장과 꾸미
기는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익숙한 자신들의 문화가 되었다. 여학생들의 화장 문화는 조
금씩 ‘남한의 문화’에서, ‘나의 문화’가 되는 과정에 있다.
B5나 B6, B9 역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화장이 늘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화장을

따라하기도 하고, 화장 기술이 뛰어난 친구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화장품
가게에 가서 이것저것 발라보기도 한다. 중학교 때와 달리,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화장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B5에게 화장은 “대부분 이 나이는 다 꾸미고 다니”기에 자연스
러운 또래문화다. 엄밀하게 말하면, B5가 말한 “대부분 이 나이”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
사람들의 문화이다. 즉, 한국이라는 공간, 2018년이라는 현재, 고등학생이라는 연령, 여학
생이라는 성별이 결합된 대상들에게는 일반적인 문화일 수 있다. 반면 이 중 하나라도 조
건이 바뀌어 북한이라는 공간이라면, 10년 전의 한국이라면, 또는 초등학생이나 남학생들
이라면 공유되지 않을 특별한 ‘오늘날 한국 여고생’의 또래문화이다. 그러한 문화에 서서히
물들어 중3(고1) 패널 학생들은 이제 그 또래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방과후 또는 주말에 시간을 보내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SNS로 관련 정보를 퍼나르며 어울
리기 위한 적응 전략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선크림 쿠션 바르
고 눈썹은 필수로” 그리는 B6의 경우 더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내 얼굴을
보며 “다이어트 하고 얼굴도 많이 고쳐야 할 것”을 떠올리게 한다. 얼굴 외에도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멋있고 똑똑해지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해서 자존심이 상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학생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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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야기 한다.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 다이어트하고 얼굴도 많이 고쳐야 할 것 같고, 제

자신이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B6, 2018 3차면담)

그래서인지 여학생들은 때로는 SNS 프로필 사진에 담임교사가 못 알아볼 정도로 진하게
화장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잘생기고 예쁜 아이돌 사진을 올려두기도 한다. 교사가 여
러 번 경고를 주었는데도 귀걸이를 빼지 않아 혼나기도 하는 등 조금씩 처음엔 거부하고
터부시했던 남한의 문화를 이들은 조금씩 자신의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

○ 게임은 남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방법이다: B1, B3, B7, B8
B1의 경우는 2차면담과 3차면담 사이에 가장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었던 학생 중 한

명이다. 특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PC방에서 게임하며 밤을 새고 가출도 했었다.
그러나 B1에게 그러한 행동들은 백퍼센트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 재미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모님에게 죄송하기도 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필요한 돈이 많이 드는데 부모
님 돈을 “나쁜 데다가 써서” 죄송한 마음에 빨리 아르바이트 등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한다. 앞서 인용했듯, 2차면담에서 B1는 그룹홈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
다. “여기서 공부하면 친구가 비웃”기 때문이다. B1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PC
방에서 게임을 하며 밤을 새는 것이 주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고, 놀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농구하는 것도 좋아했고, “중학교에서 (농구를) 잘한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저보고 잘 한다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다 그~
시합 그런 것 나가는 사람들이(학생 선수) 와서” 이제 더 이상 농구하기가 싫어졌다. 중학
교까지 공부도 꽤 잘하던 B1은 나름대로 하향지원 차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B1은 아직도 대화 중에 어려운 한국어가 등장하면 이
해하지 못하며, 특히 한국으로 글 쓰는 것을 힘들어한다. 고등학교에 와서 더 어려워진 수
업시간도, 한국어로 글을 써야 하는 것도, “회사 들어가서 그런 상사하고 고객에게 말하는
화법” 등의 비즈니스 한국어도 이해하기 힘든 상태에서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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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니 B1은 모든 것에 무기력해졌다. B1은 “공부도 친구 따라가서 공부도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라고 말한다. 선수급인 친구들에 비해 농구에서도 자신감이 사라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내용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진 B1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
때에는 자신이 위축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친구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보다 학교 공부에 따라갈 수 없는 B1이 친구관계 속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7도 게임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친구와 어울리면서 그것에 빠져드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B7이 게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스스
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인지, 또는 아버지가 금지하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B7은 게임에 대해서 “그 전에 게임 딱 한 개 하다 안하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서 안 했어요.”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게임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친하게 지내는 남학생과 만나서 무
엇을 하냐는 질문에 B7은 주저 없이 “게임해요”라며 최근 함께 하는 게임 두 개의 이름을
댄다. 최근 유행하는 게임들은 네트워크상에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게
임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B3은 게임을 함께 하는 친구와, 그 외의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 집단이 조금 다르다.
B3은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과 “다 핸드폰 게임 같이”하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반면, 학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는 주로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노래방이나
영화관을 가기도 한다. 게임보다 밖에서 놀거나 옷을 사러 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더 좋아
하지만, 그룹홈에서는 다 같이 하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B8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게임으로 보낸다. 물론 컴퓨터를 하지 못할 때 혼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게임은 컴퓨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의 친구들이 만
나고 어울리는 공간이다. 기숙사에서 지내야 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B8은 주말에 주로
중학교 때 친구들과 만나는데, 만나서는 주로 “게임 하거나 대충 놀러”간다. 그에게도 게임
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 하는 즐거운 활동으로, 집에 있을 때는 게임을 통해 떨어져있
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며, 친구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도 함께 게임을 하러 가
서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 이처럼 B8에게 게임은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한 중학교 때 친구
들과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인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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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로 생활하는 B10을 제외한 모든 남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게임을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꼽았다. 그러나 게임을 하는 정도와 방식은 동일하지 않다. PC방에서 밤을
새가면서 게임을 하는 B1과 달리, B3은 그룹홈에서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B8은 주말
에 집중적으로 게임을 한다. 따라서 B1에게 친구들과 보내는 게임이나 여타의 시간은 학업
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인 반면, 다른 남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놀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놀이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다. 남학생들 각자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다른 형
태로 게임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개인이 홀로 하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
는 놀이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5) 정체성
중3(고1) 패널 아이들은 출신과 관련한 정체성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특히 의식되는 문제 영
역으로 나타나는 것은 북한배경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중국 정체성을 지닌 아이의 경우,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도 한다.

○ 고향은 그리움의 공간이다: 대부분
중3(고1) 패널 학생들이 묘사하는 북한 또는 중국은 ‘그리움’의 공간이다. 북한의 경우
지금은 갈 수 없고, 중국의 경우에는 가는데 돈과 시간이 들어 방문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늘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다. B8은 아직도 어머니에게 자주 고향에 두고 온 키우던 강아지
와 집 뒤의 개울가를 이야기한다. 함께 탈북할 수 없어서 두고 온 강아지와 물고기가 많아
잡으러 가던 개울은 때로 아직도 북에 있는 “외할머니랑 삼촌 보다” 더 그리운 존재이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하던 놀이문화도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B2의 경
우, 북한에서 하던 공기놀이, 줄넘기 등 친구들과 하던 놀이가 “여기 애들하고 다르게” 놀
던 기억이다. B5는 증폭기로 노래를 틀고 춤추던 즐거운 기억이 있다.
“노래를 담아가지고. 몰래. 조용한 집 가서. 틀어 놓고. 막 춤추고 놀아요. 그리고 돈이랑 모아

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떡 같은 거 해먹고. 하여튼 뭐 음식 같은 거 싸 가지고. 뭐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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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그래요. 어쩔 때는 밤새면서 놀고 그래요. 생일 때랑.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B5, 2017 1차 면담)

이 외에도 줄넘기, 제기차기(B6), 카드놀이, 연애하던 친구, 학교 경비를 서던 추억(B6)
등 중3(고1) 패널 아이들이 기억하는 북한, 또는 중국은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가득하다.
“북한에 있을 때, 학교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즐거웠어요.”라고 기억하는 B6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친구들과 보내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B10 역시 “거기는 친구들도 많고
요. 있잖아요. 고모들도 있고요. 이런 거요. 제일 많은 건 내 고향이잖아요.”라고 이야기한
다. 그곳이 북한이던 중국이던, 아이들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자신이 삶의 터전으로 인식
하던 공간에 대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는 연락할 도리가 없지만,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는 계속 연락하며
지내는 B7이나 B10과 같은 학생들도 있다. 특히, B10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중국에 계시기
에 전화나 영상통화로 연락을 “일주일에 한번 두 번 할 때도 있”다. 중국의 친구들과도
SNS를 통해 연락하는데 “어릴 때 친구들”과 “문자하고 영상통화 할 때도 있고”, B10이 운

동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경우 SNS를 통해 “올리면 보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주고”하
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리움의 깊이는 조금씩 옅어지기도 한다.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는 B1의 경우, 2017년 1차면담에서는 한국에 살고 싶지만 중국에 다시 돌아
가고 싶을 때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B1은 한국에 들어온
직후에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2차면담
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에 대해서 “잘 한 것 같아요. 중국에 있으면 돈 그냥 돈도
못 벌고, 그냥 길바닥에서” 생활할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 수준
이 더욱 높아질수록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다.

○ 중국과 달리, 북한 배경은 ‘안전한’ 친구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중3(고1) 패널들에게는 자신이 한국으로 오기 이전에 어떤 곳에서 생활했는지에 대한 공
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삶의 쟁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긴 학생
들과, 북한에서 생활한 기간이 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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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긴 친구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이중
언어로 사용하는 친구들이다. 이들은 한국어가 서툴어서 자신이 중국에서 살았던 것에 대
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드러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 “말 너무 못해서”(B6, 2018
3차면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살았던 배경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당하게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배경과 달리, 북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배경을 숨기고 ‘안
전한’ 친구들에게만 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먼저 북한이라는 배경은 말투로 드러나기
도 하지만,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학생들만큼 티가 나지는 않는다. B8의 경우, 처음
들어간 한국의 학교에서 “북한어로 말하지 않았”다. “애들이 말투가 신기하다고 했”지만,
북한에서 온 것을 알지는 못하고 신기한 방언을 쓴다고 생각했다. 이후 B8은 자신의 탈북
배경을 안 친구와 탁구를 치다가 “북한에서 온 주제에 뭐하냐고” 놀림을 받고 크게 싸우게
되었다. 이 일로 B8은 상처를 크게 받았고, “친하니까 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만 자신의
배경을 밝히게 되었다.
B2의 경우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북한에서 온 것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 알고 있

는 게 괜찮고 또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 배경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4명의 친
구들뿐이며, 대다수의 친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배경에 대해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그것은 비밀이며 자신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가까운 관계에서
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B5의 경우는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의 배경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차였던 2017년 1차면담에서는 자신이 일반 학교에
갈 경우, 북한 배경에 대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말할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었다. B5는
“앞으로 지내다 보면, 앞으로도 더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될 건데, 그냥 다 말하고. 당당하게

갈 거에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배경은 부끄럽거나 차별받을 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확
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된 2018년 2차면담에서는
“굳이 안 말할 것 같아요”라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3차면담에서 B5의 어머니는 B5

는 “빨리 남한말을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엄마가 선생님 상담해야지”라며
자신의 북한 배경이 학부모 면담 때문에 학교에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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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확인하게 되면 아이
들은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며 지낼 것이라던 기존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

○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모님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B10, B9
중3(고1) 패널의 경우, 정체성에 대한 부모와 학생의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중국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을 중국인으로 혹은 중국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국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B10의 경우 누군가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었을 때 자신을 중국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자신이
생각하는 고향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곳이고요. 그것은 맞잖아요.”라며 본인 삶에서 지
금까지의 터전이 중국이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평생을 살아오다 탈북한 이들
의 어머니는 자녀가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때
로는 자녀의 정체성을 수정해주기도 하고, 자녀에게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도 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려고도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부모의 노력에
반응하기 보다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B1의 경우, 중국 생활에 비해 한국 생활이 더 만족스럽지만 자신에게 중국어가 더 편하

고 중국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친척들도 있기에 자신은 한국인이자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평생을 살다 탈북한 어머니는 B1이 한국인 정체성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
다. B9의 경우도 자신을 중국에서 왔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머니에 따르면 “엄마
본적이 북한인지 한국인지 중국인지 그런 ” 관심이 B9에게는 없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나 평창올림픽 단일팀에 대해 B9의 어머니는 “내내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가슴이 막~ 진짜 이게 진짠가 뭐 이찌 너무 진짜 기대가 좀 많았어요 빨리 이제
(통일이) 됐으면” 하지만, 아이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라. 논의
중3(고1) 패널들에게는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물리적 공간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판단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성장으로 파악될 수도 있으
나 청소년기의 생각과 실제의 불균형을 드러내기도 한다. 주로 시간을 보내던 장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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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오가는 길, 고민하는 주제, 만나는 친구, 공부, 부모님과의 관계 등 학교급의 변화
와 함께 삶의 영역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변화시
키고 있었다.

○ 새로운 관계의 형성과 삶의 영역 확대 속에서 드러나는 양면성
여학생의 경우에는 강력한 또래문화 중 하나인 화장(메이크업)을 통해 친구들과 공통 관
심사를 확장해가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여느 여고생의 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들의 삶에 들어오는 과정은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것일 수 있
다. B2의 경험에 비추어볼 수 있듯, 처음 남한에 들어왔을 때는 ‘꾸미기 좋아하는’ 언니들
의 모습이 철없어 보이고, 선도가 필요하며, 자신들을 곧 ‘망하게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
었다. 한국에 입국한지 오래지 않은 학생의 눈에 비친 ‘화장하는 여고생’의 모습은 생경하
고, 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 따라가고, 닮아가며, 여느 여고생처럼 꾸미기 좋
아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자신의 생각을 되짚고, 바꿔가
며, 이제는 고등학교 여학생인 내게 당연하기까지 한 화장은 조금씩 ‘한국문화’가 ‘나의 문
화’가 되어 감을 드러낸다.
또래문화에 쏟는 관심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계속되고 이들의 경험은 확장
된다. 그것이 게임이든, SNS든, 학생들은 쉼 없이 온라인 연결망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얼굴을 본 적 없는 친구의 친구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기도 하며, 멀리 있는 고향의 친구들
과 연결되기도 한다. 고민을 나누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친구와 연락을 나누거나 게임을 하
기도 하지만, 때로는 SNS의 친구 목록을 바라만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패널들
의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 또래가 주는 힘과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에게는 네트워크 상의 게임이 아주 중요한 세상이다. 이것은 친구들과 함께 하
는 친구와 연결되는 방식이기도 하며 가장 큰 유흥이기도 하다. 게임은 이들에게 삶의 유
희가 되기도 하지만 공부를 방해하는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 되기도 하는 이중적 대상이다.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고 핸드폰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놀고 그들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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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여러 관계에서 나타나는 희망과 실제의 거리감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들에게는 다양한 층위의 ‘또래’가 있다. 사귀고 싶은 친구도 있고,
실제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 또한 단순히 절친한 친구와 먼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
라, 이들에게 친구는 얼굴만 아는 친구, 나의 배경까지 말할 수 있는 친구, 북한출생 친구,
북한에 가족이 아직 있는 친구, 중국출생 친구, 다문화가정의 친구 등 다양한 친구가 있다.
언어가 통하는가, 나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가,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가 등 다
양한 조건으로 묶인 친구관계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지나는 시점에는 한껏 확장되어
부풀어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면에서, 그리고 학습면에서 한국의 학교 적응을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넘게 하는 장치로 이들의 정착 과정을 돕고 있다.
또한 이들의 부모님과 선생님이라는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들에게 다가온다. 중
3(고1) 패널들은 어른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기도 하지만 미워하고 경원시하기도

한다. 문제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반면에 아직
은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장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제
시해주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른들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른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탈북청소년들은 그 가정 배경 특성상 어른들로부터 일찍 독립하는 경향을 강하
게 보이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경우 교사들이 그들의 가정에서의 지원 부족을 채워줄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탈북청소년들의 독특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 진로 결정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의 성장
중3(고1) 패널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결정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도 많았고, 고
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예상과 다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험
은 이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성장의 요인
이 되기도 하였다. 중3(고1) 패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고 이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막상 현실은 녹녹하지 않았다.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 중에 중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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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하향지원을 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고등학교에 들어가 보니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취업도 생각만큼 쉬워 보이지 않았다. 따야하는 자격증도 많은데, 컴퓨터에 익숙한 한국
친구들과 나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연유로 3차면담에서 만난 학생들
은 2차면담 때 보다는 더 자신감을 잃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이 교육적으로
퇴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잃은 자신감은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수준
을 바라보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고, 다시 목표와 자아상을 되잡게 된 학생들은 이
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기 초에 비해 무기력해진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확장된 또래관계와 작지만 소소하게 겪은 성공경험들은 이
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3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가. 패널 현황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2017년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

구 시작 시점에서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등으로 학교 밖에 있
던 청소년들이다. 2주기 종단연구 2년차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학생 패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이 ‘학업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3년차 연구부터는 이 패널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이라
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한다.
2년차 연구에서 다음 <표 Ⅴ-3>의 D1~D6까지 총 여섯 명의 청소년들로 1, 2차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2018년 3년차 연구 과정에서 D1이 탈락하고 D7이 합류하여, 현재 총 여섯
명으로 패널이 구성되어 있다. D1은 2017년 12월에 면담을 진행했으나, 이후 학교를 그만
두고 나서 학교, 부모, 친구 등 주위와 연락을 단절한 상태이다. 2017년 상반기에 진행되
었던 면담을 통해 D1은 대안학교에 와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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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었고, 연구자는 2018년에는 대학생이 된 D1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
다. 그러나 이후 D1은 예기치 못했던 힘든 사건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
고 주위와의 연락을 끊었다. D1 사례처럼 기존의 일상에서 벗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삶의
궤도에 들어서기도 하는 사례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점은 이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
이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기존 패널 여섯 명에 대한 1차면담을 진행하였고,
2018년 4월에서 7월까지 D1을 제외하고 신규패널 D7을 포함한 패널 6명과 이들의 부모

및 교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Ⅴ-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현황(2018년)
유형*

대안학교
및
학교 밖
(N=6)

구분

성별

출생국

입국
연도

출생
연도

D1

여자

북한

2016

1995

대안학교 → 학교 밖

D2

남자

중국

2009

1999

일반중 → 대안학교 위탁 →
각종학교(대안학교, 고3)

D3

남자

중국

2011

2000

일반학교 → 대안학교 → 일반학교 →
자퇴후 검정고시 → 각종학교(대안학교, 고2)

D4

여자

북한

2008

2001

일반학교 → 대안학교 → 일반학교(고1)

D5

여자

북한

2016

1995

학교 밖(무학, 취업)

D6

여자

북한

2007

1999

일반학교 → 대안학교 → 대학진학 →
휴학 중(입시준비)

D7

여자

북한

2016

2002

각종학교(대안학교, 고1)

진학 및 현 소속

나. 환경적 특징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환경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D2와 D3은 탈북민 어머

니와 중국 조선족 아버지 사이에서 중국에서 출생하였고, 다른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태어
나 생활하다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D2와 D3은 중국에서 출생했지만, 가정 내에서 한국어
를 익히거나 조선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언어 적응의 어려움을 크게 겪지는
않았다. D6은 가족들과 함께 탈북하고, D5는 가족보다 앞서 단독으로 탈북하였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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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모두 어머니 또는 양쪽 부모가 먼저 탈북한 후 북한이나 중국에 홀로 남겨져
조부모, 친척, 오빠 등과 같이 생활하다가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 뒤 부모의 인도에 따라
남한으로 오게 되었다. D2, D3, D6은 친부모가 모두 남한으로 와서 함께 살고 있고, D4와
D7은 아버지는 북한에서 사망하고 어머니가 남한에 와서 재혼하였다. D5는 한국에 친척

이 있지만 혼자 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다.
D2, D3, D4, D6은 초등학교 학령기에 입국 후 남한에서 초등학교에 편입한 후 일반중

고등학교나 탈북청소년 대상의 대안중고등학교로 진학했고, D7은 고등학교 취학 연령기에
입국하여 남한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D5는 만 20세가 지나 입국하였다. 작년에 학
력인정 대안고등학교에 다녔던 청소년 세 명 중 D2와 D3은 현재 같은 학교에 계속 재학
중이며, D6은 대학교에 진학했다가 휴학하였다. 작년에 대안중학교에 재학했던 D4는 고
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일반학교를 선택하였고, 학교교육이 필요한 상태이나 취업 중이었던
D5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추가패널인 D7은 지난해에 입국하여 금년에 학

력인정 대안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패널 중 D6만이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D2, D3, D7은 학교 기숙사, D4는
그룹홈에서 살고 있으며, D5는 혼자 살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D2,
D3, D7의 집은 지방에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연

휴, 방학기간에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 D4는 서울에 집이 있지만, 지방에 있는
그룹홈에서 살면서 인근 학교에 다니고 있다.
각 학생의 생애 이력 및 환경 특성은 다음과 같다. D2와 D3은 탈북민 어머니와 조선족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고 남한에 온지 10년을 넘긴 10대
후반의 남학생들이다. 이들은 모두 남한에 입국하여 초등학교로 편입하였고 일반중학교에
진학하여 다니다가 중간에 위탁교육 형식으로 대안학교에 다니게 된다. D2는 대안중학교
를 마치고 학력인정 대안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다. D2는 중국 조
선족 남성과 탈북민 여성의 재혼 가정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먼저 들어온 아버지의 뒤를 따라 어머니와 D2가 차례로 한국으로 왔다. 그
후, 중국과 북한에 살고 있던, 부모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형제들이 모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형과 누나들은 모두 따로 살고 있고, D2는 기숙사에서 살면서 가끔씩
부모님이 계신 집에 다녀오고 있다.

202

Ⅴ. 성장단계별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

D3도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D3이 취학 전의 어린 나이였을 때, 어머니와 조선족인 아버

지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외동아들이었던 D3은 중국의 친척집에 맡겨졌고, 초등학교 고학
년이 되자 부모님을 따라가겠다고 졸라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D3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중학교에 진학한 후, 위탁교육 형식으로 대안중학교를 잠시 다니다가 다시 일반중학교
로 복귀했다가 몇 달 후 중학교를 자퇴하였다. 그 후 검정고시를 보고 학력인정 대안고등
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다니고 있다.
D4와 D7은 10대 중후반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다. 둘 다 어릴 때 어머니가 탈북

하여 북한에서 어렵게 살다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혼자 남한으로 오게 되었다. D4는 세 살
때 어머니가 탈북한 후 할머니와 둘이서 살았는데,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지
나서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10여년 전 남한에 온 D4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편
입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어머니의 결정으로 1학년 때 위탁교
육 형식으로 지방에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로 가게 되었다.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
니고 싶었던 D4는 중학교 졸업 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D4
의 어머니는 남한에서 새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도 낳았다. D4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어머니와 큰 갈등을 겪었고, 중학교 때 대안학교로 전학하면서 그룹홈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다.
D7은 채 열 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탈북하고 아버지는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서,

새어머니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D7이 중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그는 친척집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오빠와 함께 집을
얻어 따로 나와 살게 되었다. 그 후 몇 년간 농사일과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다. 2년 전 어머니의 도움으로 남한으로 오게 된 D7은 어머니를 만
나고 늦게나마 어머니와 양부의 돌봄 하에 지내고 있다. D7은 일반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부모의 결정에 따라 학력인정 대안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다.
현재 2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인 D5는 혼자 국경을 넘어 중국에 몇 년간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왔다. 그는 북한에서 생활이 매우 어려워 초등학교를 6개월밖에 다니지 못했고
집에서 기본적인 읽기와 산수를 배웠다. 입국 후 정착한 지역의 복지관에서 한 달 정도
초등학교 과정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 그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만, 북한에 있는 어머니
와 동생 등 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돈을 버는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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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하여 일하고 있다. D5는 직장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다. 이모와 남한 출
신 이모부는 D5가 한국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다.
D6은 남한 입국 후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해서 일반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전학했다. D6은 북한에서도, 남한에 와서도 가정
폭력과 가난,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힘든 성장기를 거쳤다. 한때 심각한 우울증을 겪
었던 D6은 심한 심리적 고통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일반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학력인정 대안고등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그 후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한 D6은
대안학교에서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었고, 올해 초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
하였다.

다. 삶의 주요 영역
1) 진로
연령과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
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진로선택의 문제이다. 이들에게 진로 문제는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 특별전형과 대학등록금 지원 혜택이 없어 “흙수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D2, D3
일반적인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 성취를 위한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연계망이 부
족한 탈북청소년들에게 대학 졸업 자격을 갖추는 것은 남한 사회에서 자리잡기 위한 기본
적인 요건으로 여겨진다. 중도입국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은 탈
북청소년들에게 대학특례입학 전형과 등록금 지원 혜택은 그러한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
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제3국출생 청소년들에게는 대학진학 시 탈북청소년 특례
입학전형과 등록금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된다. 중국출생 청소년인 D2와 D3이 그런 경우이다. D2가 다
니는 대안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D2는 대
학에 갈 생각이 없다. 그는 일반고등학교를 다녀봐야 3년간 공부를 안하고 놀 게 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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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에서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 대안학교로 진학했다. 대안학교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고 직업 관
련 자격증 취득도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 D2는 중학교 때도 대학진학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공부는 “완전히 포기했다.” 대학진학을 격려하는 대안학교의 분위기 속에서
도 D2가 자신의 진로로 대학진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3국출생 청소년들에게는 특례입학 전형과 대학등록금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
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특별전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약간 지원금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원 같은데 나오면은 지원금 같은 것도 저희는 못 받으니까. 그런 지원금
이 좀 저희한테도 나왔으면은 저희가 약간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좀 할 수 있고 그랬을텐데,
지원금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냥 흙수저가…. 요즘 많이 나오는 말,
흙수저는 그냥 흙수저로 사는 거잖아요. 발전을 할라면 일찍부터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흙수저 인생을 사는 거죠.” (D2, 2017 1차면담)

D2는 대학에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가 그런 스펙을 원하기 때문에” 신경

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공부를 안하게 되면 “남들과 같은 길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서 좋을 것이라면서도, 대학은 나중에라도 가고 싶으면 언제든
지 갈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대학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D2의 어머니는 부모가 모두 건강이 안 좋아서 D2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다.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D2는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도 아닌데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서 학비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덧붙인다. 그의 대답은 졸업 후 진로 중 하나로 대학진학을 고려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경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D2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내부
업 이외의 일을 하기 어려운데, 최근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집안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D2가 대학공부를 눈앞의 선택이 아닌 먼 미래의 일로 유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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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재미있는 일을 찾고 싶은데, 학교와 가정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
렵다.: D2
D2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지만,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다. 그는 연구자와

만날 때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얘기하곤 했다. 작년에 D2는
바텐더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성년이 되면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바텐더일을 하겠다
고 했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D2는 댄스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노래와 춤은 취미생활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학교 요리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더빙에도 관심이 있어 기
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자신
이 그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본 적은 없다. D2는 고
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졸업 후에 무엇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친
구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할 4년간 자신은 공부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할”
생각이다.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D2는 친구들이 머리로 배우는 거라면 자신
은 실제적인 경험을 “몸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몸으로만 배우면 안되니까
책같은 것도 많이 읽어보고,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랑 실내인테리어자격증도 따고 싶
다”고 한다.
D2의 확실한 목표 한 가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당장은 장사를 해 볼 생각인데,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해서 물건을 들여와 여자친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
고 싶다.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책도 읽어보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계획은 게임을 콘텐츠로 하여 1인방송을 운영하는 크리에
이터로 활동하는 것이다. 지금은 좋은 장비가 없어서 재미삼아 가끔씩 방송콘텐츠를 만들
어 보는 정도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본격적으로 장
비를 갖춰서 재미나게 해보려고” 한다. 그가 1인방송을 하고 싶은 이유는 그 일은 힘들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놀면서 즐기는 것이고, 또 잘하면 아주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D2는 자신의 진로에 관해 친구들과 종종 얘기를 나누지만, 가족이나 선생님과 거의 상

의를 하지 않는다. 부모님은 자신의 진로에 관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다. 종종 직장에 다니는 형이 장사에 관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조언을 따르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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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는 생각한다. D2의 어머니가 보기에 D2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D2의 어머니는 자신보다
D2가 진로정보를 더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말할 뿐 진로와 관련해서 D2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D2는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면 “절대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지원을 해주되 20프로는
당연히 부모로서 걱정할 것은 걱정하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겠다.”고 말한다. 자녀 지도
계획에 관한 D2의 말은 어쩌면 그가 자신의 부모에게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D2는 학교에서 진로 수업시간을 통해 자격증 관련 정보나 사이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진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선생님께도 진로 관련한 조언을 구하지
는 않는 편인데,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굳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찾
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D2의 담임선생님이 보기에 D2는 똑똑하고 학교에서
크게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과 진학 의지가 미약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학생이다. 대학진학을 하지 않을 거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취업 준
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 교사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D2는 주조
기능사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담임선생님은 D2가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해서
졸업 후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좋을텐데,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술집 아르바
이트나 공사장 노동 같은 것만 생각해서 답답함을 느낀다. 부모라도 적극적으로 직업진로
를 찾는 것을 독려해주어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지도를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교사가
보기에 D2의 부모는 진로지도에 관해 “같이 확 손을 놓으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담임
교사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D2의 어머니는 다른 의견을 피력한다. 어머니가 보기에는 D2
가 목표의식이나 진로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D2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학교에서 뒷받
침해줄 수 없는 것뿐이다.
D2는 다양한 일에 흥미를 느끼지만, 그것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진로체험의 기회나 구체적인 진로정보를 주위의 성인들에게서 구할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은 대학진학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진로장벽으로 작용하며,
바텐더, 댄서, 유투버 등 그가 흥미를 느끼는 직업은 학교의 틀 안에서 권장되지 않는 일들
이어서 관련 정보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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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이 더 빠르다. 그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로경험은 아르바이트처럼 직접 자신의
몸으로 사회를 체험해보는 것뿐이다.

○ 대학진학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하나이다.: D3
D2와 D3은 비슷한 가정배경과 학업환경을 갖고 있는 또래이지만, 진로성숙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D2와 달리, D3은 가
정과 학교의 지원 하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개발해나가고 있는 사례다. 중국에서 태어나 초
등학교 때 한국으로 온 D3의 꿈은 미용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는 중학교 시절
소위 “중2병”에 걸려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고, 일반중학교와 대안학교를 오가다가 결국
“사고를 치고” 자퇴를 하였다. 지금 다니는 대안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고비가 있었지

만, 그는 곧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된다. 그는 “내가 공부도 그렇게 잘 하는 편도 아닌데 학교
를 졸업하면 뭘 하지?”라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머리를 다듬고 화장
을 하고 옷을 코디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자신의 진로를 미용 부문으로 설정했다.
부모님은 D3의 꿈을 적극 지지하면서 D3이 미용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원비를 마련해
주셨다.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부응을 해야 한다”고 D3은 생각한
다. 담임교사도 매주 한 번씩 계획서를 쓰게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다짐한 바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후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에 세 번씩 메이
크업 학원에 다녔고, 5개월 만에 기능대회에 출전해서 상을 탔다. 그는 요즘 “고민의 50%
는 미용, 30%는 경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미용기술을 익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D3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대학진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미용

쪽”으로 진출하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학교에 동아리 봉사활동을 나온 관련 분야 전문가
의 조언을 듣고 나서 미용관련 교사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는 지방 전문대학 미용 관련
학과로 진학할 것을 결정하였다.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교사자격증을 따고 졸업 후 미용 분
야에서 경력을 쌓아 기능시험 감독위원이 되거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할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은 미용 관련 자격증 획득과 기능대회 수상 등의 경력을 쌓아 수시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원수강 장학금을 주고 자격증 필기시
험 대비 공부를 도와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D3은 대안학교로 온 것이 자신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반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때 친구들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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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인데, 그 친구들을 보면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면 나도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
이 든다.
D3에게도 대학 등록금은 큰 걱정거리이다. 현재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를

그리는 “뇌그림 그리기”를 요청했을 때, D3은 국적선택, 군대문제, 취직 등과 함께, 대학
교, 대학등록금을 각각 자신의 고민거리로 그려 넣었다. 그는 자신이 “새터민이 아니라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부모님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신다고 할 것 같은데 부
모님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등록금을 모을 생각이
라고 말한다. “술집 써빙 같이 시급이 센 알바”를 하면 대학진학에 필요한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때로는 대학입학의 낮은 문턱이 시행착오를 불러온다.: D6
중국출생 청소년들과 비교해볼 때, 남한 학생들과의 경쟁 없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
학에 진학할 수 있는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에게는 대학진학의 문이 비교적 넓게 열려있
다. 또한 성적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은 진로에 대
한 깊은 고민 없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대학
입학의 낮은 문턱이 길게 돌아가야 하는 삶의 우회로를 만들기도 한다.
D6은 지난해에 특별전형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에 합격했고, 그 중 한 대학의 이과계

열로 입학했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대안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다. 고등학
교 2학년 때까지는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했지만, 자신의 성격과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진로를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문사회계열 진학도 고려했지만, 그동안 “이과
과목을 공부했던 것이 아깝고” 선생님들도 인문사회계열 학과는 취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조언을 하셔서, 일주일 만에 이과계열의 기초학문 분야 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합격
통보를 받은 D6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꿈꾸기 힘든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지난해 말, D6은 “사실은 많이 혼란스럽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자신
은 유학도 가고 싶고 교환학생도 해보고 싶고 세계로 나가서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은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말하기대회에서 입상하여 해외연수를 다녀
온 후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글로벌교육을 지향하는 명문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하게 된 것
은 기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전공분야는 취업이 잘 안 될 것 같아 걱정이 되기

209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도 했다.
D6은 입학한지 한 달 반 만에 휴학을 하고 전공을 바꿔 다시 대학에 도전하려고 준비하

고 있다. 대학에서 전공 관련 과목의 교양수업 내용도 어려운데다가, 수업이 영어로 진행
되어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D6이 입학한 대학은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전 과목 강의를 영어로 진행했던 것이다. D6은 번역본 교재
를 사서 예습을 했지만, “100분의 수업시간 중 10분간의 수업내용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남한 출신 급우들과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걸 느끼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학력 차이
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졌다.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점점 의기소침해
졌고, 공강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예습복습을 하느라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서 같
은 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그렇게 해서라도 “절실하게 어떻게든 따라가고” 싶
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D6은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학과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판단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선택했는데 너무 일이 잘 풀린 거예요.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쑥쑥 다 붙어버린 거예

요. 아, 너무… (중략) 이과라는 게 정말 차곡차곡 쌓아야 갈 수 있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 정말 제가 이 악물고 한다 해도 이 갭은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제가 딱 생각한 게 ‘아, 정말 얘네도 처음이었으면, 그랬으면 또 다른 생각이 들었을까?’

한 시간에 앉아있을 때 제가 옆에 같이 앉았던 동생한테 물었어요. “어렵다. 이해돼?” 하니까
“어, 이거 다 배웠던 건데.” 하는 거예요.” (D6, 2018 3차면담)

이과 과목들은 어려웠지만 글쓰기 시간은 재미있었다. 글쓰기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D6이 조금 더 공부해서 새로운 진로를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D6은 휴학 후 시간을 갖고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이전에는 “환
경을 보느라고 자신을 볼 새가 없었고”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발견해나가면서 새
로운 진로를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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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한국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D5
10대 후반의 나이에 홀로 북한 땅을 떠나 중국에서 몇 년간 머물다 2년 전 한국으로

온 20대 초반의 여성 탈북청소년 D5에게 자신의 진로란 “말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다. 그
는 북한은 국가가 직장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가 없지만, 남한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잘 하면 성공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자신은 “많이 못 배우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배울 게 너무 많다.”
지금 D5에게 가장 중요한 진로결정은 직장을 계속 다닐지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
할지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생활고로 인해 초등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던 D5는 홀
로 남한에 온 뒤 학업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지역 복지관에서 한 달 정도 초등학교 과정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것이 그가 남한에 와서 한 공부의 전부였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
만, 돈을 모아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그의 삶에서 가장 긴급한 목표는 돈을 모으는
것인데, 그것은 목돈을 모아야만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남한으로 데리고 올 수 있
기 때문이다. 지금 그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공부가 모두 필요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직장을 다니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 교육기관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직장일과 병행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는 없었
다. 공부가 부족하여 조건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가족과 하루
빨리 만나기 위해서 공부보다 돈을 버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D5는 일단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고, 탈북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

장’을 활용하여 2년 안에 약간의 목돈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후에 일을 계속할지
검정고시 학원이나 탈북청소년 대상의 학교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지는 미
지수이다. 취업이나 진로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남한 사람인 이모부에게 간
혹 물어본다. 공부를 해서 가이드나 사무직 일을 해보고 싶지만, 현재의 진로계획은 “일을
계속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진로선택의 여지가 많은 남한사회에서도 D5에게 진로란 여
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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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부
일반적으로 학령기 청소년들의 삶에서 공부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남한 입국 전 북한이나 탈북과정에서의 교육공백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D4와 D5는 북한에서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에
빈곤과 부모의 탈북으로 인해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D7 역시 부모의 탈북으로
중학교 시기에 학업이 중단되었다. D2는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왔는데,
부모가 한국으로 간 후 여기저기 전학을 다니고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학업공백이 생기
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청소년들은 모두 고등학교 학령
기 이상의 나이인데, 이들 중 여러 명에게서 학업결손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청소
년들에게 학업결손은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되며,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공
부를 포기하는 요인이 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유가 된다.

○ 공부의 결핍은 자신감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D5
공부의 결핍은 생활 전반에서 자신감 결핍이나 관계의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한다. 북한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D5는 남한에 와서도 공부의 결
핍을 만회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남한 입국 후 하나원에서 초
등학령기의 아동들과 함께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과 한반에
섞여 공부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초등반에서 공부하지 않았고, 지역사회 정착 후
에 지역의 복지관에서 한 달 정도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지관에
서 공부하면서 학습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공부를 해야 살기 쉽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
다. 그러나 가족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급선무였던 D5는 바로 취업을 하였고, 체계
적으로 학교공부를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그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하고 있다. 이전에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했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약간의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어,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기초회
화를 배우고 있다. 배운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기회는 없지만,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재미있고 거리를 다니면서 영문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공부한 보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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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있다. 문서편집과 엑셀 등 사무직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툴도 책과 인터넷을 이
용해서 독학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 학교공
부, 특히 수학과 영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학력도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검정고시학
원을 알아보고 있지만, 학원비가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시간도 잘 맞지 않아서 고
민하고 있다.
D5에게 있어 공부의 부족과 사회에서 인정되는 학력의 부재는 취업이나 경제적 수입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D5가 자신의 직장에서 ‘직장동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
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이고, 남한 사람들은 전부 관리직이거나 보다 편한 일을 하고 있다.
D5는 외국인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내가 배운 게 있다면 이들과 같이 일할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친근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드
물다. 서로 교류하거나 대화를 하고 지내는 사람들 중 탈북민이나 외국인노동자가 아닌 사
람은 이모부가 유일하다. 직장에도 남한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처지가 아니어서 업무지시
이외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 그는 남한 사람들과 같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남한 사
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혼자 떠 있는 섬으로 존재한다.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수강생들과는
“그냥 가고 오고 인사만 하는 사이”로 지낸다. 교회 같은 종교기관에도 다니지 않으며, 남

한 출신의 친구나 이성을 사귀지도 않는다. 이성교제를 권하는 이모 부부가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했지만, 자신은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니까”, “사귀어도 제대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거절하고 있다. 그는 남한 사람들과 조금 더 알고 지내고 싶지 않느냐는 연구자
의 질문에 대해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대답한다.
D5가 한정된 일상생활의 반경 속에서 극히 제한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탕에는 공부가 부족하다는 자각과 그로 인한 자신감 결여가 작용하는 듯하
다. 그는 남한 사회에서 무엇이 어려운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이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바보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답한다. 한
국은 “나라가 잘 사니까 사람들도 발달된 거 같고, 생각 자체가 많이 앞서 가고,” 자신은
아직 “한국사람이 되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면담 과정에서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를 보면, D5는 공부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노골적인 무시를 당
하거나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결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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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해 공부를 하지 못해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다는 자아인식과 필요한 공부를 제대
로 할 수 없는 상황은 D5의 삶에서 직업적 성장과 인간관계 확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D5: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도 제가 너무 배운 거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 조금 그런 거에

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가볍게 만나는, 상대방을 만나도 북한 사람하고 중국사람은 또
싫으니까 한국사람 만나려면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배운 것도 없고 한국에 대해서
모르고 하니까… 자존심….
면담자: 한국을 잘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면 잘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D5: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한꺼번에 다 배우지는 못하고 하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
다가 보면 제가 모르는 말도 막 하면 그게 뭘까 생각하는 게… 조금.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싫고. 이 사람이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면담자: 근데 뭐 약간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D5: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된다고 그러나?

면담자: 왜 그런 경험이 없는데?
D5: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제 자신이 배운 게 없으니까요. 한국사람 다 배우고 살잖아요. 무식하

다고 생각할까봐. (D5, 2018 3차면담)

○ 공부의 목표는 학교 졸업하기: D2, D4
탈북청소년 대안중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초에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한 D4가 올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은 “공부를 너무 안 한 것”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공부를 열심히 하
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를 오갔던 D4는 일반
학교에서 대안학교로, 다시 대안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옮겨갈 때마다 다른 학교환경에 적응
해야 했다. 중학교 1학년때 대안학교로 전학을 가서는 학교친구들의 성향과 생활방식이
달라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특히 중국출생 친구들은 한국어가 잘 안돼서 자신
이 많이 도와주곤 했다. D4가 다녔던 대안학교에서는 학과공부를 강조했는데, D4는 좋아
하는 수업만 듣고 잠을 자곤 했다.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해서는 공부를 따라가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D4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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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주 보는 점이 일반학교가 대안학교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말한다. 일년에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총 8회의 시험과 수시로 진행되는 수행평가가 있어서 “죽어라 공부만 해야 한
다.” 친구들이 “자퇴할까 뛰어내릴까?”라는 농담을 할 정도이다. 자신은 초등학교와 중학
교 때 영어와 수학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지만, “밑의 것을 알아야 위의 것을 알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위의 것”만 가르쳐주
어 수업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영어는 학원을 다니면서 보충을 하고 있고, 수학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수학시간에 수업내용을 전혀 못 알아들어 대안
학교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있다. 수행평가도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겠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솔직히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관리가 안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 학교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면서 미술도 잘하고 음악

도 잘한다. 자신은 체육만 잘하고 공부도, 음악도, 미술도 다 잘 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
어머니는 “농땡이 부려도 된다.”면서 대학에 가지 말고 판매원 일을 같이하자고 하시지만,
D4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다. 사회복지사같이 활동적인 일이 자신에게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다. 공부하기는 싫지만 대학에는 가고 싶고, 대학에 가려면 일단 “고등학교를 잘 마
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D2에게도 학교공부는 “하기 싫은 것”이고 졸업을 위해 해야 하는 것
이다. 그가 다니는 대안학교는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 입장이 돼서 봤을 때” 수업이 재미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두 과
목을 제외하고는 교과수업에 큰 관심은 없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기 때
문에 그는 학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그는 인생에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다 “공부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상위 10%가 아니면
공부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본다. 그에게 공부란 학생으로서 “해야 하기는 하는데, 안 해
도 되는 것”이다.

○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D3, D7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 속하는 청소년 중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에 의미를

부여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금년 초에 대안고등학교에 입학한 D7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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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이다. D7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자녀의 학업에 관심이 많고 그 점을 적극적으로 표
현한다. D7은 자신이 공부를 잘 하는 것,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부모님께 중요하다고 인지
하고 있다.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뒷받침해줄 수 있으니, 목표 세우
고 그 꿈을 이루면서 “보란 듯이 열심히”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몇
년간 학업공백이 있었던 D7은 한국에 와서 대안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6개월 정도 집에
서 기초학력을 다지기 위한 공부를 했고, 부모님과 함께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를 방문하면
서 어느 학교로 진학할지를 고민했다. 새아버지는 북한에서의 학업결손 때문에 일반학교에
서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을 우려해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다.
D7은 자신이 알던 탈북청소년 친구들이 모두 일반학교에 갔기 때문에 자신도 일반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새아버지의 말을 따라 대안학교에 진학했다. 새아버지가 한국 사회를 잘
아시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D7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놀면서도 마

음이 불편하고 늘 ‘공부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한다. 한편으로는 지금은 친구들과 재미있
게 놀면서 추억을 만들어야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
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학교 선생님이나 선배언니들은 잘 하고 있다고 자신을 칭찬하
지만, 자신은 아직 목표를 세우지 못해서 걱정이 된다. 북한에서 돈이 없어서 힘들었기 때
문에 한국에 와서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대학을 잘 가야 한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2학년 때쯤에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직진, 달리
기”를 할 생각이다.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
신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D3은 학과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거나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다. 담임교사에 의

하면 D3은 “공부에 대해 열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는” 학생이다. 스스로도 “공부를 그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D3의
올해 계획은 “공부 열심히 하기”였다. 왜 그런 목표를 설정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미용 관련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한다.
공부를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될 것과 사업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중학교 재학 시기 방황의 시간을 겪었고, 대안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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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학한 후에도 잦은 결석 등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D3이 올해 “공부 열심히
하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미용전문가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
는 데 학교공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일어서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다.: D6
올해 초 대학에 입학한 D6에게는 공부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
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학교에서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전학을 한 D6는 성장기부터
가정폭력과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대안학교로 전학 후, D6은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하고 공부에 매달렸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학업에 대한 열망과 학업성취욕구가 강했던 D6은 학업에 매
진했고, 올해 초 생태학자의 꿈을 안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입학을 몇 달 앞두고 그는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영어공부를 하고
교양도서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대학생활을 준비했다. 대안학교에서는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
지만, 대학에 들어가니 우려했던 바대로 학과공부의 어려움이 컸다. 입학하자마자 공부 때문
에 너무 힘들었다. 전공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가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영어로 진행되
는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D6은 적어도 수업은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한 달 반 만에 휴학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휴학 후에도 D6의 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공부이다. 그는 전공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대학입시에 다시 한 번 도전하기로 결심한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전
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을지 고민하는 한편, 도서관에 가서 하루종일 혼자 공부를 한다. 대
학은 꼭 졸업하려고 하는데,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지금 상태로는 어렵고, 기초를 쌓
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주일 중 사흘은 종일 영어공부를 하고,
이틀은 서양철학사를 비롯한 교양서적을 읽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전공하게 되든지 간에
영어공부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철학사 공부는 어렵지만,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생
각이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현대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롭다. 주말에는 멘토와 함께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검토한다. “내
가 하나라도 진짜 완전하게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대안학
교에서 대학진학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절실하게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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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맞추어 공부하지는 못했다. 한 달 반 정도 대학을 다니면서 수업을 따라가느라고
힘들었지만, 자신이 “이를 악물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후회스럽지
는 않다. D6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이고,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한다.

3) 돈 벌기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중 절반의 청소년은 민법상 성년의 나이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거나 결혼하여 부모 슬하를 떠나면서 사회적 독립을 이루는 청소년들과 달리, 이
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과 사회를 경험하면서 비교적 일찍 ‘어른’이 되는 경험을
한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중 몇몇 청소년들에게 돈을 버는 일은 보다 나은 직업을
갖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에 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부모의
부재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이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돈을 벌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짐으로써 성인으로 독립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 “발전이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한다.: D5
D5에게 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삶의 요구였다. 북한에서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그에게는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했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자신이 남
한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절박감에 그는 공부가 아닌 취업을 선택했다. 남한에 먼저 정
착한 이모가 살고 있었지만 이모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남한 사회 정착 당시에 이미 성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도
편치 않았다.
D5는 지금 직장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혼자 생활하면서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

고 있다. 밤늦게까지 2교대로 일하고 일주일에 한번 있는 휴일도 일정하지 않은 직장생활
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런
일을 견뎌내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목적, 돈 때문”이다. 남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컴퓨터도 다루지 못하는 까닭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잠깐 카운터
일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는 말을 손님들이 못 알아듣고 물어봐서 “멘붕”이
었다. 손님과 말할 때마다 두렵고, 예약사항을 컴퓨터로 확인하는 것도 서툴러서 며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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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시 청소업무로 돌아갔다. 3인 1조로 하루에 100개 정도의 방을 청소하는데, 같이 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노동자로 나이가 조금 있는 아주머니들이다.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은 안 하고, 한국 사람들도 하지 않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일”이고
“발전이 없고” “경력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직장을 그만두면 다른 곳에 취직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꾸준히 직장을 다니는 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다. 매일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생활에 변화가 없다. “좀 발전되는 일”을 하고 싶지
만, 학력도 기술도 없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다. D5는 스물을 갓 넘긴 나이에
취업을 위한 어떤 준비도 없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직업전환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도 시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재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북에 있는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될 미래의 꿈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 “일만 하는 개미왕국”에서는 그 길을 따라가야 살 수 있다.: D2
D2는 “머릿속에 온통 돈 버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할 정도로 돈 버는 일을 중요

하게 생각한다. 그는 남한에 와서 살면서 한국 사회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회라는 걸
느끼고 “돈에 대해 많이 집착하게 되었다.”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자기 가족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살 길을 찾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 사회는 맨날 일만 하는 개미왕국” 같다고 생각한
다.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야 사니까”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
D2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아직 갓 미성년이 지난 나이인데다 학교에 다니고 있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필요한 돈을 충당한다. 그가 아르바
이트로 해 본 일은 음식점 서빙, 편의점일 등 주로 서비스업종의 시간제 노동이다. 음식점
일은 다섯 군데 정도 해봤는데, 대부분 한두 달을 넘기지 못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숙사 근처의 동네 식당 서빙 일이었는데, 많이 혼나면서 손님 접대하
는 법을 배웠다. 학교 수업시간이나 기숙사 귀가시간과 맞지 않아 일을 그만둔 경우도 있
고, 너무 힘들거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편하지 않아 일을 그만둔 경우도 있다. 식당일은
방과 후에 4시간씩 일하고 대략 한 달에 60만원 정도를 벌었다. 편의점에서는 밤새 일하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일이 단조로워서 지루하고 밤에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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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 못해서 힘들었다.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성인들보다 적게 주는 것은 차별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보면 “학생들이 성인보다 효율
성이 적으니까” 그런 차별이 한편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규 직업이 아닌 아르바이트이지만, 일하는 과정을 통해 성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도 한다. D2는 성년의 나이가 되자, 편의점이나 서빙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술집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어머니가 보증금을 대주시고 자신이 돈을 벌어 월세를 낼
계획으로 기숙사에서 나와 방을 얻어 독립하고, 구직정보지를 통해 집근처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양주를 판매하는 작은 술집에서 방과 후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다섯 시간씩 일을 하게 되었다. 웨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가서 보니 테이블 정리와 술과 안주를 서빙하는 것이 하는 일의 전부였
다. 가끔씩 행패를 부리는 “진상 손님”이 있을 때는 나가서 경찰 부르기도 했다. 그는 웨이
터 일을 하면서 성인들의 밤문화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다.

“(어떤 손님들은) 웨이터를 되게 하등생물처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더럽게 본다 그래야

되나? 약간 자기들하고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저는 되게 그 사람 싫었어요. (중략)
진짜로 지저분해요, 성인들이 노는 게요. 훨씬 더, 젊은층보다는 훨씬 더 더럽게 놀고요. 진짜
성인들이라면 뭔가 좀 더 품격있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별로더라고요. 지저분하게 노는 사
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보면서 ‘아, 그렇게 노는구나.’ 이미지만 안 좋은 거죠. 근데 저는 뭐
그 사람들하고 놀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젊은층들하고 노니까 자기가 뭐 잘 놀면 되는
거죠.”(D2, 2018 3차면담)

일을 시작한지 두 달 만에 술집이 문을 닫게 되면서 술집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D2는 월세를 내지 못해 기숙사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귀가
해야 하는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D2는 기숙사 귀가시간에 맞춰 밤 10
시까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한편, 틈틈이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벌
고 있다.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하여 돈을 버는 것인데, 지금은 두세 시간 투자해서 게
임을 하면 7천원쯤 벌 수 있다. 큰 돈이 되지는 않지만, 시간을 들여 게임 레벨을 올려놓으
면 시간당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재미도 있기 때문에 매일 밤 한두 시간이라도 게임
을 하여 레벨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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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돈을 벌지만 경제학습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 D2, D5
D2는 자신의 가장 큰 관심이 돈을 버는 일이라고 말하고, 늘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

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정작 특정한 목적을 갖고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에게 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술집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한 달에 백만
원이 넘는 목돈을 벌었지만 옷 사고 맛있는 것 사먹는 데 돈을 다 썼다. “돈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D2는 자신이 돈을 벌 때는 여자친구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줬고, 지금은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여자친구에게 얻어먹고 있다.
D2가 방을 얻어 독립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카드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주었다. D2의

어머니는 D2가 돈을 “물같이 쓴다.”고 염려하면서도, D2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형편이 되
는 한 해주고 싶어 한다. 자녀들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있고,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남
자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안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월세는 D2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하기로 하고 집을 얻었지만, 한 달치만 내고 내지 못해서 결국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2는 집을 정리하지도 않은 채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고, 결국
보증금은 한푼도 남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가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D2는 “엄마,
내가 대신 경험 삼았잖아. 엄마 아들한테 투자했다 생각해.”라고 말했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관심만큼 돈 관리와 경제적 계약관계 등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는 부족하고, 가정 내
에서 이를 안내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상황이나, 탈북민과 관련된 경제범죄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
하여 곤란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D5는 청소일을 하면서 어렵게 벌어 모은 돈을 사기 당했
다. 탈북민들은 브로커를 통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고 때로는 탈북을 안내하
는 선을 대어 가족의 탈북을 돕기도 한다. D5는 탈북 후 중국에서 몇 년간 생활하다 입국
했는데, 중국에 있을 때는 북한의 가족들에게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남한에 정착한
후에 탈북 5년만에 어머니와의 연락을 시도했다. 어머니와 통화한 후에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중간에서 브로커가 돈을 가로채고 남한과 통화를 했다고

어머니를 신고해서 어머니는 노동단련대에 잡혀가게 되었다. 대북송금이나 북한과의 연락
은 국내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북한 내에서는 적발시 큰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고액의 수수료가 붙는 것은 물론, 사기를 당했을 때 이를 처리할 마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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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도 없다. D5는 친구들을 통해 믿을만하다는 브로커를 알아보고 한 일인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보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신이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단련대에 끌려가 고생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
가 들고, 어머니를 단련대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뇌물로 쓸 돈을 보내야 하는데 또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저한테는 희망이라면 그냥 엄마하고 만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고 그게…. (중략) 엄마 일을

도전하다가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사기당하고 하니까 더 막 한심해요. 내가 너무 서둘렀다, 조
급하게.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당분간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
요. 너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갖고.” (D5, 2018 3차면담)

탈북 브로커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기사건은 상대방이 중국이나 북한에 있어 국내법
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내법상으로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송금을 하는 행위
는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더군다
나 단독 탈북하여 혼자 살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존재감이 상당
히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단지 경제적 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으로 큰 충격을 준다.

4) 가족과 대안적 관계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중 많은 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성장기와 부모의 탈북으로

인해 헤어져 있었던 기간,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받고 가족관계의 갈등을 경험하였다. 부모의 탈북으로 인한 원하지 않았
던 갑작스러운 이별의 경험, 보호자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
함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 장기간의 이별과 남한에서 부모의 재혼과 새로운 가족 구성에
따른 가족 간의 정서적 거리감과 실망감 등은 많은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것들이다. 갈등
요소의 성격과 심리적 상처의 정도에 따라 가족문제는 탈북청소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
한 영역이 되기도 한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탈북청소년들은 가족관계의 재형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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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등의 심리적 지원, 종교생활 등을 계기로 하여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가족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다른 관계들을 통해 회복되기도 한
다.: D4, D6
D4와 D6은 남한 입국 후 지금까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고 가족문제는

이들의 삶에서 늘 고민이 되는 영역이다. D4는 세 살 때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몇 년 만에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만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돈을 버느라고 바빴던 어
머니는 D4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었다. 북한에서 할머니와 생활하면서 공부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규율이나 예의범절 등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D4는 어머니에
게 혼이 많이 났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무섭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초등학교 고
학년에 접어들면서 D4는 가출 등 문제행동을 하게 되고 어머니와의 갈등도 깊어졌다. D4
는 일반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1학년 때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지방에 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D4를 보내면서 D4는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게 된다. D4는 대안중학교를 졸업
하고 현재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일반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난해 12월 면담을 하면서 D4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했다는 자랑으로 말문을 열었
다. 예전에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를 다시 안 보겠다는 생각도 종종 했었는데,
어머니를 편하게 대하려고 마음먹고 지내다보니 어머니와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었
다. 이제는 주말에도 집에 자주 가고, 방학 때도 집에 가서 동생을 돌보고 가사일을 돕는
다, D4가 어머니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 계기는 친한 선배언니의 권유로 어느
교회에 다니게 된 일이었다. D4가 다니는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로, 소그룹별 모임을 통해
삶과 신앙을 나누는 활동을 중시한다.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가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경청해주고, 멘토를 정해서 성경공부도 같이 한다. D4는 그 교회에서 단 두 명뿐인 10대
로, 어른들의 관심과 귀여움을 받고 있다. D4는 율법만 강조하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교회에서는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전이 되고 길이 세워지고 기뻐하게 된
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집을 찾아갔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었다.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계기로 D4는 어머니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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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게 되었다.
D4의 경우에 가족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가족같은 분위

기의 종교공동체였다면, D6의 경우에는 대안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심리상담, 가족관계 개
선을 위한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D6은 가족이 다함께 탈북하여 남
한사회에 정착했으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부모의 폭언과 혹독한 양육방식, 가정불화,
아버지의 음주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남한에 와서 가정환경은 더 악화되었다. 부모
님은 늘 D6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대학을 가라”, “네 인생을 가꿀 길은 공부밖에는
없다”는 말을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버느라고 D6을 제대로 돌
볼 수 없었다. D6은 힘들고 아픈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께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D6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애쓰다가 심리적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자퇴를 원하게 된다. 자식이 학교를 자퇴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부모
님의 말을 듣고 D6은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최악의 상황에서 D6은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에 있는 대안학교
를 찾아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게 된다. 그는 대안학교에 와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대로 모두 표출했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찾아간
D6을 “같이 안아주고 성장시킨 엄마 아빠”였다. D6은 학교에서 소개해 준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나갈 힘을
얻게 되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고 예민한 성격도 많이 누그러들면서 사
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다. 부모님과 조금씩 소통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에게도 상
담을 권해드렸다. 어머니는 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상담을 받으셨다. 어머니가 상담을 마치자 아버지도 상담
을 시작했고 술도 줄였다.
D6은 대학입학 후 학과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 휴학을 하게 되어 좌절감을 맛보았지만,

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오히려 휴학을 계기로 해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고 관계가
개선되었다. D6은 대학을 휴학하고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자신은 왜
이런 것도 못 하느냐고, 끈기도 없는 자신이 “쓰레기같이 여겨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전에
는 자신이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너는 인내심이 없다”, “왜 이런 것도 못하냐?”
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이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이해해 주고, 천천히 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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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찾아 다시 한 번 도전해보라고 말했다. D6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기다리고 격려
해주시고, 자신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시간을 내서 상담을 받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
다. D6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와는 서로 솔
직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 2년 전만 해도 D6에게 가족은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을 만들어내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기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 새로운 가족 구성이 남한사회 적응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D7
탈북민들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이주해오는 과정을 보면 온 가족이 함께 탈북하여 남한
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먼저 탈북하여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입국하고, 남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잡은 후에 돈을 모아 북한
에 남은 가족을 한두 사람씩 남한으로 데리고 온다. 이 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사망이나
혼인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 부모와
헤어졌던 탈북청소년들이 몇 년 후 남한에 오면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새로운 가족관계의 구성은 청소년들의 삶
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의 전환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D7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7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탈북을 하고 아버지마저 곧 돌아가시게 되어 어린 나이에

오빠와 단둘이 살면서 스스로 생계를 이어갔다. 남한에 정착한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어
D7 남매를 남한으로 데리고 와서 D7은 이별한지 6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어머

니가 탈북한 후,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을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에 D7은 어머니의 얼굴조
차 기억할 수 없었다. D7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버려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은 어머니도 북한에서 힘들게 살았고 남한에 와서도 자식들이 보고 싶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D7은 “지금 엄마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힘든 것이 무엇이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D7은 “힘든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한다. 북한에서 보호자 없이 살 때는 힘든 것 같었는데 “쓰윽 견디고 쓰윽
지나치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별거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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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은 북한에서 부모의 보호 없이 상당한 기간 어렵게 생활했고 학업공백도 있었지만,

현재 큰 심리적 어려움 없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밝게 생활하고 있다. D7이 새로운 환경
에 잘 적응하고 있는 데에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배려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어머니
는 한국 사회 정착 후 남한 출신 남성과 재혼을 했다. D7의 새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있었지
만 모두 결혼하여 독립한 상태였기 때문에, D7 남매를 친자식처럼 잘 키우고 싶어 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 D7이 하나
원에 있는 기간에 부부가 함께 면회를 가고 전화도 자주 했다. 집에 아이들이 쓸 가구와
컴퓨터를 갖추어 놓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D7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몇 달간
직접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예절과 배려심을 가르쳤다. 진로와
관련된 주요 결정도 새아버지의 몫이었다. 그는 지인들을 통해 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이 겪
는 어려움에 대해 전해 듣고 D7과 함께 여러 개 학교를 방문하면서 어느 학교에 입학시킬
지 고민하였다. 교육공백이 많아 일반학교로 바로 들어가면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이라고 판단하고 대안학교 입학을 권유하였다. D7이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생일날 케이크
와 간식을 사들고 학교를 찾았고, 학부모 총회 때에도 한나절이 걸리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 그는 학부모 총회 참석자 중 유일한 아버지였다. D7은 학부모총회에 참석
하러 온 새아버지를 보며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다. D7의 어머니는 자녀교육에
대해 오히려 남편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얘기한다. 먼 길을 돌아 낯설게 만난 이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배우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남편은) 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지지해주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내놓고는. 이것

도 하고 싶다 하면은 “얼마나 북한에서 해보고 싶던 거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그리고
무작정 “하지 마.” 일단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
게 해주면 엄마가 좋겠는데.” 이거는 저희 신랑이 얘들한테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내식대로 막 너무 했다.“ (D7 어머니, 2018 2차면담)

○ 부모님도 힘드니까 힘든 걸 얘기하기 어렵다.: D2
중국 조선족 남성을 아버지로, 탈북민 여성을 어머니로 둔 D2의 가정은 여러모로 취약
계층 가구의 특성을 보여준다. D2의 부모는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 자격으로 받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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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어머니는 탈북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365일
약 없으면 못 사는” 상태로, 육체적 질환뿐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증세 등 심리적 병증으로
도 고생하고 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해보지 못했다. 요양보
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몸이 아파서 곧 그만두어야 했다. 집에서 부업
거리를 받아서 틈틈이 부업을 하고 있는데,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되지는 못해서 늘 “자식들
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사회적 관계가 별로 없다보니 한국 사람들과 말을 할 기회도 별로
없다. 가끔씩 스트레스가 쌓이면 동네 아주머니들과 노래방에 가서 술을 먹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자주 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봉사단체에서 한 달
에 한 번씩 장애아동들을 도우러 봉사를 나가는 일이 그에게는 “바람 쐬는 일”이고 “평화”
이다. D2의 아버지가 하는 일은 수입이 불규칙해서 수입이 적은 달에는 카드로 현금서비
스를 받아서 쓰고 다음 달에 갚는 식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아버지는 매끼마다 술을 드셔서
건강이 좋지 않고, “돈과 여러 가지 가정사”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싸우곤 한다. D2의 어머
니는 중국에서는 잡혀갈까봐 큰 소리로 말을 하지도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그럴 염려가
없으니 “마음대로 크게 싸운다.” 이혼서류를 들고 법원에 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자녀
들을 생각해서 “꾹 참고 산다.”
가족구성원의 건강 문제, 경제적 빈곤, 가정불화가 서로 얽혀 있는 D2 가족의 환경은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D2는 “어머니는 빛이 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신
에게 가족은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관계”라고 말한다. D2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신에 대해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많고,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 특히 아버지와는 거의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친한 친구나 여자친구보다 멀게 느껴진다. 집에 가면 D2는
자신의 생활에 관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힘든 일에 관해서는 자주 얘기하지 않는
다. “부모님도 충분히 힘들고” “힘든 걸 얘기해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
머니가 D2에게 하소연을 하는 편이다. 아프고 힘든 걸 어디 얘기할 데도 없으니 ‘쟤네들이
나 힘든 걸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에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 D2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쁜 생각 하지 않게 위로해 드리고” 그냥 들어드리지만,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아닌 여자친구에게 얘기한다. 자신이 결혼을 하면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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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얘기에는 현재 자신의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아쉬움이 드러난다.
“결혼을 하면은요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요, 약간 그냥 가정에서요 되게, 저는 지금

제 사는 집을 바탕으로 아름답게 엄청 여러 가지 계획이 많아요. 놀러 다니는 계획이나 그런
것도 많고요. 뭐 일주일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영화 보러 다니고 뭐 보러 가는 거 있고.
이제 이주에 한 번씩은 가족끼리 대화 같은 거 뭐, 매주 뭐 피드백하듯이. 만약에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가 어느 정도 컸을 시에 애들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략)
애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서…. 그리고 늘 꿈꾸어 왔던 거예요. 뭐 여행 같은 것도 애들 방학 되면은 같이 놀러가고, 뭐
가끔가다가 애들을 따로 두고 같이 둘이서 놀러.” (D2, 2017 2차면담)

○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나를 성장시킨다.: D3
D3은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중 가장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가 고

민하거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주제 중에 가족과 관련된 것은 없었는데, 그것은 가족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족과 관련된 큰 심리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나 근심거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3는 가정이 “늘 평화롭다”고 말한
다. 그가 그린 자신의 인생곡선 그래프에는 탄생 시점이 높은 위치의 점으로, 부모가 한국
으로 오면서 헤어졌던 시기가 가장 낮은 위치의 점으로, 부모를 다시 만났던 시기가 다시
가장 높은 위치의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는 한국에 오니 부모님이 다 계셔서 편하고
자유로워졌다고 말한다.
부모와 헤어져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인생곡선 그래프에서 낮은 위치의 점으로
표시된 지점이 있었는데, 그 시기는 중학교 때 “노는 애들”과 어울려 “사고를 친” 때였다.
그 사건 이후에 그는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도 했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걸 깨
닫게 되고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부모님은 D3이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 진로를 개척해가도록 믿고 기다리며 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D3이 자신의 다짐대로 “모범생”으로 재탄생하는 길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지만, 가
족의 신뢰와 사랑 덕분에 흔들렸다가도 초심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한다. D3은 자신의 인생
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도 어머니이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도 어머니라고 했다. D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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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족은 자신을 “믿어주고 성장시켜주는 사람”이다.

○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삶에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이다.: D5
한편, 북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소식조차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없는 가족이 현재 남한
에서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10대 후반에 가족을 두고 탈북하여
남한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 D5가 그러하다. 그는 북한에서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 혼자 사는 생활은 늘 외롭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이 더 그립다. 최근에는 브로커를 통해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다가 사
기를 당해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자기혼자만을 생각한다면 북한에 있는 가족은 잊고 남한
사회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D5는 진정한 행복은 “부모님과 같이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D5의 가장 큰 꿈은 “내 집을 갖는 것”이다. 그가 말
하는 “내 집”은 남한에 와서 결혼해서 새롭게 만드는 가족이 아니라 어머니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집이다. 그는 번듯한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온가족이 모여살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에 떨어져 있는 원
가족은 현실생활에서 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의 삶을 지탱시키는 정서적 힘이자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5) 친구
청소년들의 삶에서 친구란 때론 가족보다 더 가깝고 소중한 관계이다. ‘대안학교 및 학교
밖 패널’에 속하는 청소년들도 학교 안팎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얘기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생활한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 중 다수는 일반학교에 다니다 대안학
교로 왔으며, 일반학교 재학 시 북한 또는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대안학교에서 일반학교와는 다른 친구관계를 경험한다.

○ 따돌림의 경험은 길게 영향을 미친다.: D3, D6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입국한 네 명의 청소년(D2,
D3, D4, D6)은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면서 북한과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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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따돌림을 경험했다. D4와 D6은 학교에 편입하고 곧 언어 차이와 교사의 일방적인
공개로 인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원하지 않게 알려졌고, 이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
과 따돌림을 당했다. 그들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는 전략
을 선택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D2와 D3은 집안에서 한국말을 같이 쓰거나 조선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언어 적응의 어려움을 크게 겪지는 않았지만, 일반학교를 다니
면서 친구들의 놀림과 괴롭힘을 경험했다.
남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정체성 차이로 인해 겪은 부정적 경험은 이후에도 남한 친구
들과의 관계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D3은 한국에 와서 처음 다녔던 학교에서 자
신을 “중국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첫 학교와 달리 전학을 가게 된
다른 학교에서는 중국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 사건으로
D3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중국 출신임을 말하고 싶지 않아졌다. 그는 남한 청소년 중에는

자신과 같은 “다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을 때 “쟤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러겠지.”라고 하면서 무시한다는 것이
다. 그런 태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얼굴이나 말투를 보면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남한 출신의 중학교 때 친구들과도 친한데, 이들은 “내가 중국인이
라는 편견을 갖지 않고, 부모님이 북한출신이라는 편견도 갖지 않고 나와 잘 놀아주는” 친
구들이다. 그는 자신을 “짱깨”라고 하거나 부모님을 “빨갱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다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3은 아직도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 꺼려진다. 자신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몰래 제 얘기를 할 때 중국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D6도 초등학교 편입 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전교에 공개되

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 때문에 중학교 때 다른 지역으로 전
학을 가게 되면서부터는 북한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다. 몇 명의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
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
은 “딱 선을 긋고” 대했다. 안 좋은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건데,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북한출신 친구들과는 달리 남한 친구들에게는
“실수를 꺼리는 강박증”을 가지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다. 어릴 때는 북한출신이라

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기가 죽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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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D6은 대학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는 자신이 북한출신임을 자연스럽게 밝히려고 생각했다. 전체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소개
를 할 때 얘기하려고 자신을 소개할 말까지도 다 준비해놓았으나, 공교롭게도 시간이 모자
라서 자기 조가 발표를 못 하게 되면서 “자수할 기회”를 놓쳤다.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얘
기할 자리도 없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서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지 얘기하지 못한 채 휴
학을 하게 되었다.

○ 대안학교 친구는 ‘출신’이 상관없는 친구다.: D2, D3, D7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청소년 중 대안학교에 다니는 D2, D3, D7은 모두 친구관

계가 원만하다. D2는 중학교 때, D3은 초등학교 때 남한 친구들에게 중국에서 왔다는 이
유로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었다. D3은 그때의 일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는 북한과 중국출생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중국출생 학생 중에는 한국말
이 서툰 학생들이 있고 북한출신 학생들은 중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북한출생 탈북청소년
과 중국출생 탈북민 자녀를 같이 교육하는 대안학교에서는 북한출생 청소년과 중국출생
청소년들이 서로 잘 섞이지 않고 각각 하위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D2와 D3은 초등
학교 때까지 중국에서 생활하였고, 한국에 온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양쪽의
친구들과 다 잘 지내고 있다. 이들은 대안학교 친구들은 “출신같은 건 상관이 없는”, “‘중국
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러겠지’라는 편견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말한다.
D2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어서 학급에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친구들이 힘들

때 자신이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자신도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을 나누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여자친구에게 얘기한다. 사람들과의 사이에 다섯 개의 벽이 있다면 그냥 학교
에서 마주치는 친구들은 제일 바깥쪽의 벽에, 친한 친구들은 밖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벽에, 여자친구는 그보다 안쪽에 있다. D2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은 이성교제에 대해 조
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안에서 소문이 나거나 단둘이서 다니는 것이
눈에 띄면 주의를 준다. 그런데 D2는 여자친구를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여
자친구와 헤어지면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으니 졸업할 때까지 안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농
담을 할 정도이다. D2에게 여자친구는 부모님께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털어놓고 마음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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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여자친구와는 부모님께도 서로 인사한 사이로, D2는 졸업하
면 여자친구와 집을 얻어서 같이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D3도 학교에서 “친구를 걸러내지 않고 그냥 다 친하다.” 그는 친구들의 말은 나쁜 말이

라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들어준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단짝 친구는 D3과 “잘
맞고” 배경도 같은 친구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친구와 얘기하면 괜찮아진다.
D7은 지난해에 한국에 와서 올해 초 대안학교에 입학한 여학생이다. 하나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또래 친구들이 모두 일반학교로 진학하고 자신만 대안학교로 오게 되어 좀 섭섭했
는데,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단짝친구들도 생겼다. 이들 “절친”들은 늘 같이 놀러
다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풀어주고 위로해준다.” 이들과는 집안사정 같은
하기 어려운 얘기도 ”그냥 숨김없이 다 털어놓는“ 사이이다.

○ ‘친구의 친구들’과 만나 친구가 된다.: D7
D7에게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단짝친구들이 네 명 있는데, 이들끼리 놀기도 하지만 각

자 한두 명씩 다른 친구들을 불러와서 여러 명이 같이 모여 놀기도 한다. 또 하나원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과 연락을 해서 모여 놀 때 그 친구들이 자기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남한 출신 또래들과도 같이 놀기도 한다. 같이 얘기하고 놀다가 헤어지고, 다음번에 또 연
락해서 만나서 놀고, 그러다 보면 서로 친구가 된다. D7은 가끔 남한 친구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듣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처음부
터 얘기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언어 차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한 친
구들은 북한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남북한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신기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에서 온 얘들이랑 친해지다가 이제 걔가 일반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만나서

놀다가 이제 친해지는 거에요. 친구의 친구끼리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걔는 일반학교
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언어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니까 이제 좀 말하는 게 좀 괜히 이제.
‘아, 이 말을 하면 쟤는 알아듣지 못할지…’ 가끔은 이제 말실수를 해서,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 얘들도 꽤 있었어요. 저는 그냥 북한애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깐 얘들이 서로 막 물
어봐요.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교회에도 저희 친구, 저희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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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맨날 물어보고. 막 북한애들 어떻게 노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말해주면 “아, 여기 되게 옛날에 이제 많이 놀던 거다. “얘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중략)
“북한에서는 어떻게 지내?” “얘들 어떻게 놀아?” “연애는 어떻게 해?” 그렇게 물어보면 얘기해

주고. 신기하다 그러고. 얘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면 되게 교과서적으로 배워줘
가지고 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그렇게 생각했대
요. 막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머리에) 뿔…. 그러는 거예요.”(D7, 2018 1차면담)

라. 논의
○ 교육적 성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패널 청소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공부인데 비해, 상대적
으로 나이가 많고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도 긴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에게 가
장 중요한 삶의 영역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문제이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의 연령 특성상 이들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은 좁게는
대학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선택의 문제이지만, 넓게는 학교 졸업 후에 진입하게 될 직
업세계와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성인으로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며, 가까운 미래에 가정
을 이룰 준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26) “결과를 예상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성찰하는
가운데 경험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는 과정”(김정원 외, 2016: 206)이라는 의미의
‘교육적 성장’은 각각의 청소년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D3은 중학교 시기 학업부적응의 경험을 딛고 지난해에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진로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자신감, 몰입, 책임감 등은 성장의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목표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학교공부에도 영향을 주어, 그는 학교공부를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위치 짓고, 다소 불성실했던 과거
의 학업태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D6은 대학입학 후 기초학력과 적성 문제로
인해 학업부적응의 경험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진로선택 과정에 대한 성찰

26) 생애과정을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로 구분할 때,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소년기는 청년기에 해당하며, 이는
청년 전기(11~13세), 청년 중기(13~17세), 청년 후기(17세~20대 초반)로 세분된다.(허혜경･김혜수, 2010: 285) 이러
한 구분에 따르면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은 대부분 청년 후기 연령집단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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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실패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는 ‘교육적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D4는 오
랜 갈등을 겪었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풀어가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교육적 성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양한데, D3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표함으로써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모님이 성장의 주
요한 힘이 되었다.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진 진로지도와 학원비 지원, 직업기술 관련 동아리
운영과 같은 제도적 지원도 D3의 교육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D6의 경
우에는 D6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 측면에서의 좌절과 개인적 성찰이 기존의 자신
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부에서 겪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
에서 가족과 멘토의 격려와 신뢰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린 자세로 접근
하는 개방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D4의 경우에는 종교공동체가 보여준 가족과 같은 유대감
과 관심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D4의 사례는 부모의 탈북 후 장기간의 이별과 재결합 과정에
서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상처와 부모-자녀 간 갈등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울 때, 가족을 대
신하여 청소년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가족으로부터의 분리가 오히
려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역이지만, 그
속에서 성장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
소년 중 다수가 돈을 버는 일을 자신의 삶에서 시급한 일로 여기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감이나 개방적 태도, 몰입, 책임감과 같은 성장의 요소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는 어려웠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직업기술이나 고용 관련 정보, 경제관이나 금융지식, 합리
적 소비태도 등 같은,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알바’로
대표되는 저임금의 미숙련 단기 노동 위주의 주변화된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진로와 성장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대안고등학교 입학 후 자신의 진로를 찾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D3과 달리,
비슷한 성장환경과 가정 및 학교 배경을 지닌 D2는 교사로부터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D2는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 대학진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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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포기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의 구체적인 진로계획이 막연하여 교사의 안타까움
을 자아내는 학생이다. 그러나 D2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중
심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해가기 위해 애써왔음을 알 수 있다. D2는 ‘대안학
교 및 학교밖 패널’ 중 가장 공부에 흥미가 없는 청소년이지만, 공부 이외의 다방면에 대해
관심이 많고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이다. 그는 연구자와 만날 때마다
노래, 춤, 요리, 게임, 바텐더, 레크리에이션, 인테리어디자인, 인터넷쇼핑몰, 개인방송 등 자
신이 흥미를 느끼는 다양한 분야에 관해 얘기했다. D2의 부모와 담임교사에 의하면, D2는
관심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많고 늘 떠들썩하고 “쇼맨십이 있고” 학급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친구이다. D2가 흥미를 보이는 분야는 대부분 학교에서 교사들이 권
하는 전통적인 직업진로의 목록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D2가 다니는 대안학교의 교사에 따르
면, 이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실력을 높여 대학진학을 하도록 하고 직업기술
분야를 염두에 둔 학생들은 직업기술에 기반 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트
랙”으로 진로를 지도하고 있다. D2의 담임선생님은 D2에게 있어 최선의 진로는 “직업전문
학교라도 가는 것, 거기서 좀 잘 배워서 취업에 연계되고 정규직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술 분야의 자격증을 따거나 전문학교 진학을 고려해보기를 D2에게 권하고 있다.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이란 기계, 전기, 건설 등 특정 산업 분야나 미용, 간호 등 ‘건전한’ 서비
스업 부문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D2가 하고 싶어 하는 일과 배우고 싶어 하는 기술은
연예계나 대중매체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선망 직업 분야이거나, 바텐더처럼 어른들이 보기
에 다소 건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는 서비스업종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직업들에 대
한 어른들의 무지와 편견을 걷어내고 보면 D2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
는 그의 성격이나 흥미에 잘 맞는 직업일 수 있다. 그가 그런 직업 분야를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돈’과 ‘재미’인데, 그것은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기준과는 다른,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진로선택 기준이다.
탈북청소년 진로지도에 있어, 대학진학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실제 사회 진출 후 취
업 가능한 직업기술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는 대안학교 교사들의 주요한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D2의 사례는 사회변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와 청소
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진학이냐 취업이냐를 선택하는데 중심에 둔
진로지도가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이들의 생활세계와 유리되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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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여준다. D2에게 특정한 기술자격증 취득을 권하는 식의 진로지도 대신, 자신의 삶
에서 직업의 의미와 직업 변화의 전망을 조망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자
신이 원하는 직업에 요구되는 보편적, 구체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세심한 진로지도가 이
루어졌다면, D2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교육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D2의 사례는 진학이 아니면 기술 분야
의 취업이라는 양자택일식 관점에서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진로를 재단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살아갈 사회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청소년들의
고민과 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 교육적 결핍을 만회하고 성장을 도모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소년이 존재한다.
20대 초반의 무연고 청소년 D5는 교육과 심리적 지원이 시급한 상태이지만, 생활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청소년 교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북한
에서 가난한 가정환경 때문에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한국에 와서도 직장에 다니
느라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정고시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탈북청소년 대안
학교를 찾아보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퇴근 후 한두 시간과 휴일이 고작인
그가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는 없었다. 검정고시학원도 직장에서 먼 곳에 있어 시간이 맞
지 않고 학원비도 부담이 되어 이용할 수가 없다. 다양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제도가 있
지만, 그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D5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교육적 결핍이 단순히 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신감을 낮추는 요
인으로 작용하면서 삶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기초영어회화나 컴퓨터 활용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는 할 수 있는 업무는 매우 제
한되고, 그로 인해 직장 내에서 남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와 일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된다. 만 24세 미만이어서 무연고청소년 주거시설에게 생활할
수 있지만, 직장생활 등의 이유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정보를 얻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변변히 없다. 가족유형별 탈북민
적응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 탈북민들은 사회적 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기보다는 정보적 지지를 추구하고 제한적인 인간관계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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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상되는 정서적 취약유형인데(김현아･조영아･김요완, 2012: 6), D5는 그 전형적인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D5의 사례는 공교육 체계와 대안교육기관,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통
해 다양한 탈북청소년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
요함에도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의 문제이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청소년 중 일반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D2, D3, D4, D6

은 모두 일반학교를 다닐 때 북한과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경험했다. 그 경험은 이들이 대안학교를 택한 이유의 일부가 되기도 했고, 이후 다른 장에
서 남한 청소년이나 남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들이 일반학교에서 느낀 차별과 배제는 탈북청소년 또는 중
국출신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이면서, 동시에 서열 문화가 지배하
는 남한 학급 문화의 반영이기도 하다. D2는 중학교 때 자신이 남한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남한 학교의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그
는 중국에서는 학급 친구들이 “두루두루 다 친한데” 비해, 남한의 중학교 남학생들은 힘과
친구관계로 서열을 매긴다고 말한다. 서열이 없는 친구들은 “평범한 애들”인데, 그 중에서
도 “약간 특별한 애들”이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D2는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 때
문에 평범하지도 못한 “약간 특별한 애”가 되어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배제와 서열화의
문화는 학교와 학급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고 남한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지내다가 다른 학교에 가서는 정반대의 경험
을 하기도 한다. D3이 그런 경우인데, 그는 남한에 와서 처음 편입한 초등학교에서는 “중
국사람”이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신기해하고 중국말을 가르쳐달라고 관심을 보여서
자신은 중국사람이라고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다. 그런데 몇 달 후 전학한 다른 학교에서
는 “짱깨”라고 놀림을 당하게 되고, 그 뒤로는 중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한 정형화된 편견을 수업시간에 접하기도 한다. D6은 일
반학교 재학시 통일교육 시간에 북한을 “빨갱이”, “거지”, “도와야 할 존재”, “피해를 주는
존재”로 보는 남한 친구들의 인식을 접했다. 분단으로 인한 뿌리 깊은 적대감은 학급에서
만나는 탈북청소년들을 개별적인 친구관계로 인식하기에 앞서 열등한 존재, 적대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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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로 만나도록 만든다.
이에 비해, 북한과 중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대안학교에서는 출신지
역에 따른 친소관계는 있었지만, 정체성을 밝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D7은 입국 후에 일반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안학교로 입학한 사례인데, 그는 대안학

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남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차별이나 배제
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D7이 초중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숙한 고등학교 학령기의
나이라는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그와 남한 친구들과의 대면이 서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낯선 관계가 아닌, 우호적이고 친숙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놀림, 따돌림과 같은 낯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과 배제는 상당 부분 만남이 이루어지는 관계와 장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친구의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탈북청소년들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친구
가 된다. ‘통합’이란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배경을 스스럼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자존감을
지닌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김정원 외, 2016: 207)을 생각할
때, 이는 적대감의 개입이 없는 동등한 관계가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정체성 문제는 대안학교 졸업 후 대학생활이나 국적선택에서 문제로 드러난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에게 북한배경이라는 정체성 문제는 친구관계나 국

적을 선택하는 문제를 통해 나타난다. 일반학교와 달리 대안학교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이 북
한이나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거나 이로 인해 친구관계에
서 갈등을 겪지는 않는다. 대안학교에서는 북한출생 청소년들과 중국출생 청소년들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고 언어가 통하는 친구들끼리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따돌림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거나 청소년들이 학교 내의 친구관계 속에서 출생
국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나 상처를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대안학교를 다닐 때는 문제가 되
지 않지만, 일반학교나 대학 등 남한 학생들과 접촉하는 공간에 재진입할 때 다시 문제가
된다. D6은 대학에 입학한 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에 관해 얘기하지 않고, 공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때 어색하지 않게 자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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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공개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D6은 북한출신이라는 것이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았지만 “고향”을 숨기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할 기회를 찾았다. 그는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것이 경상북도 출
신이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휴학할 때까
지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향을 공개할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중 중국출생 청소년들에게 정체성 문제는 국적선택과 관련되

어 문제로 드러난다. 중국출생 청소년들은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남학생들
의 경우에는 국적을 선택하는 문제가 병역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징병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면 국적선택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D2와 D3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
인데, 이들의 경우에 국적을 선택하는 문제는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취업이나 병역 등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이다. D2는 한국국적을 선
택했는데, 국적선택의 과정에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 그는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
지 않고, 나라가 저한테 많이 보태준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여기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국적을 선택해서 좋은
점은 자유롭게 여행 다니기 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D3은 가족이나 친척관계를 생각하면
중국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사회생활하는 데는 한국이 더 좋다고 말한다. 그는 병역문
제만 아니라면 고민 없이 한국국적을 선택할텐데, 병역문제 때문에 중국국적을 선택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중국어인증시험 점수가 높아야만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해서 대학진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취업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4

고교 졸업 이후 패널

가. 패널현황
1주기 연속패널은 2017년 총 9명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차면담에는 C7을

제외한 총 8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C7은 올해 대학진학을 준비하게 되어, 면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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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부담으로 면담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며 2019년 연구에 다시 참여하기로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총 8명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Ⅴ-4>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졸업이후 패널 현황(2018년)
유형

졸업 이후
(N=8)

구분

성별

출생국

입국 연도

출생 연도

진학 및 현 소속

C1

여자

북한

2009

1996

2년제 직업전문학교

C2

남자

북한

2010

1994

자동차 서비스 정비사업소

C3

여자

북한

2006

1995

4년제 대학 기계공학과

C4

남자

북한

2009

1996

4년제 대학 정치외교학과

C5

여자

북한

2008

1994

4년제 대학 심리학과

C6

남자

북한

2007

1998

전기 관련 중소기업

C7

남자

북한

2008

1998

대입준비/ 2018년 면담거절

C8

여자

북한

2008

1996

4년제 대학 물리치료학과

C9

여자

북한

2007

1998

2년제 직업전문학교, 빵집 근무

총 8명 중 C2와 C6을 제외한 학생들은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생이다. C2은 대기업 자
동차 정비사업소에서, C6은 전기회사에서, 각각 전문기술직으로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하
고 있다. 이들은 일한지 1년이 넘었다. 올해 초 C6와 C8은 이름을 개명하였다.

나. 환경적 특징
C1은 호텔경영 관련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다. 바리스타 2급과 중국어 1, 2급 자격

증, 주니어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조주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고
있다. 학교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취업을 어디로 하느냐를 두고 관련 정보
를 수집하고 있다. 호텔에 들어가서 F&B, 음료 쪽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어머니와 단둘이
한국에 정착했고, 이모와 이모부, 사촌이 가깝게 왕래하고 있다. 어머니는 정착 후 북한출
신의 지인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북에
두고 온 C1의 남동생을 데려오는 비용을 마련하여 최근 브로커에게 돈을 줬었는데 무산되
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까지 세웠었다. 이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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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면서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았으나 지금은 극복한 상태이다. C1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많이 약해지고 작아진” 어머니에 대한 애처로움과 안쓰러움을 지니고 있다.
C3는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 3학년생이다.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대기업의 인턴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평일에는 공부하느라 학교에 있고, 주말에는 대기업 취
업 후 지방에 있는 남자친구와 데이트 하느라 집에 가지 못한다. 가족은 언니와 남동생, 어머
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신장암 수술 후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어
머니는 작은 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한다. 경제적 생계를 어머니가 책임지고 있는데다, 어
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어머니가 현재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C4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대학 3학년생이다. 주말에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주로 학교에서 공부를 주로 한다. 이제까지 북한이나 탈북학생 관련 교내외 활동에
참여해 왔으나 요즘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하고 있다. 지금은 학교 내 북한
관련 동아리 임원활동만 하고 있다. 로스쿨 진학 후 북한인권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부모님과 누나 둘이 있는데 큰 누나는 결혼해서 현재 4식구가 같이 산다. 부모님은 종교활
동을 하신다. 둘째 누나는 대학 자퇴를 하고 현재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C5는 현재 휴학 중이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병원의 정신과 상담 쪽

일을 하거나, 다문화 가정 혹은 이주민 관련 연구 혹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미국대사관에
서 보내주는 영어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프로그램 참여 전에 영
어공부를 미리 하기 위해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났었다. 탈북자 지원 단체 실무자와 연결된
어학원의 도움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떠났다가 두 달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
왔다. 영어공부 외 무급으로 하기로 계약한 유치원 선생 근무 시간이 원래 계약조건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귀국 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저녁에 집근처의 식당에서 아르바이
트를 하고 있다. 어머니, 언니와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고 고모와 친할머니가 한국에 살고
있다. 올해 언니가 무역회사에 취직하면서, 어머니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다.
C8은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 대학 2년생이다. 엄마와 둘이 살고 있다.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시간날 때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 현재 제일 큰 고민은 학업이다.
전공인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면 의료계열의 취업은 보장되기 때문에 진로는 확실히 정해
져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졸업까지의 학업과정, 즉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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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너무 힘들다. 앞으로 휴학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한다. 학업을 그만
두고 싶은 생각도 수차례 했다.
C9은 직업전문학교 2년생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주 3회, 실습생으로 빵집에서 일하고

있다. 빵 만드는 총 과정의 중간 작업을 하는데, 반죽된 것을 분할하고 모양잡고, 발효시키
는 일이 주 업무이다. 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칭찬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일하는 빵집은 7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제법 규모에 속한다.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
는데 사귄지 1달 만에 군대를 갔다. 진로와 취업 고민에 집중하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진
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그녀는 현재 머릿속에 온통 남자친구 생각뿐이라 한다.
이상의 면담참여자들이 학점관리와 취업준비로 일상에서 심리적 중압감을 받고 있는데
반해, C2와 C6는 전문대학을 일찍 졸업하고 취업한 직장인이다. C2는 수원의 대기업 차량
정비소에서 자동차 수리전문직에 종사한지 1년 반이 되었다. 수습기간도 지나 급여도 올라
부모님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최근에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20년 넘게 외동으로 살았던 그는 갓 태어난 여동생의 존재에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요즘에는 동생을 보는 재미도 생겼고, 같이 놀면
서 동심을 다시 경험하기도 한다.
C6은 고압전류를 다루는 전기기술노동자다. 그에 따르면, 고압전류를 다룬다는 것은 위

험하고 힘든 육체노동으로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연
령 정도의 고령자들이다. 그와 같은 동년배는 작업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늘
마음을 나눌 사람이 그립다. 현장에는 업무의 위험성 때문에 늘 긴장감이 감돌고, 나이 드
신 분들로부터 거친 욕설을 듣거나 때로는 북한에서 왔다고 놀림을 받기도 하여 심적으로
고통스럽다. 같은 업종에 일하는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러우며 나중에 어머니 같은 아내를
맞이하고 싶다. 이번 여름에는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비용을 마련하느라 주말에 고깃집에
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일이, 직장 일보다 쉽고 편하다. 무엇보다도 아르
바이트 식당에서는 같은 또래 동료들이 있고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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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삶의 주요 영역
1) 학업/직장생활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례들은 한결같이 대학에서의 학업에 따라가는 것의 어려움
을 토로하며 갈수록 자신감을 잃고 있다. 나름대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
려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 오직 학점관리 생각뿐이다. : C1, C3
학점은 모든 지원혜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C3은 방학인데도
기숙사에 남아 도서관을 오가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기숙사에 들어갔다. 기숙사에
진입했다는 것은 지난학기 학점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다. 공학과 내에는 여학생들이 남
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여성 기숙사 입성의 경쟁률이 높은데, 드디어 기숙사 방을
얻었다. 1학년 때에는 학사경고도 받았고, 학업성적이 좋지 않아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그런데 조금씩 나아져서, 작년 말에 학업성취장학금을 받았고 올해 등록금 면제
를 받았다. 학점이 올라서 별도로 외부에서 특수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받아 생활비로 쓰
고 있다. “학점만 오르면 다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했다.
더군다나 학점관리는 앞으로의 취업 성공여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제일 신경 쓰는 부
분이다.
학점관리를 위한 전공과목의 전문용어 이해와 조별 활동 및 발표, 실습과제 등 수행해야
하는 모든 것이 이들은 너무 힘들다. C1은 역량에 비해 훨씬 수준 높은 과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늘 밤잠을 새면서 노력하지만 남들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발표는 거의
외우다시피 연습하는데 조별 실습에서는 동료들과 작업할 때 무시되는 것 같아 괴롭고 자
존감이 떨어진다.

○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위축된다. : C3, C4, C8
학업의 어려움과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진다.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회복할 방안도 모색해 보려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다. C4는 로스쿨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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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있다.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자존감과 자신감이 한없이 떨어진다. 주변 동료들
중에는 겉모습으로만 보면 “약간 왕따 당할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아주 잘 꾸미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 과연 내가 진짜 여기에서, 만약에 새터민 전형으로 내가 안 들어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로스쿨 생각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서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로스쿨 가는데,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버틸 수나 있을까, 그리고 설령 돼서
변호사가 됐다고 치면, 그때는 더 막중해지는 거예요. 이제 책임까지 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나만 공부하면 되지만, 변호사가 되면 나를 믿고 이제 사건을 딱 맡긴 사람을.. 조금 못하면
완전 이 사람은 훅 가니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진짜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팍팍 떨어져가
지고...”(C4, 2018 3차면담)

생각하는 방식, 공부하는 습관, 자기관리방식 등 전반적으로 C4가 보는 다른학생들은
특례입학으로 들어온 자신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월등히 훌륭하다. 그들과 경쟁하여 과
연 로스쿨 진학과 성공적인 변호사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더군다나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그 일을 잘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C4는 말한다. 사실 특별전형으로 입학
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 학교에
합격했을 때, ‘명문대 진학 자체가 독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
언해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독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겠다는 것이다.
C4는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할 해결방안을 아직 찾진 못했고 지금 자신감 회복을 위해

타학생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가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 들었던 칭찬, 장점은 ‘말 잘한다.’, ‘착해 보인다.’, ‘엘리트 같아 보인다.’ 등등인데,
요즘은 ‘정말 내가 이게 장점이었나, 다른 사람이 혹시 오해하고 이렇게 장점이라고 말해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예전에 말 잘한다고 해서 방송에 나가 임기응변
식으로 말을 했지만, 지금 찾아 다시 보면 내 주장 없이 얼버무리고 깊이 없이 이야기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나만 할 수 있는 건 뭘까?’ 에 대해 C4는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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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또한 자신이 다른 대학생들과는 비교대상 조차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자신은 특별

전형 혜택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깨달았기에 지금은 비교하지 않고 나만 보고 자
신을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 한다고 말한다.

“이미 (다른사람보다) 떨어졌으니까, 저는 1학년 때 웃긴게 저는 제 실력으로 간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자기소개서 잘 써서 들어갔을 뿐인데. ... 처음부터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차
피 성적이 다르니까 원래 OOO대 성적이 높거든요. 서울대 연고대 쓰는 점수에서 삐끗해서
온게 저희 학교인데... 반에서 1,2등하고 그런 얘들이랑 붙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자신감 상
실, 위축)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그냥 걔네랑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하면 되겠지’하는 생
각밖에.”(C3, 2018 3차면담)

C3, C4와 마찬가지로 C8 학생도 학업적인 면에서 뒤처지는 자신을 마주하며 대학생활

을 보낸다. C8은 물리치료학을 전공하고 있으므로 이미 의료계열로의 진로는 정해져 있고
졸업만 하면 되는데 그 졸업의 길이 무척 어렵다. 해부학에 나오는 의학용어들은 기본이고
화학식 내용을 다 외워야 하는데 여가시간을 내지 못하고 공부만 함에도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기 힘들다.

“지금 뭔가 계속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 쭈그러드는... 느낌이 들어요.
...(중략)...

제가 지금 엄청 불안해요. 걱정도 많고 한데... 졸업해서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졸업하기 전까
지가 걱정이 많아요. (C8, 2018 3차면담)

2학년이 되면서 C8이 공부해야 할 내용과 양이 더욱 더 많아졌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조금 오르기는 했다. 그러나 누적되는 평균 학점은 F만 아니지, C 혹은 D가
기본이라 한다. C8은 자존심도 상하고, 성적은 너무 안오르고, 학점이 좋아야 좋은 병원에
취직하는데 점점 학업에 자신이 없어진다. 더군다나 “팀플”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
가 되면서 자신이 조용해지고,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고 한다. 수십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의료계에서 공부하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 앞에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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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직장 다니는 오빠에게 전화 걸어 울면서 포기하겠다고 하소연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같은 학과에 C8을 포함하여 탈북학생 세 명이 입학했었다는데, 이미
선배들인 2명이 학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C8은 그 선배들처럼 포기하고 싶지 않으며 끝까
지 견뎌서 졸업하는 것이 곧 본인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학업포기 대신, 1년 반 정도 휴학하면서 1년 정도 공부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
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 곰곰이 생각했고, 그것은 북한 사람의 특성일 것이라 단정한다.

공부라는 게 그냥 계속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더라구요. (근데) 저희는(북
한사람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도... 평균은 (학교를) 갔었어요. 반에서
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오전에만 수업... 초등학교 때부터 오전에 공부하고 일을
해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C8, 2018 3차면담)

실제로 이들이 바라보는 대학의 동료들은 하루 종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책상에 오
랫동안 앉아 공부를 한다. 한국의 학습문화 속에서 길러진 습관, 그것이 다른 동료들과 비
교하여 북한출신인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한계라고 C8은 인식하고 있다.
패널집단 중 C2와 C6, 둘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1년 반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의 직장생활은 다르다. C2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어느 정도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나, C6은 그렇지 못하다.

○ “생활이 단조롭다.”: C2
C2는 대기업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전문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수습 기

간을 지내면서 “사수” 밑에서 일을 배우는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독립적으로 직접 고객을
맡아 상담과 정비 업무를 하고 있다. 월 수입 200만원 좀 넘는 수준으로 월요일부터 토요
일까지 일하며 평일에서는 저녁 7시에, 토요일은 오후 3시에 일을 마친다. 일을 마친 후에
는 개인시간을 가질 수는 있으나 대개 다음날 7시 반에 출근해야 하므로 시간에 여유는
크게 없다. C2는 그런 생활이 매우 단조롭다고 말한다. 단조로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C2
는 현재 사진, 운동 등 여러종류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작년 겨울에는 스키 타러 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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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많이 다녔고, 올해는 여행에 관심을 갖고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친구의 권유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을 읽으며 녹음하는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

○ “소속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C6
C6은 전기회사의 고압전류를 다루는 근로자이다. 아버지도 같은 직종에서 일한다. 평일

에는 새벽 6시에 일하러 나가고 저녁 6시에 퇴근한다. 토요일에 근무할 때도 있는데 그때
는 주말근무수당을 받는다. 올해 초에 C6는 진지하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었다. 직장
동료는 자신과 18세 이상 차이나는 고연령자들인데다 거친 욕설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한
다. 자신의 북한배경을 두고 놀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때에도 자신은 막내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한다. C6는 모든 상황을 참고 지낼 뿐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소속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 진로
패널집단 8명은 모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그 정도는 저마다 다르다. 대학에 다
니거나 직업학교에 다니는 패널들은 모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진로가 명확하다. C1은
호텔 취업, C3는 공기업 취업, C4는 북한인권변호사, C5는 정신과 상담 관련 병원근무
혹은 다문화 관련 일, C8은 병원취업, C9은 빵 만드는 직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해 놓은 진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하며 불안감을
갖고 있다. 직장을 다니는 C2(대기업자동차정비소)와 C6(전기기술자)의 경우는 이미 선택
한 직장생활 속에서 현재 대학생들 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 정도는 얕다.

○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 C1, C3, C4, C5
C1은 직업학교에 진학하여 바리스타 자격증과 중국어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와인 소

믈리에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 중이다. 취업한 선배가 없어 현재 자신이 어떤 수준에서 준
비를 해야 할지 몰라 취업상담을 앞두고 가졌던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게 컸었다고 한다.
C1은 취업담당 상담교수를 찾아가기 전에 어느 호텔에 취업하고 싶은지 까지를 스스로 결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자료 검색을 했었다. 그런데 찾아간 취업상담 교수가 “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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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생각하냐. 너는 취업할지, 프랜차이즈 갈 건지, 편입해서 대학 갈 건지 그것만 정해
가지고 상담하러 와라. 어느 곳에 취업할지 그것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는 순간 울음이 터졌던 경험을 말하며 C1은 그 순간 자신의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C3은 작년 겨울방학 때 한국사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자격증 취득, 둘을 놓고 고민했었

다. 처음에 한국사 자격증을 따고 싶었지만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따는 것이 자신이 원하
는 공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고민만 하다가 결국 C3은 둘 다
따지 못하고 새학기를 맞았다. 지금 3학년 1학기부터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 주말마다 데
이트를 하는 남자 친구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지방에 발령받아 내려가 있다. 남자친구의 취
업은 C3 스스로를 위축시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취업준비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당장 3학년 2학기에 대기업 한 회사에 인턴지원을 하려 하기 때문에 관련 인적성
시험과 면접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 그러나 선배들의 조언에 따르면 여성의 회사 취업률
은 아주 적다고 해서 C3는 걱정이 크다. 취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언니와 남동생의 학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 중 유일하게 생계비를 마련하는 사
람은 어머니뿐인데 어머니가 점점 힘들어하고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자신이 빨리 어
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C4 역시 모든 교내외 활동을 접고, 3학년 1학기 올해부터 로스
쿨 진학 준비에 착수했다. 정신상담 관련 병원 취업을 원하는 C5는 휴학 후 영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연수를 계획하여 실행했으나 프로그램 문제로 도중에 한국으로 복귀했다. 복학하
기 전까지 남는 시간을 도서관에서 전공과목 책을 읽으며 지난학기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예습하면서 방학을 보내고 있다.

○ 나의 길은 이미 정해졌다 : C8, C9, C2, C6
물리치료학을 전공하고 있는 C8은 졸업 후 병원취업이 보장되기 있어 진로에 대한 고민
은 덜하다. 오히려 졸업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종종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C9 또한 진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C8과 같지만 C8
에 비해 현재의 삶을 즐긴다. C9은 베이커리 전문기술을 익히는 직업전문대학에 다니면서
현재 빵집에서 인턴으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성취감을 느끼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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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는 실습 현장에서도 능력의 인정을 받아 C9은 현재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C2와 C6은 이미 다른 패널 사례들과 달리 취직을 하여 진로가 구체적
으로 정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지는 않다.
대기업의 자동차 정비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C2는 자동차가 좋아서 정비기술자가 되었는
데, 좋은 것이 일이 되니까 별로 좋지는 않다고 표현한다. 취미가 일이 되었을 때 갖는 스
트레스가 힘들다고 C2는 호소한다. 현재 C2는 외제차 기업의 자동차 정비기술자가 되는
것이 미래의 꿈이다. C6은 전기회사의 기술자다. 그런데 그가 올해 초에는 회사를 그만두
려고 했었다. 현재의 직장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서 다른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현재 C6는 여러 전기를 다루는 전문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전기 관련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3) 정체성
고교졸업후 패널은 모두 북한에서 온 경우들이다. 이제 이들은 한국에 산지 10년 이 넘
었다. 입국 당시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서 중학교 1학년 나이 정도였던 이들에게 이제
는 북에서 산 기간보다 한국에 산 기간이 더 길어졌다. C2의 경우는 타인이 자신을 전혀
북한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전한다. 반면에 C1과 C6
는 북한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주위의 차별과 무시를 아직도 받고 있다. 이렇게 이들이 ‘북
한’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를 자신과 결부지어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양상은 각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데,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북한 사람이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데 여전히 나는 북한출신으로 인식되는 시선이 부
담스럽다. : C3, C4, C6, C8
고교졸업후 패널에 속한 사례들에게서는 이제 북한출신이라 짐작할 수 있는 외적인 모
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에게는 대중매체에서 보게 되는 북한 사람들을 낯설게 다가온
다고 한다. C3는 자신이 북한출신자라는 사실을 남자친구 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학과 친구들이나 선배들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어머니는 자신 있게 드러내고 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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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 말하면 이해해 줄 것 같지만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이 싫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C3는 말한다. 12세에 한국에 와서 현재
24살이니 여기서 인생의 반을 산 셈이라는 C3는 어릴 때는 북한의 집과 그곳에 있는 할머

니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평창올림
픽 참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북한의 피켜스케이팅 선수의 인터뷰 장면을 언니와 유투브
에서 보고 그들의 말투가 정말 이상하여 신기하게 생각했었다고 한다. ‘나도 저렇게 말했
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었다고 한다.
자신은 현재 북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자신을 위치짓기도 어색하다고 C3는 말한다. 이는 C4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들
은 ‘북한’ ‘남한’ 이라는 단어를 직접 자신 있게 내뱉지 못한다. 대신에 두 지역을 대상화하
여 지칭하는 대체용어를 사용한다. 한국과 북한을 ‘여기’와 ‘저기’ (C3사례), ‘아랫동네’와
‘윗동네’ (C4사례), ‘블루’와 ‘레드’식으로 표현한다.

북한 사람을 대상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한국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
고, 북한출신이라는 타인의 시선과 의식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다. 외모와 언어상으로 북
한사람의 모습이 거의 지워졌다 하더라도 늘 불려지는 자신의 이름이 촌스럽게 느껴져 C8
은 4개월 전에 개명을 했다. 지금은 현재 새이름이 익숙하다. C6은 이름이 좋지 않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온 어머니의 권유로 개명했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사회인으로 살아가
는 한국 사람이니, 북한 이름을 바꾸길 원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C6는 아직도 예전 이름으
로 불리운다.

○ ‘북한’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기 힘들다 : C4, C5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북한’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의
견을 솔직히 표출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한다. C5의 경
우, 북한에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화가 갑자기 끊기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핵이나 정치상황에 대해서 이
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해 C5은 항상 대화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하는 고민을 한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C4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과의 특성상, 국제관계 속의 북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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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 통일 등 정치사회 전반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이나 기타 수업 외 활동이 많다. 연구
자와의 면담 당시 평창올림픽 개최로 남북교류 속에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상황에 대한 C4의 의견은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

“답답함을 느끼죠. 사람들이 그냥 글로만 배워서 본인이 스스로 갖게 된 그 생각이랑(제 생각이

랑은 다르죠.) 이번에 그 막 대화 막 이런 국면. 평화모드 이런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 정말
사람들 이렇게 쉽게 속고 있구나.’ ...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마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
게 생각하실 거예요. 북한이 바쁘니까(어려우니까) 또 숨쉴 틈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북한
이 미국이랑 시도하는 이유가 정말 그 대화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중국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이랑 ... 막 사람들은 ’와 이러다 통일되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아직 북한 정권에 대
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고 다들 속고 있다는 듯이... 아이고...흐흐 ” (C4, 2018 3차면담)

C4에 의하면 국제정세 속의 북한, 특히 남북 혹은 북미회담에 대한 토론을 하다보면 다

양한 의견이 나온다(면접 당시 남북과 북미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갑가지 북한이 돌아설 수도 있다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 혹은
중국이 견제하는 한 절대 북미대화는 잘 안될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C4는 이
러한 상황에서 정작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것이 최근
중요한 고민 중 하나다.

“저는 잘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보면, 소수, 완전 소수의견이 딱 되버리

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완전 그 딱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파적인 생각이 딱 확정이
돼버리니까.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아 뭐지? (쟤 뭐지?) 이런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저게
아닌데’ 막 생각하면서도 말을 잘 못하겠더라구요. 사실 예전부터 피해왔었거든요. ... 그러나
요즘에 점점 더 수업들이 ... ‘안되겠다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순간 보니까 딱 ... 구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저는 와서 이게 뭐 우파 좌파를 떠나서 그냥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느꼈
던 그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그게 이제 ‘어 우파적인 생각이네’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귀결되더
라구요. 제가 봐도 많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굳이 반박도 못하고 있고, 안하고 있고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C4, 2018 3차면담)

25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북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정치적인 특정 색깔, 우파로 규정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다는 것에 대해 C4는 부담스럽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이야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해 하고 있다. 14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한국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여기서도 “밑둥이 딱 잘려있고”, 지금 “네. 새터민
학생....입니다.”하면 형식적인 건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과연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큼 북한
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기도 하다.

○ “나는 북한 사람이다.”: C4
때로는 타인들 앞에서 ‘북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여전히 C4는
자신은 북한 사람이라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도 ... 내가 북한 사람이예요. 요즘도 북에 관한 꿈을 꿔요. 하늘이 진짜 맑아요. 은하수도

보이고, 밤에... 거기에서 딱 서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꿈에서... 진짜 가보고 싶어요.
13세에 북에서 나와 14세에 한국에 왔으니, 9년간,,, 우리동네 그려봐라 그러면 초입부터 마을

끝까지 쫙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살던 집이 없어졌어요. 구글 어스 보면 지형이 똑같은
데, 누나가 3년 늦게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한국와서 한 4,5년은 계속 북한
꿈을 꾸었고, 그 전에는 사람도 나왔었는데...” (C4, 2018 3차면담)

C4는 스스로 자신을 북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수

단으로서 활용하려한다. ‘북한출신’이라는 타이틀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유용한 자본인 것
이다. 그래서 C4는 교내 북한인권 동아리 임원으로서 활동하며 앞으로 ‘북한인권변호사’를
꿈꾸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북한’이라는 자본이 실제 세계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
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의 자신보다 월등히 높은 학업수준
이나 자기관리방식 등에 밀려 현재 C4는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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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북한사람이라 놀림 대상이 되는데, 어디 가서 제 얘기를 막 한번 늘어놓고
싶다 : C6
고압전류를 다루는 전기회사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는 C6는 아버지와 비슷한 연령의 숙
련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실수를 할 때가 많아 욕을 많이 먹는다. 일한지 1년이 넘었지만,
하는 일이 공사현장의 고압전류를 다루는 일이다보니 능숙한 경력이 필요한 일이고 조금
의 실수도 생명과 직결되어 쉽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종종 야단맞는 과정에서
선배 노동자들은 자신을 꼭 북한과 연결 지어서 평가하곤 한다고 C6은 말한다. 북한출신
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직장 내에서 놀림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새끼가 사상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상이 진짜...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나 이렇

게.” (C6, 2018 3차면담)
“사장님이 창고 정리할 때인데, 북에서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온다 할때였어요.

막 갑자기 사장이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000야 이렇게 크게 소리지르면서 김영철이가 너 잡으
러 온단다 막 이렇게 이야기 하는거예요. 저 놀리는 것 같고... " (C6, 2018 3차면담)

한국 온지 7년이 넘었고, 자신은 완전히 한국에 동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직장에서는 업무에 서툴러 욕먹고 북한출신이라는 것으로 놀림을 받는 상황에서 C6는 현재
의 직장에 전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더군다나 자신은 딱히 생각이 없는데 북한출신이
라는 것만으로 북한 혹은 통일 관련 질문을 해대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요즘 C6는 힘들다.
C6는 북한출신이라 받는 편견의 시선, 놀림 때문에 자신 속에 차 있는 화 같은 감정을

솔직하게 분출하지는 못한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들뻘 되는 직장
동료 이야기를 하면 나 같은 어린사람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대들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참고 일하고 있다고 C6는 말한다.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에 올해 초에
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아직 이런 것에 대해 부모님한테 이야기해 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현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C6의 이러한 직장생활 자체를 이해 못한다. 결국 그는 면담자
에게 “선생님 만나면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라고 했다. 현재 그는 “(직장 관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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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걸어다니고 싶다, 집 떠나서 돌아다니고 싶다. 어디 가서 제 얘기를 막 한번
늘어놓고 싶다.”고 말한다.

4) 친구
대부분의 패널 학생들은 성인이 된 후 알게 된 친구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들을 만난다.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현재 이들의 인간관계는 그 폭이 훨씬
높다. 그러나 이들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매우 한정적이다.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성인이 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친구관계의 양상은 개인의 기질과 성격,
경험 등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에는 패널사례 중에서 친구관계에서 특이
한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려 한다. C1의 경우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인간관계형성에서 문
제를 경험해 왔는데, 이 문제는 현재 대학생활을 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크게 삶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북한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 C1, C2, C6
패널사례들의 인간관계는 직장 및 대학생활에서 만나는 동료, 선후배,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그리고 같은 고향, 북한출신자들 집단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유독 북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들에게서 거리를 둔다.

“(북한)사람들이 성격이 한번 나오면은... 되게 힘들어요. 좀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무식하다

고 해야 되지 쎄다기 보다는... 잘못 배워가지고... 차분히 얘기를 할 줄 모르고 소리부터 지르
고 욕부터 하고.” (C6, 2018 3차면담)
“일상에서도 배려가 없는 거 같아요. ... 도전적이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아, 옛날에 나도 저랬는데.’ 싶고. (C1, 2018 3차면담)

C1은 탈북청소년들에게 영어문법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임에 학원처럼 간다.

그곳에서 최근에 입국하여 정착하기 시작한 탈북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북한 사람들을 관찰
했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에 확실히 그들과 거리를 둔다. 더군다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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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3개월, 6개월된 탈북청소년들이 9년이 넘은 자신에게, “근데 왜 영어를 못해?”라는
반응을 보일 때 마다 상처를 받는다. C6도 북한 사람은 ‘대하기 힘들다’고 평가하며 여자
친구, 아내는 한국사람이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C2은 자신과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
는 사람들 99%는 한국사람들이라고 말한다.

○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어요.” : C1
현재 대부분의 면담참여자들이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삶의 큰 고민거리로 인식되지 않는
데 반해, C1은 다르다. C1은 초중고등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북에서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전혀 없었고, 한국 입국 후 중학생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하
여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했었다. 주위의 놀림과 자신을 경계하는 시선이 불편해서, 그는
학교 다닐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은 대학에 다니
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어요. 과제와 발표 밤새하고, 씻지 않고, 머리 묶고

마스크하고, 모자쓰고... 존재감 제로...마스크 쓰면 아무도 말 안 걸어줄 것 같은 느낌...” (C1,
2018 3차면담)

대학에서는 중고등학교 때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따돌림을 주도하는 친구들은 없지
만, C1자신은 항상 열등감을 느끼며 주위 동료들이 무례하게 자신을 대하며,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대학교 실습이 있던 날, 마스크를 벗고 정장차림으로 학교를 갔는데,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보질 못했었다고 한다.
이런 C1은 마음에 맞는 한 명의 친구와 일상을 함께 보낸다. 이러한 C1에 대해 한 학과
교수는 ‘그렇게 생활하면 안된다.’, ‘아직 적응을 못했다.’는 등의 조언을 했지만 C1은 그것
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그 한 명의 친구는 한국
학생인데 이 친구는 다른 애들과 달라 예의가 바르고, 직설적으로 솔직히 이야기 하여, 이
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이 배울 부분이 있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면이 있다. C1은
자신의 이런 생활방식이 딱히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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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
대체적으로 고교졸업후 패널은 가족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기보다 성인으로서, 부모를
자신이 돌봐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부모로부터 심리･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의
지가 나타난다. 다른 한편, 이 시기 청소년들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문제를 인
식하기 시작한다. 형제들에 대한 부모의 차별적 기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 등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 : C4, C5, C6, C9
C4의 가정환경은 화목하다고 C4는 평가한다. “저를 이 사회(한국)에 위험을 무릅쓰고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부모의 임무를 다한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는 부모에 대한 존경
과 감사를 나타냈다. 현재 부모님은 선교사로서 일하고 계시고, 결혼한 큰누나와 대학자퇴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둘째 누나가 있는데, 자신이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집안
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C4는 말한다. 그는 앞으로 부모봉양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C5의 어머니는 한국에 두 딸을 데려오면서, 적어도 두 딸이 대학에 입학하여 독립하기

전까지는 재혼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고 한다. 재혼 후 새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보는 딸들에 관한 사건들을 뉴스나 주위 지인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C5는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단하게 생각되기고 한다.

전기 근로자인 C6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전기 근로자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럽
고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 같기를 기대하고 있다. 누
나와 자신을 한국까지 데리고 와서 키운 부모님은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학과 4학년인 누나가 있고, 간암 수술 후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건강 문제를 보이고
있는 아버지가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C6는 마음에 쓰인다. 돈을 모아 가족여행
을 하기로 계획하고 C6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C9은 어머니와 남동생과 살고 있는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며 안정적으로 생계를 담

당하고 있는 어머니가 늘 존경스럽다. 고2에 재학 중인 남동생은 축구선수 지망생으로 여
러 경기에 출전하는데, 훈련으로 지방 기숙사에 머물기도 하는 동생의 뒷바라지에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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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힘을 쏟고 있다.

○ 가족으로부터 심리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C2
대기업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한지 1년이 넘은 C2는 한국사람인 새아버지와 어머니 슬하
에서 한국생활을 해 왔다. 북에서의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다. 폭력과 폭언, 술에
대한 기억만 남아 있다고 한다. 건설현장 소장인 아버지는 자상한 분이고 탈북여성과 한국
사람과의 결혼을 주선하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어머니도 자신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
는 분이라고 C2는 평가한다.
2년 전 직장인이 된 후, 부모님은 “너한테 용돈 안받을테니, 이제 부모에게 용돈받지 말

라”로 말씀하셨고, 이를 따라 C2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부모님
에게서 독립했다고 표현한다. 작년에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20살 이상 차이나는 여동생의 존재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으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며 여동생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 물질위주, 성차별적 어머니 관점이 불편하고 부모 간 성역할 갈등이 의식된다.: C3
C3은 2-3년 전 신장암 수술 후 무직상태로 집에 있는 아버지와 회사를 다니는 어머니,

이제 막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들어간 언니, 그리고 중학생인 남동생이 있다. 이제까지
어머니를 삶의 모델로 삼아 왔지만 요즘에는 서로 마찰이 있다. 작년에 세계문학 감상이라
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제까지 그냥 받아들이고 있던 어머니의 말들
이 모두 맞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항상 ‘돈 잘 버는데 가
라.’, ‘편하게 살아라’고 자식들에게 조언한다. 특히 남동생에게 ‘넌 남자니까 직업 나중에
잘 갖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요즘 C3는 이런 어머니의 조언이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C3 자신은 동생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못살면 어때
서 행복하기만 하면 돼’라고 조언하고 있다. 행복의 기준을 돈에 맞추는 어머니의 시각에
자신은 동의할 수 없기에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머니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별
로 좋지 않다. 더군다나 ‘남자는 이래라’는 식의 성에 따른 차별,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터한 표현이 C3을 불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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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에 있는 아버지는 직장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어머니를 지나치게 통제한다
고 C3는 말한다. 아버지는 집안일은 전혀 돕지 않고, ‘6시까지 들아와, 빨리 들어와, 나가
지 마.’라는 식으로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회생활을 간섭한다고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데, 오로지 어머니에게 지나친 집착과 의심을
보인다고 C3는 판단하고 있다. C3는 아버지 때문에 유능한 어머니가 마음껏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족의 생계는 어머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
는 계속 잔병을 많이 치르고 있다고 한다.

라. 논의
고교 졸업후 패널은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현재 이들의 삶은 가정의
영향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어머니와의 마찰과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심리･정서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특례입학자’로서 소위 명
문대학 혹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 학업관리와 취업준비에서 자
신의 한계를 깨달으며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나 어떻게 하든 극복해 보려 노력하는
중이다(C3, C4, C8). 비록 자신감은 많이 상실했으나 자신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
게 된 상황은 앞으로 이들의 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심리적 열등감과
자신감 상실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타인과의 소통과 관계망 차단으로 이어졌던 C1의 사
례에 대해서는 사실 ‘성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반면에 베이커리 제과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현장에서 일에 대한 성취감을 얻고 인정을 받으며 일하고 있
는 C9에게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 몰입, 개방성 등의 차원에서 뚜렷한 교육적 ‘성
장’의 징후를 볼 수 있다. 직장인의 삶을 보여주는 두 사례(C2, C6)를 통해서는 사회통합
차원의 서로 다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단조로운 직장생활을 탈피하고자 취미활동을 통
해 자신의 삶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C2의 사례에서는 그의 배경 요인이 삶에 걸림돌로
작동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그에 비해 C6는 힘든 작업환경 속에서 자신의 인격이 존중
받지도 못하는 가운데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
정체성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 그리고 현재의 특징에 대해 개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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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가 자신을 규정짓기도 하고, 또한 타인이 자신을 규정짓는 방식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
은 형성되어 나간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10년이 넘은 이들은 때에 따라서는 한국과 북한
양쪽 범주 어느 한 쪽에 자신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한다. 혹은 어느 범주에
도 속하지 않은 제 3자로 자신을 위치짓기도 한다. 면담자와 이야기 할 때는 ‘북한’과 ‘남
한’이라는 표현이 아닌,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양쪽을 모두 대상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출신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받는 무시와 놀림이 일상화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삶의 영역을 살피면서 고교졸업 이후 패널들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적 측면에서 몇 가지 논의를 덧붙여 보고자 하고자 한다.

○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본으로 얻은 자신감은 무너지기 쉽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취업을 목표로 한 경쟁구조 내에서 학업이나
자기관리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의 일반 대학생에 비해 자신이 훨씬 열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경쟁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특례입학자”라고 자신을 타대학
생들과 구분 짓는다.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자본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경우도 있다.

사실 C4는 한국에 정착한 이후로 학창시절 내내 북한출신이라는 점을 한국사회 정착을 위
한 중요한 전략적 자본으로 활용해왔다. 학업성취도, 리더십과 원만한 교우관계, 사회성,
언어구사 및 발표력 등 학창시절의 여러 면에서 보여준 그의 능력은 “북한 사람인데”라는
조건 내에서 인정받아 왔었다. 즉 ‘북한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북한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 잘한다.’, ‘공부 제법한다.’는 칭찬을 받았
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에 의해 ‘특례입학’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위 명문대로 진학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자신감은 대학입학 후 금방 무너졌다. 중고등학교 생활과는 달리, 대
학에서는 그 ‘북한’이라는 특별함이 잘 부각되지 않았다. 북한사람이라고 내세울 기회도
없을뿐더러, ‘북한’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에서 또래 대학생과 의견, 관점, 생각 등의 차이
가 부각되면 말문이 닫히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자신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그래서 타
인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는 대학생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자 동료들과 경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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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을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 간다.

○ ‘변화’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고교졸업 이후 패널들은 10년 이상 지나면서 처음 한국사회에 발을 디딜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개인마다 변화 정도에 대한 차이는 매우 크다. 그리고
변화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읽히는, 매우 상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들에게는 혼란스럽게 다가온다.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친구사귀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C1은 “(여기온지) 9년이라고 해도 저는 다 아직 모든 게 새롭거든요.”라고 이야기한다. 그

에게는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한국사람처럼 변화되도록 요구받고 때에 따
라서는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 비판받는다. 어떤 때는 변화해야 함을 강하게 요구하다가
도, 어떤 때는 변했다고 비난받는다.
“우울한데 어딘가 전화할 때는, 가족들은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제 고민을 크게 안 생각해요.

이미 큰 것도 겪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겪은게 없어요. 그냥 북한
에서 엄마 따라서 강 건너 왔을 뿐이지. 그런 일 겪었으면 니 변화해야 하지 않냐. 뭐든 열심히
해야지. 공부도 죽기살기로 해야지. 근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13, 14살이 뭔 큰 일 겪어
요. 그냥 엄마 따라 돈 내고 배타고 그냥 놀러가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한국에 왔는데.” (C1,
2018 3차면담)

북을 넘는 시련과 고통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가 갖는 고민을
무시한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한다. 목숨 걸고 탈북한 주인공이니, 당연히 한국에서 성공해
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다른 맥락에서 개인의
행동이 부모가 가진 도덕적 가치와 결부될 때는 변화 자체가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음식을 버리게 될 때, ‘너 변했다. 음식을 그렇게. 너 진짜 변했다.....그게 고민이면 너는 진짜

많이 변했다. 북한에서는 너 이러지 않았는데, ...게을러지고... 넌 여기 와서 많이 변했다. 안좋
게 변했다.’ (C1, 2018 3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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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모의 도덕적 기준은 북한에 있다. 그리고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면서 그것을
‘변화’의 결과로 단정 짓고 ‘변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린다. 이렇게 가족 내에

서 개인의 변화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읽히는 것에 대해 이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과연 ‘변화’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편 가족 내에서가 아닌, 외부의 관계망 속에서 개인의 ‘변화’는 때로는 철저히 무시되
기도 한다. 앞의 C6처럼 본인은 TV에서 보는 ‘북한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직
장에서는 자신을 ‘사상’적 문제아로 평가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외부
자에게 C6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탈북 전 ‘북한사람’일 뿐이다.

○ 내가 잘하면 된다는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희망을 갖기는
쉽지 않다
고교졸업후 패널은 전문기술을 익혀 이미 사회인이 되었거나, 대학생이 되어 취업을 목
표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경쟁 대열 속에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온전히 부모가 책임
진다.
그러나 본 패널집단의 부모는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 이들
이다. 대학생인 자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에 앞서 생계비 마련에 집중해야만 한다. 대학
생이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취업이나 진로, 직장생활의 고됨과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 놓기도 어렵다.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부모에게 괜히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걱정만
끼칠 것을 우려하여 이들은 혼자 고민한다. 주위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묘안은
없어 보인다. 그냥 내 자신이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책임감
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지만 그것 자체가 자신에게 힘들게 다가온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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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패널별 삶의 주요 영역을 비교하여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
해 보는 일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교졸업 이후 등 제도
적 시간27)에 따라, 그리고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대학과 직장 등의 사회적 공간의 차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삶의 영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더불어 패
널별 비교 작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한국 내 탈북청소년 집단 전체를 관통하며 일관되
게 나타나는 주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림 Ⅴ-1] 패널별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 비교

패널별 주요 삶의 영역을 패널별로 분석해 보면, 어떤 영역은 각각의 패널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영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패널에게 ‘공
부’와 ‘친구’는 공통된 삶의 주요 영역으로 등장한다. 대신 그 비중은 패널마다 그리고 패
널 내 개별 사례마다 다르다. 진로는 초6(중1) 패널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모든 패널에
서 등장하며, 정체성 문제 역시 다른 모든 패널에는 등장하지만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27) 이를 제도적 시간이라 명명한 것은 각 패널이 학교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각 패널 내에는 다양한 연령이 포함되
어 있으나 하나의 패널은 일종의 연령대를 대변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2017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
다가 2018년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초6(중1) 패널, 2017년에 중학교 3학년이었다가 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중3(고1) 패널, 고교졸업 이후 패널 등은 각각 동일 연령의 탈북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단일 패널로
묶인 것은 단지 해당 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2017년 당시 한국 입국 4년 이내의 탈북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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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가족은 초6(중1) 패널과 중3(고1) 패널에서 크게 부각되
지 않았으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과 고교졸업후 패널에서 삶의 주요 영역으로 등장한
다. 그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친구문화가 중3(고1) 패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어 학습
은 초6(중1) 패널에서만 주요 영역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은 상호 관련성에 터해 크게 ‘공부와 진로’, ‘친구와
가족’, ‘휴대폰･게임･온라인세계’, ‘정체성’등 4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 이 4가지 범주별
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부와 진로
1) 공부/한국어 학습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공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든 패널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공

부에 부여하는 비중은 패널별로, 패널 내부 사례별로 차이가 크다.
초6(중1) 패널에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에 공부를 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안팎에서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
상대적 위치가 설정되는 경험 속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더욱 강화된다. 이 패널
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 아이들에 비해 떨어지는 학력이 아직은 큰 좌절로 다가오지 않는
다. 학원을 다니면, 공부를 더하면,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중3(고1) 패널에게서는 초6(중1) 패널보다 공부가 더 강하게 부각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사실 그렇지 않았다. 의욕과 기대를 가지고 진학했던 고등학교에서
겪는 좌절이 공부와 관련하여 이들이 풀어내는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고등
학교 진학과 전학 과정에서 공부에 의해 사회 내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는 경험을 직
접적으로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공부와 관련하여 겪는 좌절들 속에서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
지 혼란스러워한다. 친구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패널 아이들에게 공부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남아 있기도 한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들에게는 처해 있는 상황의 다양함만큼이나 공부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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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양하다. 대안중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중3(고1) 패널 학생들이 겪
는 좌절과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
라 우왕좌왕한다. 중학교 단계에서 대안중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교도 대안고등학교를 다
니고 있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학교에 출석만 하는 사례도 있는 반
면, 그에 비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전문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는 사례도
있다. 대안학교에서 명문대학을 진학했는데 대학 수업을 알아듣지 못해 결국 휴학을 하고
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며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자신이 겪은 경험이 스스로를 제대로 판단할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하여 이제부
터는 “하나라도 내 것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학교 밖 패널에게 공부는 한국 사회에 섞이기 위해 우
선 요구되는 필수조건이다. 돈을 벌어야만 하기에 제도 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
지만 그 상황에서도 혼자서 영어, 문서 편집 등을 공부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공부’는 어
떤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에서 한국사람들의 네
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고교졸업후 패널 중 현재 대학 2, 3학년들에게 공부는 당장 2, 3년 내에 결정되는 나의
직업과 연결되는 것이다. 공부는 전공 영역 학점 관리, 그리고 취업을 위한 각종 자격증
획득이라는 두 차원에서 이들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이들에게
도 중3(고1) 패널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대학 공부가 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떨어뜨
리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대안학교 패널 중 한 사례처럼 휴학하지 않고 지금
까지 버티고 있으나 4년제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2년제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모두 겨우
겨우 학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현재 학점관리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줄 핵심 요
소이지만 밤을 새면서 공부해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반면,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인
턴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공부는 현 시점에서 크게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지 않다.
한국어 학습이 초6(중1) 패널에서만 주요 삶의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2016년, 2017년에 한국에 입국한 사례들 때문이다. 한국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다른 이들
에게는 쉽게 열리는 각종 프로그램들에 접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초6(중1) 패널 중 한 사례는 한국어 문제로 가정에서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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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의 소통도 어렵다. 이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초기에게는 한국어 학습이 삶의 모든 것이 된다. 이들은 한국어에만 익숙해지면 공부를 비
롯하여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 입국 후 3-4년이 지나 생활한국어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학교수업은 여전
히 따라가기 힘든 영역으로 남아 있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중3(고1) 패널 학생에
게 한국어 학습 문제가 부각되는 않는 것은 생활한국어에는 익숙해진 이들에게 학교공부
의 어려움이 언어 문제보다는 학업능력 문제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진로
초6(중1) 패널들에게는 아직 ‘진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은 단순히 공부
를 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중3(고1) 패널에서는 고교 진학 과정에서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 진학한 학교에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고민한다. 일반 고등학교로 진
학했다가 학원 다니는 것이 일반화된 분위기에서 자신은 학원도 갈 수 없고 수업 내용도
이해 못하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면서 특성화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한다. 대기업에 취업하
리라는 꿈을 가지고 진학한 마이스터고등학교 수업의 전문적 수준에 당황하여 자신의 포부
수준을 낮추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 있는 이 패널
학생들은 공부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대안학교 패널에서 학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들에게는 진로 문제가 현실적으로 당장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 이미 결정한 진로가 잘못된 결정임을 깨닫
고 다시 다음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을 익혀 관련 전문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진로를 준
비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스스로 설정한 구체적인 진로 방향은 있으나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사례도 있다. 특별전형으로 일반인
들이 쉽게 꿈꾸기 어려운 명문대학에 진학했으나 한 달 반 만에 휴학하고 다시 진로를 고
민하며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유일한 학교 밖 사례의
경우에는 선택이 자유롭다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모르
는 자신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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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졸업 이후 패널들 중 대학생인 경우는 현재 전공을 활용하여 어떻게 취업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취업을 위한 학점 관리,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와 학업은 서로
구분되지 않고 얽혀 있다. 이 단계 패널들에게 취업은 이제는 가정의 경제적 지원 역할도
맡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더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온다. 직장에 취업한 사례들에서는 진로
에 대한 고민은 훨씬 덜 나타나지만 지나치게 고된 일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직장에서
또 다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사례도 있다.

3) 돈 벌기
사실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본 연구 패널
청소년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기 위
해서라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다. 가정에서 돈 문제로 흔히 불화를 경험하는 경우는 ‘돈’
을 주요 관심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현재 자신의 삶의 주요 영역으로 표현되는 것은 대안학교 학생
사례와 학교 밖 사례 등, 두 사례에 국한된다. 돈 버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 이들은 실제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나 돈을 모으지는 못하고 있다.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
에서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음식점 서빙 등의 아르바이
트로 돈을 벌지만 옷 사고 맛있는 것 사먹는데 모두 쓰고 있어 저축한 것은 없다. 학교 밖
사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으나 북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 오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만 해서 학교도 못가고 검정고시 준비도
하지 못하면서 청소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모두 뺏겨 버렸다.

나. 친구와 가족
1) 친구/친구문화
모든 패널에게 친구는 중요하다. 특히 중3(고1) 패널에게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유일한
대상이다. 이전에는 가장 마음 편한 대상을 어머니라고 했던 경우에도 고등학생이 되면 그
대상이 친구로 바뀌기도 한다. 이 패널에게는 부모와의 갈등이 친구와 더 가까워지는 이유

266

Ⅴ. 성장단계별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

가 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 관계가 부모와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초6(중1)
패널에게도 친구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족과 대체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가정에서, 그리
고 가정 밖에서 자신을 ‘항상 바라봐 주는 누구’를 필요로 한다.
초6(중)패널에 비해 중3(고1) 패널과 대안학교 패널에서 이전에 비해 친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 이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표현들에서 분명하게 부각된다. 이들은
친구를 통해 다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를 통해 또 다른 친구를 만들어간다.
친구와 함께 하는 삶이 중요한 중3(고1) 패널에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화장을 시작하고 전에는 연하게 하던 화장을 진하게 한다. 인터넷 검색 혹은
화장 잘하는 친구를 통해 화장술을 배우고 화장품 가게에 친구와 함께 가기도 한다. 이전
에는 이들이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던 화장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관심을 공유하는 주
영역으로 부상한다.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이 친구들과 공유하는 문화는 게임이다. 친구와 어울려 밤새워 PC
방에서 게임을 하기도 하는 이들은 게임 자체를 즐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친구들과 어울리
게 하는 주요 매개체라는 점에서 이것을 놓질 못한다.
고교졸업 이후 패널들에게도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성인이 된 이후 친구들, 거기에
같은 고향 친구들까지 해서 여러 종류와 층위의 친구들이 있다고는 표현되지만 친구에 대
한 얘기가 현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대학 2, 3학년생인 경우에는 학교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어 주말에만 이성친구를 만나는 등, 친구 관계는 제한된다. 직장에 다니는 경
우에는 일과가 직장생활 중심으로 움직이므로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는 제한된다.
한편 제도적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패널 내부에 극단
적으로 다른 사례들도 존재한다. 초중등학교 시절 따돌림 경험으로 한국생활 10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쓴 채 학교생활을 해 왔으며 대학생인 지금도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한 친구와만 일상을 함께 하는 사례는, 어린 시절 북한 배경으로 인한 따돌림
으로 인해 형성된 습관이 얼마나 한 사람의 삶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대안학교로 온 대안학교 패널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했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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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우선 현재 중1, 고1인 초6(중1) 패널과 중3(고1) 패널에게 가족은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
되고 있지 않다. ‘항상 나를 바라봐 주는 누구’를 필요로 하던 초6(중1) 패널에게 그것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어머니일수도 있고 친구일수도 있다. 그런데 중3(고1) 패널에게는
이 필요로 하는 이는 친구로 압축된다. 이들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어머니와의 갈등이다.
이 패널에서는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족이 요구하는 삶과 실제 자신의 삶 사이에 격차가
커지면서 상호 간의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는 가족이 주요 영역으로 부각된다. 가족은 패널
자신을 “믿어주고 성장시켜 주는 사람”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건강, 빈곤, 불화가 얽혀 있는
가족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부모를 “위로해 드리는” 위치에 있기도 한다. 고교 졸업후 패널
에서는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례도 있으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넘어서서 자
신이 가족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연결되어 가족이 부각된다.
이 패널들에서는 가족이 친구를 대체하거나 혹은 친구가 가족을 대체하지 않는다. 가족과
친구는 상호 구분되면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병렬적 영역으로 이들 삶에 위치한다.

다. 휴대폰/게임/온라인 세계
휴대폰, 게임, 온라인 세계 등은 초6(중1) 패널과 중3(고1) 패널에게 두드러지게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놀이나 휴식 혹은 일탈이 아니다. 초6(중
1) 패널에게는 ‘항상 나를 바라봐 주는 누군가’의 부재를 핸드폰과 게임으로 채운다는 의미

를 지닌다. 특히 가정과 학교, 어디에서도 그 ‘누군가’를 찾기 어려운 아이에게 핸드폰은
자신을 숨 쉬게 만드는 유일한 소통 수단이다. 중3(고1) 패널에게 이것은 학교에서 겪는
각종 좌절을 잊게 해 주는 휴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가족보다 중요해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그리고 고교졸업후 패널에게는 이 영역과 관련한 얘기가 집중
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단계 패널에 속하는 이들이 휴대폰이나 게임 등에서
완전히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이보다 중요한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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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몰려 있는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휴대폰이나 게임, 온라인 세계에서의 여러 활동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정체성
대부분의 패널들이 자신의 배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
는 다른 여러 영역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엮여서 나타난다. 특히 자신이 북한
에서 왔다고 인식하는 북한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에게서 이 문제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
다. 탈북청소년 대부분에게 고향은 놀이, 음식, 공부, 가족, 친구 등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입국 초기에 큰 문제의식 없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던 아이들도
점차 한국에서 북한이 규정되는 방식을 인식하게 되면서 더 이상 북한 배경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교실 내에서도 교사는 북한과 관련한 주제와 관련해서 이 아이들을 의
식해서 되도록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 정체성을 지녔으나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
국에 들어와 자신도 모르게 법적 ‘북한출생’ 아이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를 다녔던 아이는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었
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게 ‘북한’ 아이로 규정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가지
않고 있다.
중3(고1) 패널에게도 고향은 놀이나 친구로 연결되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이 패널에서도
북한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은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친구들
에게만 그것을 공개한다. 그런데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와 정체성과 관련한 갈등을
겪는다.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어도 자신은 북한에서 왔다고 인식하는 어머니는 중국
에서 나고 자라 중국 정체성을 지닌 자녀에게 너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임을 강조한다.
북한 정체성을 지닌 어머니는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중국인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다. 어머니는 자녀가 한국 사람이기를 원하지만 자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북한 정체
성을 지닌 자녀에게는 어머니가 그러한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는 북한 배경을 애써 숨기려 할 필요가
없으며 출신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 부각된다. 이 패널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한국에 왔
던 4명의 사례가 초, 중학교 단계에서 출신배경 때문에 따돌림을 경험했었다. 이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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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들은 대안학교로 오기 전에는 북한 배경을 숨기려 애썼던 이들이었다. 심지어 자
신을 “짱깨”라고 하거나 부모님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들만 제외하면 이 세상 모두가 자
기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들은 대안학교에서 ‘출신’을 따지지
않는 친구들을 만난다. 여기서 만나는 모두와 친하게 지내며 특히 출신지가 같은 단짝 친
구와는 집안 사정도 숨김없이 서로 공유한다. 이들은 대안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일반학교
로 간 친구들을 통해 일반학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렇게 만난 친구와 또 다시 친구
가 되기도 하는 이들 사이에 출신배경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한국에 정착한지 10년 이상 되는 졸업 이후 패널에서는 북한 배경 문제가 초6(중1) 패널
이나 중3(고1) 패널과는 다른 형태로 또 다시 부각된다. 이들은 이미 한국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한국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중성에 혼란스러워한다. 이들은
현재 대중매체에서 보게 되는 북한 사람들의 말투가 이전에 자신이 썼던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미 자신은 한국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는 일상에서 만
나는 북한사람들이 자신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거리를 둔다. 그러나 외
모와 말투에서 그 모습이 지워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배경은 삶에서 걸리는 한 요소
로 이들에게 남아 있다. 더 이상 자신의 배경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북한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길 꺼린다. 한국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음에도 종종 가정에서는 변화된 자신에 대해 북한 기준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험을 한다. 음식을 버리거나 게을러졌다는 이유로 한국사람처
럼 “변한” 자신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이들의 정체성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본 연구 고교졸업 이후 패널 중에 예외적으로 ‘북한출신’이라는 점을 하나의 자본으로
활용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사례도 있다. 그와 정반대로 자신은 완전히 한국인이라 생각하
는 데 직장에서는 여전히 북한과 자신을 연결시켜 평가하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 사례가 이 패널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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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닐 것이라 가정하고 출발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출생국이 탈북청소년 집단을 나누는 주요 기
준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더불어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계층이나 성(gender)도 탈북청
소년 집단을 동질적 집단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 가정하고 연구
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출생국은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때에 적용되는 기준이
었을 뿐, 실제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은 출생국보다 성장한 지역이었으며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외부에서 추정하는 기준은 이들이 사용하는 모국어였다. 다시 말해 탈
북청소년 내부의 하위 범주는 출생국이 어디인가를 넘어선 보다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출생국별 차이를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한정된 의미만을 가진다. 계층이
나 성(gender) 역시 현재 수집된 자료에 터해서는 집단 내부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부각되지 않았다.
다만 출생국, 계층, 성(gender) 등과 관련된 쟁점이 여러 차원에서 추출되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본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 현황을 출생국, 소득
계층, 성(gender)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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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패널 특성(출생국, 가계소득, 성 분포)(2018년)
출생국
구분

세부 유형

1주기
연속

2주기
신규

가계소득(단위:만원)*

성

북한

중국

200
미만

200이상
400미만

500미만

기타
(700이상)

남자

여자

고교 졸업 이후

8

-

4

2

2

-

3

5

초6(중1)

6

3

6

1

-

-

6

3

중3(고1)

5

4

6

1

-

1

5

4

대안학교 및
학교 밖

4

2

2

1

1

-

2

4

23
(72%)

9
(28%)

18
(67%)

5
(18%)

3
(11%)

1
(4%)

16
(50%)

16
(50%)

계
총계

32
(100%)

27
(100%)

32
(100%)

* 소득에 대해서는 총 32명의 패널 중 27명이 응답함

1

출생국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설계는 기존 연구에서 탈북청소년 범주 내 출생 국

가가 내부 범주 구분에 중요한 기준일 것이라는 전제로 이루어졌다. 여러 선행연구들도 출
생국에 따른 차이 분석에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이강주 외, 2012; 김정원 외, 2014;
강구섭 외, 2015 등). 그런데 ‘출생국’이라는 개념이 탈북청소년의 내부 집단을 구분하기에
매우 불분명한 개념임이 본 연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 있다. 출
생국이 어딘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중요한 구분이다. 북한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북한이탈
주민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반면, 중국 등 그 밖의 지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대학특례 입학이나 대학 학비 지원 등에서 북한출생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3).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들
도 ‘탈북학생’ 범주에 포함하여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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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현황(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3)
구분

북한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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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특례입학 관련 입시자료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또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대학입학 시 첫 학기 등록금 지원(‘17. 기준)

○ 어릴 때는 출생국보다 어디에서 성장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며 어떤 언어를 사용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법적 구분에 의한 지원 문제를 제외하면,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정착해 나가
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서 출생했는가 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자라서 스스
로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한 쟁점이었다. 북한에서 태어났어도 중국으로 어린 나이에 가서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자
란 A6에게 북한 정체성은 없다. 최근에 어머니한테서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었어도 그 의미를 아직은 정확하게 모른다. 중국어가 익숙하고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와만 같이 다니는 A6를 주변에서 누구도 북한 아이로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A6는 중국에서 온 아이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도 한국어 지원 등 중국출
생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지원들이다. 이에 탈북청소년들을 북한출생인가, 제3국출생인가
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들이 한
국사회에서 정착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별 성
장 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 입국 초기 북한정체성이 강한 아이들에게 ‘북한 지우기’가 특히 중요하다
북한에서 나고 자라 북한 정체성을 지닌 초6(중1) 패널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이
북한에서 왔음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최근에 입국한
A10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그것을 숨기는데 대부분 성공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국 사

회에 만들어져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자신과 다른 그 무엇이다. 이들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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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왔음을 드러냄으로써 한국사회가 규정하는 ‘북한 사람’으로 규정되기를 거부한
다. 북한에서 왔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중3(고1) 패널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주기 양적 자료 분석에서도 북한출생의 경우, 초기에 탈북사실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

만 이후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2주기 질적 자료 분석 결과
는 일관성을 지닌다.
연령이 높을수록, 입국 후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배경을 공개하는 수준이 높아진
다는 점에서 입국 초기, 초중등학교 북한배경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체성 갈등 문제
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초중등학교 시절 따돌림의 경험이
아이들의 삶에 길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수용소 경험 등 탈북 과정을 일부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출생 아이들에게는 탈북 경험이 없다는 전제를 설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을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탈북 경험은 북중 국경선을 넘는다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한국에 오기까지 탈북민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초6(중1) 패널 중 두 아이
가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오면서 태국 등을 거치며 감금 생활 등을 어머니와 함께 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와야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과
정을 경험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그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 아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 내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만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여섯 명의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의 청소년 중 두 명이 중국출생자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출생 청소년들은 한국에 와서 언어 차이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은 어
머니가 집에서 한국말을 사용하거나 조선족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며 조선족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남한 정착 과정에서 언어문제를 크게 겪지는 않았다. 이들에게서 북한출생 탈북청
소년과 다른 중국출생자로서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적선택의 문
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부분이다. 입국 초기에 언어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출생 탈북청소년들과 달리, 언어 차이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이 없는 중국출생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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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은 삶의 특정 시점에서 국적선택이나 대학진학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입국 후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 달리, 중국 등 제3국출
생 청소년들은 특정한 시기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남학생들은 병역판정검사를 받
게 되는 만 19세부터 22세까지는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중
D2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한국은 온가족이 다 같이 사는 “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굳이 따져 물으면 한국사람이라고 답한다고 한다. 그가 중국 국적보
다 한국 국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제받지 않고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D3은 국적선택을 앞두고 생각이 복잡하다. 친척들이 중국사람이어서 가족 관
계를 생각하면 중국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지만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한국이 더 좋다고 생
각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에 자신이 80%쯤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성격을 알게 되고 점점 한국사람이 되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년에 연구자와의 대화 도중 그는 한국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라는 말을 썼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고쳐서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를 묻자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하면 중국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제 중국말보다 한국말이 더
익숙하고 한국 사회를 중국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되어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
러면 군대를 가야한다는 점 때문에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

○ 제3국 출생은 북한출생에 비해 한국 내에서 차별 받는 것으로 인지된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 제3국출생 청소년과 북한출생 청소년들이 구분되는 다른

한 가지 지점은 대학진학과 관련된다. 대부분의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은 학업성취도와 상
관없이 대학진학을 당연히 거쳐 가야 하는 진로과정으로 여기는데 비해, D2, D3과 같은
중국출생 청소년들에게 대학진학은 실력과 경제적 뒷받침이 다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이들은 D2와 같이 대학진학을 일찍 포기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도 D3처럼 직
업 관련성이 뚜렷한 기술 계통의 2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28) 이들
28) 제3국출생 청소년들은 현재 ‘정원 내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진학이 가능하다. 단, 이는 대학 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내 교육취약집단 등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특별전형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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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런 선택을 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출생 청소년들에게는 대학 특례입학과
등록금 지원 등의 혜택이 북한출생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특례입학도 가능하지 않다
가 최근에 정원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등록금 지원도 전혀 되지 않다가 최근에 첫
학기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다. 중국출생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는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에
게만 적용되는 교육지원을 일종의 “차별”로 인지한다. D2와 D3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3국출생 청소년들이 중국 등지에서 성장했던 환경 등은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보다 크게
양호하지 않고, 대부분 어머니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남한 입국 후 가정환경도 북한출생 탈
북청소년과 비슷한 면이 많다. 학업 특성 면에서는 언어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적
응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새터민이 아니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중국출생 청소년이나 이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탈북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서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에게만 주어지는 지원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국출생 청소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2

계층

국내 탈북청소년 모집단 자체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29)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
가정도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이에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을 중심으로 계층별 차이를 본격
적으로 탐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탈북청소년들이 처한 상황들이 많은 부
분 계층의 문제임을 시사해 주는 여러 사례들이 등장한다.

○ 계층과 공부와의 관계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분명해진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초6(중1) 패널 내에서 계층을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대부분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유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29) 2017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연간 가구 총 소득 연 3,000만원 미만이 61.5%,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이
25.2%, 5,000만원 이상이 12.8%다(남북하나재단, 2018:189). 2018년 기준 한국사회 2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2,847,097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4,519,202원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
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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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아버지가 운수업에 종사하는 A2의 경우에만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가구 소
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를 들여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사례들이 있다. A1은 10만원,
A3는 40만원, A10은 25만월 매월 학원비로 쓴다. 이들의 어머니는 모두 북한에서 전문학

교를 나왔다는 점에서 대부분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다른 사례들과 구분된다. 이들의 북한
에 남아 있는 아버지도 전문학교 출신이다. 북한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의 비중이
남한에 비해 매우 적다(아래 <표 Ⅵ-3> 참조)는 점에서 북한에서 전문학교 학력이 갖는 의
미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괜찮게
살았다고 하는 경우들이다. 특히 A3는 현재 사는 집이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못하다고 말
할 정도다. 이들 어머니가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출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얻게 되리라 기
대하는 학력이 갖는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경험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Ⅵ-3> 북한의 연령별 교육수준 분포(DPRK, 2014: 56)
Ages

Totals

Secondary
schools

Vocational
3years

Professional
3years

Universities and
Higher

Total
(Number)

1,078,717

430,139

124,093

144,715

379,770

16

36.9

89.4

3.5

2.9

1.2

17

14

9.9

28.3

18.3

12.3

18

10.4

0.7

24.3

20

13.4

19

7.7

12.4

14.3

12.5

20

5.1

7.1

6.1

9.8

21

3.4

4.5

3.6

6.9

22

2.6

3.5

3.6

5

23

2.6

3.1

4.8

4.5

24

3.1

3

5.6

5.7

25

3.3

2.4

5

6.7

26

3.4

2.4

5.2

6.9

27

2.8

2.1

4.5

5.6

28

2.6

1.9

3.6

5.3

29

2

1.5

2.5

4.2

*source: DPRK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B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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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자였던 A2 아버지는 초6(중1) 패널 가
정 중 상대적으로 가장 수입이 많은 가정이지만 자녀가 남들 하는 만큼만 하길 바라며 공
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어 위 사례들과 대조된다. 중학교에 들어간 A2가 스스로 학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최근에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A5, A6 어머니 역시 자녀에
게 공부를 강조하지만 돈을 들여 지원하지는 않는다. 두 어머니 모두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곤 하지만 학교 밖의 학원을 적극적으
로 찾아 보내지는 않는다. 북한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는 A4 역시 마찬가지다. A4와 A5
는 피아노, 태권도 학원 경험이 전부이고 A6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의
지하고 있으며 A8은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
현재 절대빈곤층 수준의 가구소득을 가진 환경에서도 학원을 다니는 초6(중1) 패널의 몇
아이들이 이후에도 계속 학원을 다닐 것인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중3(고1) 패널에는 학원에 다니는 사례가 없다.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 탈북학생 특성화중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했다가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는 것이 일상화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 다시
탈북학생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한 사례도 있다.
이 패널 9명의 사례 중 총 4명이 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1명이 마이스터
고로 진학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2명은 모두 운동을 자신의 진로로 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진로 선택은 이들의 계층 배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들은 자신이 쓸 돈이 부족해서, 돈을

벌어 북한의 부모를 모시고 와야 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잘해 드리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이들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선택은 빨리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대안학교와 학교 밖 패널들의 삶에서 계층과 공부와의 관계
문제를 더욱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 청소년들의 가정은 D7
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다. 가구소득 수준을
기록한 D2와 D7의 두 사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D7 가정은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재혼한 새아버지 배경에 의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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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D2의 가정은 아버지의 수입이 불규칙하고 어머니는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
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D2의 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별로 중요
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비해, D7의 부모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부모의 생각을
자녀들도 잘 파악하고 있다.
자녀교육과 진로지도에 있어 가정이 활용할 수 있는 관계망 측면에서도 D2와 D7은 매
우 다른 차이를 보인다. D2의 경우에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와 상담을 하는 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일은 어머니가 하고 있고, 일용노동을 하는 아버지는 D2의 교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주위에서 자녀교육에 관해 조언을 얻거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동네 이웃들과 교류를 하고 있지만, 부업거리를 얻는 정도에 그치며 자녀교육과 관련
해서 도움을 얻고 있지는 않다. D2의 어머니는 탈북민들을 만나면 북한에서 고생했던 기
억이 떠오르고, 서로 다투거나 신변 문제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 싫어서 탈북민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에도 잘 나가보지 않는다. D2의 부모는 남한에 온 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자녀교
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D7은 남한 출신인 새아버
지가 자녀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D7의 새아버지는 어머니와 함
께 D7이 다니는 학교의 행사에 참석하고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교사와 면담을 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D7과 갈등을 빚을 때에는 모녀 관계를 중재하거나 어머니의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조언을 한다. 그는 D7의 어머니에게도 자기계발과 사회활동을 권해서 D7의 어
머니는 현재 대학에 다니면서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D7의 새아버지는 자신이
지닌 관계망을 활용하여 D7과 D7 어머니를 돕고 있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차이는 D2와 D7의 진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건강문제, 자녀의 학업과 진학에 대한 부모의 낮은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고3인 D2는 일찍이 대학진학을 포기했다. 현재 직업과
관련한 진로 고민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로 계획 설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고1인 D7에게 부모는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공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바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가족 구성이나 경제 수준면에서 D7과 거의 유사한 경우가 중3(고1) 패널의 B1이다. 이 경
우는 가계 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 학생은 탈북청소년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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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올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
별도의 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 이 학생은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돈을 빨리 벌기를 원하고 있다.

○ 현재 내가 있는 자리는 부모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고교졸업 이후 패널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두 명의 사례가 있다. 둘 다 작년에 전문대학
을 졸업하고 직장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들의 계층을 나누게 한다. 동시에 이러한 현재의 패널 본인이 처한 위치
는 그들 부모 배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2는 대기업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한다. C6는 작은 전기기술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육

체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같은 노동계급이다. 그러나 이들의 계층 기반은 다르다.
근무환경을 비교하면, C2는 일반고객을 맞이하는 대기업 회사의 기술전문직원으로 외관상
깨끗한 환경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요구하는 환경에서 일한다. 해마다 후배들이
들어와 “사수” 밑에서 교육받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와 비교
할 때 C6의 근무환경은 매우 다르다. 고압전류를 다루는 이 회사에서의 노동은 일반 사람
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 전봇대 등 위험한 고압
전류를 일반사람들이 접근할 없는 곳에서 다루는 일을 C6는 맡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정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 C2는 어머니와 단 둘이 한국에 정착했지만, 미리 정착한 세 명의
이모들과, 이들이 결혼한 한국사람인 이모부들이 C2의 정착에 도움을 주면서 안정적인 기
반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C2가 자기 나이보다 2살 낮추어 중학교
3학년에 입학하였을 때, 학원 강사인 셋째 이모부의 도움으로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부장을 맡기도 했다. 고등학교 방송
반에서 사진동아리 활동을 했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 C2는 부모에게서 경제
적으로 독립했다. 취업 후 매일 단조롭게 이어지는 생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C2는 사진,
운동, 스키 등의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비해 C6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북한에서
온 C6 가정은 아버지가 혼자 버는 수입으로 4명의 식구가 살아 왔다. 한국사회에 정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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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 어머니의 동생, 아버지의 동생들, 그리고 친할아버지가 한국에 살고 있으나 이들로
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다. 정착 후, 전기 관련 자격증을 따서
아버지는 바로 전기회사에 취업했고, 아버지를 따라서 C6도 같이 전기기술자로 비슷한 직
장에서 일하고 있다. 학창시절, C6는 북한출신이라고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고 한국학생과
의 사이에 폭력사건이 생기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제법 큰 사건에 휘말렸었다. 그 후에는
폭력을 쓰지 않고 “얌전히” 학교생활을 했었다는 C6는 몇 년 전 아버지가 간암으로 판정되
면서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빨리 자신이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현재
직장에 취업했다.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누나의 학비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
담감도 있다. 수술 후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전기노동일을 계속 하고 있는 아버지 때문
에 C6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커져 있는 상태다.

3

성

탈북청소년 집단 내 성별 차이 역시 계층별 차이만큼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1주기 양적 자료 분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친구가 핵심적으로 중요해진 중3(고1) 패널에서 화
장 등의 외모 ‘꾸미기’가 여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남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게임에 몰
두하는 등의 친구문화가 성별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그 외에는 남녀 차이라고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본 절에서는 성별 차이보다는 성(gender)과 관련한 쟁점이 나
타나는 지점을 포착하여 향후 후속 연구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 양육자이기 전에 사회인이고 싶다: 패널들의 어머니
초6(중1) 패널로 참여한 아이들 사이에서 성별 차이를 포착하기는 어려웠지만 아이들과
관련하여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30) 면담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 역할, 아이들에 대한
기대 등에 포함된 젠더 쟁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0) 주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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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들이나 관련 연수 자료들에서 탈북학부모 교육의 필요성
을 거론해 왔다. 북한에서 온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 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맡아 줄 것이
라 기대하고 있어 부모 스스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부모 교육이 중요성하
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2016: 91 등).
그런데 초6(중1) 패널의 북한 배경 어머니들 중에는 학교와 학원에 아이를 맡겨두는 경
우도 있으나 아이의 학교생활에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는 어머니들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
라고 하기에는 A3, A5, A6 어머니 등 그 사례가 많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 노력하는 사례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에 비해 홀로 아
이를 키우는 2명의 아버지는 그러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두기만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A9 어머니라 할 수 있다. 기숙형 중학교로 A9을 보낸 후에 어머니는
한 번도 학교를 찾아가지 않았다. 사실 다리 수술을 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A9 어머니는 아들에게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지 않다. A9이 어
릴 때 헤어져 그렇기도 하지만 아들이 남자여서 중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 온갖
보살핌을 다 받아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고 생각하기에 어머니로서 오랫동안 아이를 떨어
뜨려 놓은 것에 대한 미안함은 별로 없다. A9 어머니는 A9 누나인 딸과 심리적으로 더욱
가깝다. 중국에서도 여자라는 점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이 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A9 어머니는 A9 누나가 기숙형 중학교에 진학한 후 A9과 둘이서 살면서 온갖 갈등을 경험

했다. 자신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도 가사 일을 전혀 도울 생각을 않는 A9에게 어머
니는 정이 쌓이지 않았다고 한다. 돈을 벌어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A9을 누나가 있는 기숙형 중학교로 보내고 난 후 A9 어머니의 삶은 매우 달라졌다. 지역

대학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대학생”으로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을 공부하고 있다. 이전에
공부를 그렇게 싫어했던 자신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은근히 자랑했다. 최근 다리 수술로 혼자서 제대로 움직
이지 못하여 중국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동생”과 함께 지내는 A9 어머니 분위기는 작년
A9과 함께 있던 때와 판이하게 다르게 활기가 넘쳤다. 이러한 A9 어머니의 변화는 전적으

로 아이들의 양육(끼니 챙기기, 아이들의 생활 통제하기 등)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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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서 온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였다.
아이들을 돌보며 전업 주부로 있다가 최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하여 매일 출근하면서
바쁘게 살면서도 매우 활발하고 건강해진 A6 어머니도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A6 어머니
의 경우에는 자녀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가정의 울타리 범위 내에만 있던 작년과
비교하여 현재 “당당하게 회사에 다니니까 그게 완전 마음이가 뿌듯”하다고 한다. 새벽에
출근하는 어머니 때문에 아이들이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준비해서 등교해야 하는 상황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어머니가 없으니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하
는 “마음이 중하”다는 것이다. A6 어머니는 자신이 받은 이러한 “선물”을 이제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A5 어머니도 A5와 장애인 형을 돌보며 가사 일을 하고 동시에 사이버 대학에서 사회복

지학 공부를 하고 있다. 씻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아들의 모든 것을 보살펴야 하는
데 거기에 A5까지 신장병과 ADHD 진단을 받아 자신도 우울증을 앓게 된 A5 어머니는
장애인 아들을 고3까지만 돌보고 이후에는 일자리를 찾아 나설 생각을 하고 있다.
A10 어머니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밤늦게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있다. A3 어머니도 현재 사이버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고 졸업하면 모 대학
석사과정에 진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어머니들에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자녀 뒷바라지를 더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비롯한 제
반 지원을 가정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정책 제언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탈북청소년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민할 때 이러한
젠더 쟁점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가부장적 성역할 분리가 문제로 인식된다/여성인권, 페미니즘 논의가 불편하다
졸업 이후 패널에서는 젠더 관련 쟁점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고나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한다. 이것은 직접
적으로 부모와 갈등이 야기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C3는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하는 조
언들, “돈 잘 버는데 가라. 편하게 살아라.”, “넌 남자니까 직업 나중에 잘 갖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등, 행복의 기준은 돈이고, 남자는 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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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된 후 교양수업을 듣고, 다양한 서적을 접하
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무직으로 집에 쉬고 있
는 아버지가 집안일은 절대 하지 않고, 사회 생활하는 어머니를 간섭하고 통제하여 힘들게
하는 가족 내 비합리적인 성역할에 대해 C3는 토로한다. 가족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어머
니에게 “빨리 들어와. 6시까지 들어와. 나가지마.”라는 아버지를 겪고 지내야만 하는 어머
니가 C3에게는 애처롭게 느껴진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젠더 논의가 너무 낯설게 다가온다
고 표현하기도 한다. 남학생인 C4는 대학에서 젠더 관련 강의를 들었다. 그런데 여성인권,
페미니즘 등의 개념들이 어떤 사상을 만들어 주입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되어 상당히 불편
함을 느꼈다는 C4는 강의가 끝난 후 교수를 찾아가서 자신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토로했었
다고 한다. 그 때 교수는 자신을 “외계인” 보듯이 ‘뭐 이런 학생이 다 있나’ 하는 식의 반응
을 보였다고 표현하는 C4는 아직도 자신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젠더 관련 쟁점은 가정 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 역할 차이, 남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차이, 자녀를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서의 남녀 차이 등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한다. 다른 모든 쟁점도 그러하지만 특히 젠더 관련 쟁점은 탈북청소년의 삶
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쟁점은 아닐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쟁점을 대하는 인식에서의
남녀 차이는 북한청소년에게서 특별히 더 클 수 있다.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인식은 남한에
비해 더욱 가부장적이며 남성중심적이고(정진경, 2002; 설진배·송은희, 2018) 그 때문에
남한 생활에서 갈등을 경험하는(설진배·송은희, 2018)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C4가 페미니즘 강의를 듣고 가졌던 불편함은 그 점을 적절히 대변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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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패널별 삶의 주요 영역을 기술하면서 이들 삶의 특징을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이라
는 기준으로 각각 논의했었다. 이들을 상호 연결하여 탈북청소년 삶의 특징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부하는 삶이 자신에게 최선이라는 인식이 공부에 두는 비중과 연결된다.
2018년에 중학교에 진학한 초6(중1) 패널 내부에는 이미 학업에 부여하는 의미의 차이

가 사례별로 분명히 구분된다. 중학생이 되면 학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사교육비가 늘어
나고(김양분 외, 2016) 학업적인 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김경애 외, 2017)는
일반적 경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패널들이 공부에 두는 비중에는 사례
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이 되자 초등학교 때에는 다니지 않았던 학원을 부모에게
요청하여 다니게 된 사례들의 경우 중학교의 특징을 공부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업
부담을 얼마나 느끼느냐 하는 것은 아이들 내부에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자체 동인이
존재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공부에 보다 비중을 두는 아이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스스로
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였으며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전제
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에 중학교 진학이 이들에게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온
다. 그러나 누가 뭐라든 여기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자신에게 공부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
은 아이들에게 공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중학교 진학은 교복을 입는다
는 것, 시설이 다르다는 것 정도로 읽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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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행위양식 따라가기 차원의 전략이 교육적 성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초6(중1) 패널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기존에 자신이 좋아하던 것을 대폭 줄이고 공부만
하는 사례들, 학교와 학원만 오고 가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애쓰는 사례들에서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행위 양식이 얼마나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배움’에 대한 자신감,
새로운 배움의 기쁨, 그리고 향후 어려운 과정을 열정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선택한 방향은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
년의 일반적인 행위양식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이 이들의 성장을 담보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공부만을 하는 생활을 통해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
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대학특례입학제도에 의해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했던
사례들 중에서 대학 입학 후 급격히 자신감을 상실하여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를
통해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누구나 명문대학을 가고자 하고 명문대학 진학이 사회
적 성공으로 인식되는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적극적 성찰 없이 그러한 행위양
식 ‘따라가기’ 차원에서 삶의 전략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 사례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서 탈북청소년 스스로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
하기도 한다. 지원 자체가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마주할 기회
를 갖지 않게 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데 급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특례입학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탈북청소년들
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보다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여러 주어진 가능성을 자신의 가능성
과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가정에서 담보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적
극적인 진로지도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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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능력 문제가 학습능력 문제로 가려져 있다
초6(중1) 패널에서는 한국어 학습 문제가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부각되지만 그 외의 패
널에서는 그것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초6(중1) 패널에는 2016년, 2017년에 입국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북한출생, 중국출생 아이들이 있는 반면, 중3(고1) 패널에는 가장
최근에 입국한 경우가 2015년이라는 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2016년에 입국한 초6(중
1) 패널 A6가 2017년 1차면담에서는 거의 한국어로 하는 면담이 불가능했었음에 비해
2018년 3차면담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한국어 면담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2015년에 입국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언어적 한계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초6(중1) 패널 외에서 한국어 관련 쟁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은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활한국어에 이미 익숙해진 경우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6(중1) 패널에서나 중3(고1) 패널에서나 중국어를 모국어로 했던 아이들이 생활한국어
에는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수업에서 겪는 언어 문제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 스스로는 그것을 언어 문제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교사들은 이들
의 읽기, 쓰기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때 초기에는
학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언어 문제로 이해되다가 아이들이 생활 언어에
익숙해지면 이들의 낮은 학업 수준이 이들의 학업능력 부족 때문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시
사해 준다. 사실 언어 문제로 축적되는 학습 부진은 고등학교 단계에 오면 보완될 기회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일반학생들에게도 버거운 고등학교에서 요구되는 학습량과
학습수준을 언어적 한계를 지닌 아이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3(고1)
패널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겪는 학업에서의 좌절들은 상당한 부분 언어적 한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들의 한국어 문제가 학
업능력 문제로 가려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향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들에 대한 한국어 지원은 초기에는
일상에서의 관계 형성과 소통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
언어 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교과학습언어 차원으로 지원의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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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들이 표현하는 다차원적 요구에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핸드폰에 몰두하는 것, 친구들과 같이 화장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것 등이 갖는
의미를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초6
(중1) 패널들이 보이는 핸드폰과 게임에의 몰입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고

립되어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
으로 관계를 만들고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심지어 ADHD로 진단받은 사례가
보이는 행동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함께 놀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3(고1) 패널 여학생에게 화장 등의 꾸미기와 남학생에게 게임 역시, 소통되지 않는
가족에서 멀어져 친구가 유일한 소통 대상인 이 시기 학생들의 친구와의 중요한 소통 창구
라 할 수 있다. 특히 중3(고1) 패널에서 친구는 친구를 통해 또 다른 친구가 생기는 등 사회
적 관계 확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텐더’, ‘1인 방송 크리에이터’과 같은 직업을 원하는 탈북청소년도
존재한다. 이 학생은 노래, 춤, 요리, 게임, 레크레이션, 인테리어디자인, 인터넷쇼핑몰 등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고 손재주도 많다.
그러나 아이들이 몰두하는 것들은 성인들에게는 모두 공부하는 시간을 뺏게 하는 ‘나쁜’
도구와 활동일 뿐이다. 누구와 함께 하려는 아이의 행동은 “과한 행동”으로 이해된다. ‘바
텐더’는 건전한 직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1인 방송 크리에이터’ 같은 것은 성인들이 보
기에 직업도 아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어른들이 아무리 이들을 돕고자 해도
아이들은 어른을 경원시하게 되고 그가 주려는 도움에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하려
고 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탈북청소년들의 특정 행동양식이나 그들이 몰두하
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려 하는 가운데 관련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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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의 상황이 성장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중학교
진학이 가능했던 초6(중1) 패널과 달리 중3(고1) 패널에서는 자신의 인생 진로와 관련한
선택의 기로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진로를 선택하는 경험을 해 보았다. 대안학교 패
널이나 고교졸업 이후 패널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경험을 이미 여러 번 해 본 사례들이 대
부분이다. 이러한 진로 선택 과정에서 탈북청소년들은 성공보다는 좌절을 경험하는 사례들
이 많이 나타난다. 고교 진학 단계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자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탈북학생 특성화 학교로 되돌아가는 경험, 하향지원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경험, 대기업 진출을 꿈꾸며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진학했다가 어려운 학과
과정을 겪으면서 좌절하는 경험, 명문대를 진학했으나 도저히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어 휴
학해 버린 경험, 진학한 대학의 학과 공부를 근근히 따라가면서 불안 속에 미래를 염려하
는 경험 등이 탈북청소년들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 좌절 경험으로 인해 여러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사례들이 많다. 패널 종류를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
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다시 냉철하게 성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잃어버린 자신감이 자신의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게 해 주었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가장
단적인 예로 대안학교에서 명문대학을 진학했다가 한달 반만에 휴학을 하고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이켜 보고 있는 사례가 그것에 해당한다. 이 사례는 이제부터는 “하나라도 완전
하게 내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 고교진학 단계에서 좌절을
경험한 사례들도 이 경험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음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양적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탈북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 내재적 학습동기, 학업 효능감 등의 수준은 감소하는데 진로성숙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1차년도 자료에 의한 양적 분석 결과는 좌절에 의한 성찰의 과정과 맞닿아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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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과 어려움이 다음의 구체적 가능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탈북청소년들이 겪는 좌절의 경험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입장에서 상황
을 판단하고 다음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의 주변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패널
들 내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정, 학교, 사회 어디에서도 필요한 도
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초6(중1) 패널에서는 학교에서는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고 친구도 없고 집에 오면 혼자서 게임만 하는 사례가 있지만 적절한 지원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생활한국어에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학교에서
한국어학습도 특별히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소통할 이가 없다는 것은 그냥 가정의 문제
로 남겨져 있다. 중3(고1) 패널 중에는 고교 진학 과정에서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 진로
를 결정해야만 했던 경우도 존재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당연히 고교 진학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대안학교 및 학교밖 패널에서도 이 문제는 부각된다. 고3의 학령기에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학생 본인에게 남겨져 있다. 아
이들에게 인간의 삶에서 직업이 갖는 의미와 직업 세계의 변화 동향을 조망하고 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학교 밖 패널의 경우, 지원의 사각 지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배우지 못한 탓에
한국사회에 섞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혼자 고립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특이한 사
례만은 아닐 것이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퇴근 후 하루 한 두 시간만 공부
하여 초등학교 학력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는 현재 없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며 사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 수준과 비공식 지지망의 크기가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박윤숙･윤인진, 2007)처럼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차
별은 감소한다고 느끼지만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양적
자료 분석 결과는 좌절의 순간에 기댈 곳이 없는 탈북청소년들의 상황과 연결된 것이 아닌
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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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 초기에는 북한배경을 숨기고 시간이 흐르면 이중적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워한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은 북한에서 왔다고 스스로 인지하는 이들에게서만 중요
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무서운’ 북한 이미지 때문이다. 북
한 정체성을 지닌 탈북청소년들이 고향으로 기억하는 북한은 친지, 놀이, 음식, 친구들 그
자체이지만 타인이 인지하는 북한은 그것이 아니다. 이들은 어떤 나이에 있든 자신이 배경
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미지로 자신이 규정되는 것을 원하
지 않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 교사들 중에는 이 아이들이 북한 배
경을 숨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외적으로 자신을 북한과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과는 다른 한국인
이 규정하는 ‘북한사람’으로 인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적 자료에는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으나 양적 자료를 통해 보면 중국출생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왔음을 북한출생 아이들보다 더 잘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중국출생 아이들에게도 자기 어머니의 북한배경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이며 북한출생 아이들보다 더 공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북한
배경 어머니가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연구가 향후 더욱 구체
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로 남는다. 시간이 지나도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여전히 상
존하지만 입국 후 시간이 길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이나 어머니의 출
신배경 문제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지며 입국 후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통합이 가속화된
다고 양적 자료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표 연구 결과
(권은성 외, 2018)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질적 자료는 다른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1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고교졸업 이
후 패널 탈북청소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출신배경이 대인 관계 형성에 큰 장애가 되지 않
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워한다.
이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보는 ‘북한사람’과 더 이상 자신을 동일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
스로 많이 변했다고 인식한다. 외적으로 자신은 어디에도 ‘북한’을 연상시키는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북한’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솔직
하게 표출하지는 못한다고 토로한다. 가정에서 조차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의 변화를 요구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 변했다고 비난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을 경계인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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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연구(윤보영, 2016)처럼 이들이 갖는 정체성은 이중적이다.
정착 초기에 이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것 자체를 숨겨야 했고, 정착한지 10년이 지난 이
제 이들은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혼란스러워 한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낼 공간을 가정에
서도 가정 밖에서도 찾질 못하고 있다.
○ 탈북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회통합
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
양적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이 이들이 한국사회에의 귀속의
식이 강화되거나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탈북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넘어서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
다. 자신이나 자신의 어머니의 북한배경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
들기 위한 노력은 탈북청소년 개인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요구된다. 북한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자신에게 있는 북한을 스스럼없이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 있는 사회, 모두에게 한
국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한국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북한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한국사회에 소속감
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는 통합된 사회라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출생국에 따른 지원 수준의 차이는 선별적 복지체계의 한계를 드러내 준다
우선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탈북청소년의 출생국에 따른 구분은 이들의 법적 지위와
연결된 구분일 뿐이며, 각 사례들이 지니는 정체성은 출생국과 관련 없이 성장한 지역과
관련되어 있고,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외부인의 판단은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
는 점이다. 이 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탈북청소년 지원의 합리성에 대해 문
제를 제기하게 한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해 왔기에 외부에서 중국출생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중국 연변에
서 조선족 학교를 다녔기에 스스로는 자신을 중국에서 온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외부에서
는 북한출생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법적 보
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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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자신들이 차별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기준에 입각한 선별적 복지체계가 갖는 한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향후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이 보편적 복지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
지 않으면 현재 존재하는 여러 지원 정책들이 그 합리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김민경(2015)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원이 필요에 대응하는 것
이 아니라 이들의 출생국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집단의 성장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비판하고 있다.

○ 다양한 하위 범주들의 특성을 고려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출생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북한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
서 ‘북한 배경’을 숨기기 위해 보이지 않게 애써야 하는 상황이 부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타인이 자신을 ‘북한’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 곧 말투,
어휘 등을 되도록 빨리 지우려 한다. 북한출생이라 하여도 중국에서 자라 중국어를 모국어
로 하는 경우에 이 문제는 전혀 자신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같은 탈북청소년이라 하여도 부모 계층 배경에 따라 그 삶의 양상이 매우 다를 수 있다
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북한에서의 배경 차이에 따라 자
녀 교육에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고 실제 지원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
고 북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건 한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의 어려웠던 경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할 때 이러한 이들
집단 내부의 다양한 하위 범주들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집단의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는 것도 획일적 정책의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단순히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만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한 지원을 개인 역량에 맡기게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탈북청소년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 범주를 탐색하는 일은 각각에 필
요한 정책을 공적인 차원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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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gender) 평등 관점에서 탈북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과정에서 성(gender)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세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본 연구 결과는 부분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가지
는 문제의 근원이 가정에 있다고 보고 그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는 정책이 자
칫 여성을 가사와 자녀 돌봄의 주 책임자로 규정하는 정책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여러 탈북청소년의 어머니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기를 원하며 또 실제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떤 때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점이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자로서 탈북여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내세울 것은 거의 없을 수 있으나 이들
의 삶은 그 자체가 “삶을 향한 애착과 불굴의 의지 발휘”의 전형이다(김현경, 2011:
27-28). 실제 본 연구 패널들이 그랬듯이 한국에서도 탈북청소년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혼

자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녀 양육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이 돌보아야 할 아
이들이 이 사회에 익숙하지 않거나 심지어 언어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들이 가
진 양육자로서의 한계만을 강조하기보다 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바라보며 이들에게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이기영 외, 2014).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건강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
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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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1

탈북청소년 지원 기반 구축

가. 한국 사회 사회통합 수준 제고 노력
○ ‘사람이 사는’ 북한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책 구안 및 실행
(통일부/문화관광부/교육부)

오랜 기간 분단에 의해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로 서로 다른 역사를 만들어 왔으나 남이
나 북이나 사람이 사는 모습은 같다. 북한 정체성을 지닌 아이들은 북한을 ‘놀이, 친구, 공
부, 가족이나 친지, 음식’ 등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남한, 곧 한국에서 만들어 온 ‘북한’ 이
미지는 ‘군대’, ‘총살’, ‘핵’ 등 매우 위협적인 단어로 축약되는 것들이다. 한국에 온 북한
아이들은 자신이 자라서 살아온 곳을 ‘북한’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그리고 ‘북한’과 연결된
이러한 위협적인 이미지가 자신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출신배경을 숨
기려 애쓰게 된다. 자신의 출신배경을 말하는 순간 자신은 본래 자신과 다른 “무서운” 이미
지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아이들은 한국 입국 전부터 부모 혹은 주변인에
의해 미리 학습하기도 하고 한국에 입국 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파악하게 되기도
한다.
이에 탈북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
은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 자체로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토대 마련이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초점이 탈북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정책이나 ‘북한’ 관련 사회 정책과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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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북한’ 이미지 공유를 위해 여러 매체를 활
용하여 관련된 정보를 대중과 공유하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 교사 연
수나 학생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한 북한 사회 이해 프로그램 비중
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탈북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북한배경 청소년’과 같은 중립적 용어로 수정(통일부)
‘탈북’, ‘북한이탈’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이유로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 북한을 이탈했다

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용어는 북한에서 탈출했음을 강조하는
단어다. 이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길은 목숨을 건 ‘탈출’ 그 자체이며 다시 북한
에 돌아갈 수도 없다. 이에 한국에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며 비호망명신청에 인도
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이만종, 2018: 88). 한편 국제법상의 난민에 대한 규정은 “인
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
분한 근거 있는 공표 때문에 국적 국가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Fitzpatrick, 2002: 양길현 외, 2013: 89)이다. 중국은 탈북자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불법이민자로 취급한다(양길현 외,
2013: 90). 한국에서 ‘탈북’, ‘북한이탈’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들이 되돌아갈 수 없

는 국적국에서 ‘이탈’한 난민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난민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향후 남북한 화해 시대에 ‘탈북’, ‘북한이탈’
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화해한 당사자로부터 탈출했다는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범주화되는 이들
이 가지게 될 위상은 남북 화해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더욱 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에도 이미 한국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이 향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명명하는 용어를 비롯하여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이 매우 세밀하면서도 조용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등의 용어를 ‘북한배경 주민’, ‘북한배경 청소년’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탈
북청소년 대신 북한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탈북경험을 하지 않은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이 범주에 포함하여도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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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혹은 아버지를 둔 자녀는 이들이 직접 북중 국경을 넘었거나 아니거나, 제3국을 거쳐
난민으로 망명 신청 과정을 거쳤거나 아니거나, 북한에서 자랐거나 중국에서 자랐거나 모
두 북한배경 청소년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통일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연구 과제 제목만이라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윤리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북한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들을 일반 청소년과 구분하여
범주화하는 문제는 상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는 구분하여 분리하고 차별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필요한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했
듯이 현재 한국 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는 북한 이미지에 의해 자신과 다른 북한 정체성이
강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 ‘북한배경 학생 이해’를 포함하는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인 교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
으로(교육부)
이는 김정원 외(2016: 237-238)에서도 제안된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
전히 탈북학생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이들이 왜 북한배경을 숨기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탈북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여서 탈북학생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서도 그런 경우들을 발견한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상
황에 대해 교사들이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동료학생들의 편견 못지
않게 수업이나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교사들이 내뱉는 북한이나 탈북민 비하 표현들에서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일반인 대상 사회통합교육 실시(문화관광부/교육부)
한국의 학교문화가 서열과 경쟁 중심의 문화이며, 특히 남학생들에게 힘겨루기를 통한
서열 매기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회통합 문제는 단순히 ‘북한’, ‘탈북’에만 연결되는 것
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김정원 외, 2016: 239-240)에서도 지적했듯이, 학업성적,
키나 몸무게 등의 신체적 조건 등에서 사회적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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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들이 일상에서 흔히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대중매체가 조장하기도
한다. 이에 어떠한 특성을 지닌 인간이나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이념을 한
국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매스컴 등을 활용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삶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한국 학교교육 변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 기반 하의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수립
○ ‘계층 사다리로서의 교육’ 프레임 폐기와 학교 역할 재설정
이 연구는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탈북청소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국사회에 대한 것이다. 이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는
가 하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직접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한국사회에서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자신이 좋
아하는 것을 줄이거나 포기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라 규정되는 것에만 올인하
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향후 실제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빈곤층이나 하위중산층은 상위 서열 대학 진학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그러한 대
학에 진학하다고 해도 그것이 그에 걸 맞는 노동시장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재
한국사회이기 때문이다(김정원, 2017). 탈북청소년들에게 공부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올라
가 보라고, 노력만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들의 좌
절감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대학에 진학한 탈북청소년들이 겪는 좌절들이 그것을 직
접적으로 대변해 준다.
무너진 계층 사다리 복원이 계속 강조되어 왔으나(교육부, 2017: 84, 김희삼, 2015) 정
작 현재 한국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토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계층 사다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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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레임을 버리고(김정원, 2017),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논리로 아이들을 책상에 앉
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는 학교로 그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교사의 역할을 ‘교수’에서부터 ‘관계 형성’ 중심으로 재구조화(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모, 교사, 친구
등과의 ‘관계’(이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구섭 외, 2014; 강구
섭 외, 2015)라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
지다. 탈북청소년들은 ‘항상 나를 바라봐 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어릴 때는 그것이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지만 성장하면서 탈북청소년에게는 친구가 전적으로 그 역
할을 담당한다. 이는,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결핍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며 그 관계에 의해 이들 삶을 이해하고 그 필요에 대
응하는 것(김정원, 2007)이라는 기존 문제의식이 탈북청소년들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필요
함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그런데 학교가 지금과 같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행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움직인다면
교사에게 개별 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청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역할 이외의 개인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교가 1차적 관심을 갖는 것은 교육과정
의 이행과 학생들이 얻은 교과 ‘성취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보이는 교과
성취도가 학교의 역할을 통한 것인지, 아닌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에 현재 교사
의 학생에 대한 1:1 관계 형성을 토대로 하는 멘토링 중심의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들
이 그 효과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교사에게는 개별
학생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의 삶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교과별로 구획된 정해진 교육과정 이행을 위한 ‘교수’에서부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 형성’으로 교사의 역할 초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에게 학생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럴

305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수 있는 ‘시간’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일반학교교육 정책에 미친 영향력 중심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평가 기준 개발과
적용: 학교 차원에서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 일반학교 운영에 미친 영향력 판
단을 위한 평가 기준 개발과 적용(교육부)
향후 이러한 한국의 학교교육 변화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이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의 핵심은 멘토링에 있다.
2012년부터 탈북청소년교육 지원 정책 초점을 집단이 아닌 개인에 두고 1:1 관계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에 큰 비중을 부여해 왔다.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학교교육 운영 체제는 탈북청소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정서적, 심리
적 쟁점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멘토링이 요구되는 직접적인 맥락이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것이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
인하기 위한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예를 들어 김정원 외, 2016). 또한 정책 집행
자 입장에서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수준 변화 차원에서 정책을 평가해
왔다. 사실 멘토링 사업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탈북청소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개별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에 탈북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지원이며 이러한 특별지원사업이 향후 한국의
학교운영체제의 미래 설계의 토대가 되어야 함(김정원 외, 2015)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 10년이 지난 현재도
그것은 탈북청소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것이 일반학교 운영체제에 대해 어떠
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학교가 움직이는 체제는 변화하지 않
으면서 특별지원사업만 개별 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교사는 이중으로 그 역할
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교사의 장기적인 헌신을 요구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별지원사업으로서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
준에 그것이 일반학교 운영체제에 미친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306

Ⅷ. 정책 제언

러한 기준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에 뿐만 아니라 중앙
단위에서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적용되어야만 한다.
멘토링 등, 탈북청소년교육지원사업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전체 학생을 위해서도 그
러한 정책이 적용되어야만 하며 그것을 위해 학교운영체제 변화가 모색되어야만 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평가기준 개발과 적용은 특별지원사업이 취약한 집단을 위한 시혜적인 사업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학교운영체제에서는 접근해 보기
어려운 특별한 지원을 그것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특별지원사업이며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학교교육의 일반적인 운
영 체제와 내용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특별지원사업이 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 보편복지 구현의 초기 단계로서의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 추진(교육부)
이제까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은 지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얼
마나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그 지원 범위를 단계
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탈북청소년 교육지
원 정책에서 법적 보호 대상인 북한출생 아이들은 모든 지원의 대상이 되며 그 밖의 아이
들은 교육부의 탈북학생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에서 제
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기존의 북한출생, 제3국출생 등 출생국
중심 범주 외에도 탈북청소년 내부에는 다양한 범주가 존재함을 드러내 주고 있다. 북한에
서 출생하였으나 어렸을 때 중국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주하여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며 중
국인으로 성장한 아이에게도 불한 출생이라는 조건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
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출생했지만 조선족 학교를 다니면서 조선어를 이중 언
어로 사용하면서 중국어보다 조선어에 더욱 익숙하여 ‘북한’에서 온 아이로 ‘의심’받는 아
이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둘 다 북한에서 온 어머니를 두었다는
점도 동일하고 중국에서 성장했다는 점도 동일하고 둘 다 ‘탈북학생’으로 범주화되지만 어
디에서 출생했는가에 따라 지원받는 수준이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 왜 지원하
는가와 관련한 보편적 이해를 구하기 어렵게 한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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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이 문제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한편, 각종 특별지원에 대한 요구는 탈북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빈곤
층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에 탈북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탈북청소년에
만 집중되는 지원에 대해 여러 교사들은 문제의식을 표명한다. 이들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
이 많음에도 정책 초점은 탈북청소년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이 처음 시도될 때에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다른 어떤 집단에 대한 지원보다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취약집단에 대한 특별 지원은 점차 지원 범위를 넓혀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확대
되어 나갈 때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 출발점 단계에서는 국가재정 확보가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가장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원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지 않는다면 선별 기준과 관련한 논란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다. 한국사회 내 대표
적인 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이 그들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는 이들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탈북청소년 지
원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단계별 정책으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2

성장 단계별 탈북청소년 지원

본 연구의 패널들이 보이는 특징에 의거하여 탈북청소년 지원 정책을 성장 단계별로 구
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초등(중학교 저학년)학생
○ 마을 단위 공적 돌봄 체계 강화(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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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패널로 참여한 초6(중)패널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나를 항상 바라봐 주
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신을 이끌어줄 어른이기도 하고 누군가
에게는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놀아줄 친구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이 모두를 다 필요로
한다. 이런 필요가 아이들을 우울감에 싸여 있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ADHD로 진단받
게도 한다.
흔히 이에 대한 대응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보고 아이들의 필요를 가정이 채워줄 것을
요구한다. 가정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는 하나의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사적 특성 혹은 부모의
경제 활동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과 거
리가 먼 경우가 흔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어떤
특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를 확대하는 정책이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부모의 직업활동으로 인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이들 한 아이, 한 아이를 세밀하게 돌보는 장이 공적으로 마련
될 필요가 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는 이러한 필
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생적 노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도서
관 형식으로 운영되는 대전 중구 태평1동 ‘짝꿍마을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방과 후에 도서관이라는 마을의 공간에서 자신을 바라봐 주는 누군가와 항상 함께 하는
가운데 책을 읽거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교공부를 하면서 부모가 돌아올 때까
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아직 몇몇 사례에 불과한 이러한 자생적 돌봄체계를 찾아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이런 사례조차 없는 여러 지역에 공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초등 혹은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원 수요 중 상당
부분이 사교육 자체 수요에 의한 것이기 보다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지역 단위 공적 돌봄체계 확대는 취약집단에게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기
존의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집단 중심 지역아동센터 수준을 넘어서서 크고 작은 마을 단위
로 필요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만들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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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고등학생
○ 한겨레중고등학교 역할에 탈북청소년 초기 정착교육 기능 포함(통일부/교육부)
한국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는 본 연구 중3(고1) 패널들이 고교 진학 과정에서 겪는
각종 시행착오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에게 부모나 교사 누구도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한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중등학령기의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받는 초기 정착교육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탈북민들
이 한국에 입국하면 초기에 12주간 정착교육을 하나원에서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중등
학령기 청소년들은 하나원 내에 설치된 하나둘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둘학교
는 전국에서 지원받아 선발한 교사들31)로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는 교사와 학생 비율 면
에서는 1:1 지도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교사들의 근무 기간이 2년이어서
북한배경 청소년들과 함께 함으로써 얻게 되는 전문성이 축적되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다.
이에 하나원에서 12주를 보내는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초기 정착교육을 하나원 인근 한겨
레중고등학교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
북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사립중고등학교로서 교사 이동이 많지 않아 북한배경 청소년 지
도 경험이 축적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또한 이 학교에서는 먼저 온 또래
청소년들과 어울릴 수도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더불어 점차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존재하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도 이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단위 탈북학생 진로진학 지원 교사 풀 구축과 운영(시･도교육청)
본 연구에 참여한 중3(고1) 패널의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단계
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지원해야 할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몰라 담임교사만을 의지하고 있다가 상호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원하
던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적합하다
고 판단한 학교에 진학했지만, 막상 입학해 보니 학교교육의 수준이 너무 높기도 했다. 고
교 진학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례를 보면, 본인이 고교진학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
31) 2018년 현재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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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아본 경우이거나 또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
련 지원에 많은 애를 쓴 경우였다. 특히, 중학교 교사가 학생이 진학한 고등학교에 직접
연락을 해서 학생에 대한 관심을 부탁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 후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
의 학업 부족 영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학교가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알게 되어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거주지역 인근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학교 입학
과정에 대한 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청
소년과 학부모들에게 고등학교 입학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다양한 학교의 종류를 알기도
힘들고, 각 학교의 수준이나 이후 진학 및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기 어렵다.
이에 시･도교육청별로 탈북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돕는 교사 풀을 구성하여 지역 내 탈북
학생들의 진로 관련 상담을 맡아 주면서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탈북학생 진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 구
성된 이 풀의 교사들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중3 시기의 탈북학생과 그 담임교사들에
게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단위학교 진로지도의 질적 수준 제고: 폭넓은 진로지도에 터한 대학입학 지원(학교)
현재 탈북청소년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는 개별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진학
지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에게 주어
지는 특례입학 혜택을 활용하여 소위 “좋은 대학”에 입학한 많은 경우에 이후 이들이 경험
하는 문제들은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한다. 본 연구 졸업후 패널에서
3사례가 모두 서울 내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했으나 학업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

감을 상실한 경우다. 특히 1사례는 학업포기를 생각한 적이 있다. 학업포기를 생각했던 학
생의 같은 학과에 입학한 2명의 다른 탈북청소년들은 이미 대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들
에게 대학입학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들의 기본 학업역량에 대한 평가를 바탕
으로 대학입학과 관련한 진로지도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졸업후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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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면담에서, “새터민은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지원 태도와
방식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한다. 대학특례입학제도 활용에서 세심한 진로지도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우수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이들을 강사로 초빙할 때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부각되면서
자신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이 가려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이에 탈북청소년들이 여러 가능성 속에서도 자신이 마주할 여러 한계도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폭넓은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준 높은 진로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 대학생
○ 대학 학비 지원 범위를 제3국 출생으로 확대: 대중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학교육 학비
무상화를 최종 목표로(통일부/교육부)
북한배경 학생 중 제3국출생자의 비율이 2015년 이후 50%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북
한출생 탈북청소년과 제3국출생 청소년에게 달리 적용되는 대학 학비 지원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
육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져보아야 할 때라 할 수 있다. 지원의
근거가 이들의 ‘국적’인가, 실질적인 결핍인가? 이들을 이주민 자녀와 구분하여 ‘특별한’
교육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남북한의 대립적 분단 상황에서 이루어진 ‘탈북’이라는 행
위의 의미 때문인가, 아니면 뒤쳐져 있는 출발선 상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적 결핍 때문인가? 후자라면, 특례입학과 대학등록금 지원 등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대학입학 지원을 제3국출생 탈북민 자녀에게로 확대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대학특례입학제도가 일부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학업능력과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에서 학
업 부적응을 겪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에
특례입학제도는 현행대로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에게만 적용하면서 향후 검토해 나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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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비지원은 제3국출생 탈북민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국출생 탈북민 자녀들도 기초학력이나 가정환경, 경제적 조건, 사회적 관계망
등의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청소년 못지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3국
출생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남북하나재
단의 장학지원. 진로진학지원, 리더십 및 해외연수, 외국어와 정보화교육 등의 학습지원은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전
체 탈북민 자녀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제3국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국사회 내 대학교육은 이제 보통교육의 성격을 띨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으
므로 대학교육비를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여 가장 먼저 국공립대학 학비를 무상으로 하고 더 나아가 모든 대학
학비가 무상화 되는 독일과 같은 수준의 복지정책이 한국에도 갖추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학교 밖
○ 학교 밖 탈북청소년 실태 파악 체계 구축(법무부,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의 연
계, 부처 간 협의 기구 신설)
학교 밖 탈북청소년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누구와의 연계도 없이 혼자서 살아간다. 한국사회에서 살지만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것이
다. 학력이 부족하다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살면서도 직장 구성원들
과의 네트워크에도 끼지 못하게 한다.
이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은
앞선 연구(김정원 외, 2016: 235-236)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탈북청소년 교육과 그 밖의 취약집단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등이 함께 협의 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중도입국 청소년 정보를 통일부와 공유하고 통일부는 이 중 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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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자녀를 확인한 정보와 무연고 탈북청소년 정보를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공유하여 이
들의 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밖 탈북청소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위기형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강화(통일부/여성가족부)
학업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일반학교나 대안학교 재학생이 아니어서 지원체
계에서 벗어나 있거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무연고 탈북청소년이거나,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있지만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무연고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정착 이전 단계에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지원 연계망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 재원 시 탈북청소년들의 이력 및 환경 분석을 통해 위기형
탈북청소년 여부를 판단하고, 위기형 탈북청소년으로 판단될 경우 주거, 학업, 취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정착지 배정 시에도 위기형 탈
북청소년의 경우 학업이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역을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 배정 시점에서 하나원이 위기형 탈북청소년 사례를 해당
지역의 하나센터에 인계하여 특별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반학교 취학자나
대안학교 취학자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센터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
이 일반학교나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고 그룹홈 등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에서 살고 있
지도 않은 1인 가구 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나센터나 지역 내의 탈북청소년 교육시설, 사회
복지센터 등에서 전담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학업지원뿐
아니라 외로움과 우울증 해소를 위한 주기적 심리상담, 또래 자조모임 구성 및 여가활동
지원, 사기 등 피해 예방 교육 및 법률적 지원 등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의 학업공백과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한 탈북청소년들의 상황을 고
려하여, 위기형 탈북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초중등 취학연령에 국한하지 말고
적어도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인 만 24세까지는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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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원격통신초등학교 운영(교육부)
현재 중고등학교 학력 획득을 위한 기회는 정규학교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안학
교나 시설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방송중,
고등학교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직업을
가진 성인들이나 노인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다. 2018년 현재 4,476명이 재학하고 있는 방
송통신중학교의 경우, 50, 60대가 재학생의 대다수(총 87.2%)를 차지하여, 9,881명이 재
학하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현재 50대(28.3%), 60대(17.7%) 뿐만 아니라 10대
(16.0%), 20대(11.6%)에 걸쳐 연령대별로 고른 수요를 보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

교육연구센터, 2018).
그런데 아직 학교 밖에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 포함된 학교 밖 패널처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
하여 교육에 대한 욕구는 누구보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도권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이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3, 4항에는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국가법령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 법에 근거하여
초등교육과정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교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 전체
○ 가정에 대한 총체적 지원 강화(통일부/교육부)
본 연구의 패널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북한배경 청소년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생계를 위한 일과 함께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의 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할뿐더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다. 언어적 문제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무언가 부모 스스로 애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이들은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의 역할을 포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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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를 부모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객관
적 상황의 한계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는 이들을 분리하여 양 쪽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 혹은 모에 대해서는 건
강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역 하나센터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
히 부 혹은 모의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이 자신이나 자녀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건강한 직업 획득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전국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강화
하고 특히 학교에서 학부모상담 기능을 확대하여 가정에서 문제 요소를 발견할 때에는 즉
시 적절한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탈북청소년 지원

○ 단계적 한국어 학습 지원: 초기에는 생활한국어와 학습한국어 병행 지원, 점차 학습
한국어 중심 지원(교육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탈북학생 전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관계
에서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아버지를 매개로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어
머니와 의사소통을 해 왔으나 어머니와 살게 된 한국에서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
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갖지 못한다. 친구는 물론 교사도 언어적 한계로 아이
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게 된다. 이에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어 학습 지원은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입국 초기 이들을 위한 한국어 지원은 생활언어와 교과학습언어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는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한 이중언어강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국 후 정착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없는 수준의 한국어 실
력을 갖게 된 아이들의 경우에도 교과학습언어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 심지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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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5년째에 접어들어 이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전혀 모국어가 중국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수업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학습한국어 지원의
필요성은 다문화교육 차원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특히, 2017년 고시된 한국어 교육과정에
서는 다양한 교과 학습 수행을 위하여 학습한국어를 ‘학습 도구 한국어’와 ‘교과 적응 한국
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두 요소의 학습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7). 탈북학생
중에도 생활한국어에는 익숙한 많은 아이들이 학습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생활한국어에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습득이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언어적 지원이 특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습한국어 지원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이중언어강사가 아닌 교과담당 교사에 의해 학생들의 언어적 한
계를 고려한 교과보충학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를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한국어 구사에 두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 입국 초 한국어 수준 진단을 위한 진단도구의 정교화(교육부)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언어의 문제는 학생의 학업 뿐 아니라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빠른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입국 초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진단도
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로 되어 있는 도구의 한계 상 중국어나 제3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면 진단도구가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 따라서 매우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실력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어 진단도구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습자가 시간
과 장소, 감독관의 도구 이해 정도에 구애받지 않고 언어 유창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IBT
및 CBT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홍종명, 2018). 또한 그
결과를 세분화하고 단계화하여 입국 초부터 개별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이 실
시될 수 있도록 진단도구와 긴밀한 연계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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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언어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 구축(교육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중국어 능력을 체계적으
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중국어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소설이
나 책, 자료들이 한국 내에 부족하며 이들이 자신의 모국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가 미약하다. 본 연구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모에 의해 중국어 사용이 금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어를 모국
어로 사용하는 탈북청소년에게 이중언어 능력은 진학이나 취업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중
요한 능력으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어 학습을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어 능
력을 유지 혹은 신장시킬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 지원과 함께 중국어로 된 읽기 자료
보급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고급 중국어 강의 등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학력 인정 대안학교에 이중언어 강사 지원(교육부)
최근 들어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 자녀가 북한에서 오는 경우보다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력 인정 대안학교
에도 중국출생 탈북민 자녀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들과 이
들의 특성 차이로 인해 대안학교 교사들의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라고 하여도 교육환경과 물적･인적자원 측면에서 학생들의 문화
와 언어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안
학교를 대상으로 중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강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안한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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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1]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결과 기반 관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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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연구의 과정이었다기보다 학습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료를 정리
하고 분석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기되는 쟁점들을 회의를 통해 상호 공유하고 함
께 해결해 나갔다. 또한 각 패널들의 삶의 주요 영역에 대한 초고를 기술한 후에도 이에
대한 논의의 방향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쳐 원고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각자
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들을 점검하고 상호 조정하는 가운데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나갔
다. 이 모든 과정은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자로서 자신이 수행한 작업을 계속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출발 시점에서 연구자들이 서로 공유했던 문제의식은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탈
북청소년들의 삶을 그들의 목소리로 먼저 담아보는데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에
의해 패널별 삶의 영역은 연구자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구참여자인 탈북청소년들이
표현한 언어를 활용하여 기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판단은 별도 논의를 위한 장에서
만 적용하도록 했다.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료 그 자체가 보여주는 맥락을 따라잡아
기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연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
사용에 한계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한 면담 자료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못했
다. 이에 이들의 부모나 교사와의 면담이 이들과의 짧은 면담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주로 활용되었다. 이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교사 면담 자료를
토대로 아이들의 이야기가 기술될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패널별
탈북청소년의 삶을 최대한 이 연구에 참여한 이들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는데 집중하려
했다는 연구진의 의도가 전달되었으면 한다.

323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2017년에 만들어진 패널 중 2018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한 경우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의 경우는 현재 삶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더 이상 면담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경
우다. 다른 경우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다. 연구에 참여하는 아이들이나 부모
들은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을 주로 ‘상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이 그런
상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우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국에 정착한지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종단연구에 참여한지도 5~7년이 되어가는
고교졸업 이후 패널들은 이 연구에서의 면담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고 말한
다. 아마도 이런 필요를 계속 갖고 있는 한, 이들은 이 연구에 계속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이들이 면담을 기다린다는 말에서도 그러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때 면담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에 비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에도 연구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는 다른 어떤 사례보다 누군가의 관심
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역할이 연구자들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은 면담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는 이
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들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
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가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본 연구 결과는 탈북청소년의 삶 그 자체만을 드러내는 보고서는 아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보고서는
탈북청소년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탈북청소년들의 삶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과제는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누
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적 교육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만큼이나
북쪽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미지 창출 문제다.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가장 큰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이들의 삶에 대한 공적 대응은 아주 취약한
상황에 있다. 아이들은 다양한 장면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
봐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다양한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응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이들 문제는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 누군가를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운이 좋은’ 예외적 사례에 한정된다.
남북 화해를 말하는 지금도 한국 사회 내 북한 이미지는 여전히 냉전 시대의 그것이다.
북한에서 산 삶보다 남한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져 북한에 대한 기억이 이제 거의 희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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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지금에도 이들은 자신의 배경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지 못한다. 이들의 모습이 몇몇 사례
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간이 지나도 사회통합 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양적
분석 결과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북한에서 온 이들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토대
를 만들어 진정한 평화를 일상의 삶에서 구현해 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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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Jeongrae(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Since 2000’s the number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has continuously increased and reached 2,538 in 2018. The
longitudinal study which started to explore the settlement process and supporting
task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reached its ninth year. Based on a basic
research in 2010, the first-cycle longitudinal study was conducted from 2011 to
2015, and based on a basic research in 2016, the collecting data of the
second-cycle study was started in 2017. In the first-cycle study,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were simultaneously collected and utilized. However,
considering the practicality of the research progress, the second-cycle study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qualitat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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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live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focusing on crucial dimensions of their lives; and find issues that
appear within the differences in inner categorie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
Furthermore, on the basis of quantitative data accumulated from the first-cycle
study, we identified tendency in longitudinal change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and their mutual relations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research model of the second-cycle study. Also, we expected to
identify the general tendency which cannot be identified through the qualitative
data.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crease data utilization through
disclosing data of the first-cycle study.

□ Research Conten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set up two core
research contents: analysis on the longitudinal change tendency and mutual
relationship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based on the quantitative data of the first-cycle study; and analysi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core dimensions of lives, and analysis on issues
caused by differences in subcategories based on qualitative data of the
second-cycle study.
The definitions of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are based on
those used in the basic research of the second-cycle study(Kim et al, 2016).
According to Dewey(1952), educational development refers to ‘a process of setting
the direction of experience on one’s own while expecting results and reflecting
the current situation.’ Social cohesion refers to “members from different
backgrounds develop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equal chances based on
common visions”(Roe, 2009: 8).
Core “dimensions” of life, borrowed from Mandelbaum(1973)’s life history
framework, refers to the basis related to a person’s continuous actions or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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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periences. Mandelbaum believed that life history research could be
conducted as an analysis of social science research by focusing on the features
such as core dimensions comprising individual lives, major turning points in life,
and major patterns of adaptation. According to Mandelbaum, turnings are happen
when a person takes a new position or build up relationships with new groups,
and adaptations refer to a person changing action patterns to respond to new
conditions and keep the continuity throughout one’s life. According to
Mandelbaum, in order to be able to talk about adaptation, one should come up
with a blueprint of dimensions and turnings. The second-cycle study was designed
by using the framework of Mandelbaum with the upcoming four-year plan as
follows: analyzing the core dimension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lives in
2018; analyzing main turning points of lives in 2019; focusing on adaption
patterns in 2020; and conducting final integration research in 2021.
The 2018 research was conducted to extract the core dimensions of live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nd issues derived from the differences in
subcategorie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e differences were derived by
analyzing subcategories of birthplaces such as North Korea or the third countries
(mostly China), gender, and social status.

□ Research Methods
▪ Analysis on longitudinal trends and relations between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based on the first-cycle qualitative data,
we utilized research methods including factor analysis, multi-development model
analysis and category analysis on 98 examples collected throughout 5 consecutive
years. First, among the interview questions collected in first-cycle study, we
searched for questions corresponding to the concepts of "educational grow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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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hesion" which were not utilized then. Also, we confirmed whether these
questions comprised the determinants of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by analyzing the factors among the questions. Furthermore, the multi-development
model analysis was applied to identify the changes in the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over time. First, the 5 years' development rate of individual students
was estimated by using the multi-development model. Then, we verified whether
the estimated development rate differed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background characteristics. The difference verification according to various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as analyzed in two
manners. First, we examine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by implementing F-test according to characteristic factors. Then, we
analyzed individual impacts of each determinant by applying the characteristic
factors to the multi-development model estimated for a change rate. Finally, in
order to longitudinally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e set four types based on two
axes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Also, we examined the
types displayed in actual documents and their changes over time.

▪ Collection of Qualitative Data of the Second-Cycle Study
The qualitative data of the second-cycle study is planned to be collected twice
a year. In addition, from 2018, the panels were requested to write self-reflection
journals about their daily lives in between two interviews.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 panels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are divided into four groups: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lternative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who dropped out of school; and the high
school graduates. In 2018, the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third-grade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econd-cycle study
became first-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first-grade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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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otal, four participants, one from each panel out of 35 who were secured for
the 2017 research, dropped out or failed to attend the interviews. Thus, we added
one participant fitting in the group of the alternative school students and school
drop-outs panel. Therefore, in total, 32 North Korean migrant youth panels
participated in the 2018 research. The total number of interview participants for
the 2018 research added up to 70 people including the parents and teachers.
In preparation of the interviews, researchers held workshops in which the
whole researchers and interviewers participated and meetings for researchers in
charge of each panel. Also, after the contents of interview questions and
additional questionnaires were determined, the research was reviewed and
approved by KEDI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 order to share issues caused during the process of the interviews, we held
a number of meetings. Also, during the process of writing the analysis,
researchers mutually examined the drafts and held meetings to share each other’s
writing format, frame, and perspectives.
Main data for analysis include data of the first and second interviews held in
2017, data of the third interview held in 2018, and field notes. The data analysis
comprises the steps of: coding, in-depth coding, and topic discovery. The data
analysis was preced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researchers continuously
read the data and classified the data according to dimension, and coded them.
Second, we repeatedly classified the categories, and re-coded the data by
extracting keywords or sentences comprising sub-themes included in each
dimension.

□ Research Results
▪ Analysis on longitudinal trends and relations between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lthough the level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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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hesion tend to gradually decrease,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the level of educational growth was overall maintained at a certain
level over five years. The results showed differently according to sub-factors.
Regarding educational development, intrinsic academic motivation and academic
efficacy decreased, and the level of career maturity increased. Regarding social
cohesion, the level of exposing one’s North Korean background did not change,
the level of positive recognition of Korean life decreased,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changed in more positive way. In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career maturity an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re improving,
whereas other sections are not. Thu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do not improved
consistently after their entrance into South Korea.
The changes in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were displayed
differently according to some of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The change rates
of the educational growth differ according to different ages. This shows that the
tendency of intrinsic academic motivation variable of sub-factors was mainly
applied. In the higher age group, the drop in change rate of the two variables
was slight. Regarding the change rate in social cohesion, significant difference
was display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e group of those who have spent a long period in South Korea tended to show
an enhanced level of social cohesion, whereas the other group with a shorter
period tended to show the decreasing tendency. Regarding the sub-factors, the
change level of revealing one’s North Korean background was seen highly in
those who spent a longer period in South Korea and who were older.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ypes of the relation between 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the first type, which was high in both criteria,
decreased, and the second type, with high educational growth and low social
cohesion, increased mostly. Furthermore, the third type, with both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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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growth and social cohesion, and the fourth type, with a low
educational growth and high social cohesion, showed a slight increas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level of educational growth can affect its relation with social
cohesion. Especially, participants with extremely high or low educational growth
show deteriorated tendency in social cohesion. These results show that even i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chieve a certain level of educational growth in
Korean society, the social cohesion level could be weaken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bo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First, we focused on the point that the level of career maturity rises
as the levels of intrinsic academic or academic efficacy decreases in terms of
educational growth. Thus, active support for educational growth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is needed. Second,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till hesitate to
reveal their background even though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s decrease
after entering South Korea, and have less positive recognition about their lives in
Korea. In consideration, more active efforts for social cohesion are needed so
that they can maintain their identity and become a part of the Korean society in
addition to making efforts for decreasing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again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ird, the achievement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does not connect to social cohesion. Thus, to make
Korean society more cohered society, separate policy needs to be established
along with the policies focusing on the educational growth of individual North
Korean migrant youths.

▪ Major Dimensions of Live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by development
levels
The main dimensions of lives of four second-term North Korean youth panels
can be suggested overall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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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dimensions of ‘study’ and ‘friends’ commonly appear in every panel.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m differs in between each panel and per case in
each panel. In the panels of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career paths” stands out as a crucial dimension in close relation to
“studying.” Learning Korean is specially stressed in the panels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and in the panels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s, school dropouts, and high school graduates, the dimensions of
“friends” and “family” are included. Games, mobile phones, and online world
appear as important dimensions of life only for the panels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and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Identity” appears as an important dimension
to all panels except for the panel that attend alternative schools or dropped out
of school.
These core dimension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live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according to mutual relationships, “study and career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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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and family,” “mobile phone/game/online world,” and “identity.” The
contents can be summarized according to four categories as below.

<Study and Career path>
The panels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study with a vague thought that they will be able to achieve anything if they
studied hard. However, as the panels of third graders of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undergo trials and errors in the process of attending high
school, they realize studying will be closely linked to their social careers. Their
worries about career, together with studying, appear as an important dimension
of their lives. Worries about career specifically stand out in the panels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s or high school graduates. The problem of career is
practically related to getting a job for the panels of higher-aged alternative school
students or high school graduates. Thus, career perceived as a more important
dimension than studying to them. For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panels of high
school graduates, issues of employment preparation and studies are not
separated. As they realize that their GPA will directly link to their careers after
two to three years, their difficulty in following lectures leads to anxiety about
future careers. Even after employment, the participants still have worries about
their new careers, but it is relatively less prominent than those of university
students.
For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in the panels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grade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who used to speak
Chinese and entered South Korea a short time ago, learning Korean becomes
everything in their lives. As they have difficulties communicating within their
families and schools, those, who do not have opportunities to reach out to
supporting programs, expect that getting used to Korean language will solve their
entire problem including their studies. However, even for children who be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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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ent to everyday Korean language after three to four years of entrance, school
lessons are still hard to catch up with. For the panels of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whose mother tongue is Chinese, learning
Korean does not stand out as a big problem. As they got used to daily Korean
language use, their difficulties with studies are recognized as an “academic
ability” problem rather than a “language” one.

<Friends and Family>
Although “Friends” are important for all panels, they are emphasized as the
most important dimension especially to the panels of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For the panels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that need “someone to always pay attention
to them,” that someone can be their mothers, cousins or friends. However, for the
panels of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that
someone is narrowed down to friends, whom they can share their hearts with.
The panel meets other friends through existing friends and expands their scope
of friends.
The “peer culture” stands out in the panels of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such as doing make-up and adornment for female
students, and playing games for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share their
interests with friends through make-up, and male students get along with and
make friends through playing games.
Although the panels of high school graduates express that they have more
various types of friends compared to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the scope of the friends they currently meet is quite limited.
Especially, the panels who are currently juniors in universities limit their
friendship to their girlfriends/boyfriends by dating them only on weekends to
spend more time on thei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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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its relatively low importance, “family” appears as a crucial dimension
of life for the panels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s or high school dropouts.
According to some cases, family can be understood as “people who believe in the
panel and make them grow up” or as themselves “comforting” their parents.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there are cases where panel achieves financial
independence from their parents. However, even after becoming independent
from the family, they feel financially responsible for their families; thus, making
the dimension of family stand out.
For these panels family does not substitute for friends or vice versa. Family and
friends are mutually classified and they have parallel dimensions with different
meanings in their lives.

<Mobile Phones, Games, Online World>
Mobile phones, games and online world conspicuously become important
dimensions of life for panels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and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For the panels, they are not just entertainment or places to escape. The panels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fill the
absence of “someone who always pay attention to them” with mobile phones and
games. For children who cannot find that “someone” in family or school, a mobile
phone is the only communication method to make them feel relieved. For panels
of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they are not only
the means of rest to make them forget about all the frustrations they undergo at
school but also the means to meet friends who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ir
families.
This dimension is shown to be relatively less important for panels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s, school dropouts, and high school graduates. It can be understood
that mobile phones or games bear relatively less significance to this panel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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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re in the situation of deciding their specific career paths or even
disconnecting from relationships for them.

<Identity>
Identity issues become an important dimension of life in all panels except for
the panels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s and school dropouts. Most panels do not
actively express their background issues, but the identity issues appear in the
stories of other various dimensions in different forms. Particularly, the identity
issues emerge most conspicuous among children with North Korean identity, who
recognize themselves as North Korea defector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memories of their hometown are related to
games, food, study, family, friends and others. Although children used to talk
about where they are from without any problem at the early stage of entering
South Korea, they gradually recognize the way North Korea is perceived in South
Korea and they refuse to reveal their background. The panels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and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try to hide their background as they enter an
advanced school.
What is notable is that most of the panels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s and
school dropouts, who experienced bullying in elementary school for their
background, meet friends who do not discriminate them on “backgrounds,” and
even frankly share their household situations to friends from the same
background at alternative schools. Also, their background is not an issue when
they meet new friends from a general school through their existing friends who
changed schools from the alternative one to a general one. However, once
graduating from alternative schools and entering a university, they are confronted
with the issue of revealing their background again.
In the cases of the graduated panels who have settled in South Korea ov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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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their North Korean background becomes an issue in different forms.
Although they see themselves as South Koreans, they are confused with the
duality of not being accepted as ones. In families, while they are requested to
stably settle dow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ey are also negatively judged for
having changed as South Koreans, making them confused about their identity.
Among the panels of high school graduates, there was an exceptional case in
which the panel used the “North Korea background” as an asset to make a living.
On the contrary, there was another case where a panel, who consider self a South
Korean, is still judged with the North Korean background, and is made fun of for
being a North Korean defector at work.
These cases imply that the issues regarding their background still exist and they
merely shifted from schools to workplaces.

▪ Issues according to Differences in Subcategories
<Country of Birth>
Before the age of 19, having been born in North Korea or China does not
become a big issue. At this period, the type of language they use as mother
tongues matters much more than a birth country. China born-North Korean
migrant youths did not experience crossing the North Korea-China border, but
some of them experienced the process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such as
prison camps. In the early stage after entering South Korea, especially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truggle to erase the features that reveal their
backgrounds, and they prefer to hide their North Korean background when they
enter an upper level school.
Unlike North Korea-born migrant youths who can attain South Korean
citizenship right after entering South Korea, China-born North Korean migrant
youths may keep their Chinese citizenship until they reach 19 years old and
choose their citizenship. Since special admissions and tuition suppor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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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education are differentially applied to North Korea-born migrant
youths, the China-born North Korean migrant youths feel that they are being
discriminated. Particularly, this problem appears daily in alternative schools
which North Korea-born migrant youths and China-born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ttend together.

<Class>
In the aspects of study and career paths, differences by class become
remarkable as the participants advance into higher grades in school. There are
cases where the parents of panels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send their children to private academies by spend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even in the status of absolute poverty. In such cases,
all of the mothers of the panels graduated from North Korean colleges. Among
the panels of third graders in middle school (first graders in high school), 50% of
them entered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such tendency is linked to their wish
to earn money soon. A direct example which shows the influence of a family
background on study and career paths can be identified from the cases of the
panels of alternative school students. For example, two participants shared much
similarities such as attending alternative schools as they lived in a difficult
environment prior to entering South Korea and they had issues of lacking
education. However, because of having different household environments in South
Korea, one participant gave up on university entrance with no specific career
plans, whereas another participant’s parents expect their child to continue their
studies to a graduate school.

<Gender>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core dimensions
of life become distinctive in the panels of third graders of middle school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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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r of high school). In this panel, female students dress up and do make up,
and male students play online games to build and expand friendship. The
distinction is not clear between sexes in the other panels.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mother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re willing to study and to
become members of society with jobs before being fosterers of their children.
Also, in the panels of high school graduates female students recognize a
patriarchal gender role as an issue, and male students feel uncomfortable about
women rights and feminism discussed in Korean society.

□ Discussion and Policy Proposal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above, the meaning of the features in live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in terms of their educa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emselves that
studying is the best way for them is linked to the weight they give to their studies.
For the children who do not have clear reasons why they should live in South
Korea, and why study matters to them, studying does not mean much.
Second, the strategy of following Korean patterns of behavior does not secure
students’ educational growth. There are children who go to school and private
learning institutions from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or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following the current tendency of Korea Society. For them it is not
easy to anticipate self-confidence in learning, joy from learning new things,
power to overcome the future difficulties.
Third, in case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hose mother-tongue was
Chinese, their problem with Korean language learning is covered by the problem
of learning ability. At high school level, it does not stand out that their academic
difficulties are caused by the accumulation of their low Korean language ability.
Fourth, it is necessary to respond carefully on the multi-dimensional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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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tudents’ way of communication, styles of
expanding social relations, and career plans based on their own criteria should
not be assessed from the point of adults. Rather, these are needed to be
understood from children’s point of view, and directions of support are needed
to be developed. Fifth, frustration they experience while advancing to school of
higher grade could become their foundation for growth. Frustrations they
experience at different levels usually become opportunities for them to examine
themselves realistically. Sixth, in order to connect frustrations and difficulties to
potentials, supports from their surroundings are crucial. Seventh, the issue of
identity continuously emerges in their lives. For example, although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ry to hide their North Korea background in the early stage of
settlement, however, they experience confusion with dual identities after they
spend certain amount of time. Eighth, individual support for each North Korea
migrant youth may promote their educational development. However, it is not
always linked to social integration. Thus, it is required to make separate policy
specifically for social integration. Ninth, birth country and identity care not in a
same category, thus, differing level of support on North Korean migrant youths
by their birth country shows the limit of the selective welfare system. Tenth, it
is necessary to make education support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subcategories, based on the fact that birth
country and identity are not in the same category, and aspects of lives may differ
by the background of parents. Eleventh, the issues of gender equality needs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support policie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 such
as conceiving mothers not only as fosters but also as members of society.
Based on the arguments above, this research proposes follow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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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 Support
▪ Improving Level of Korean Society’s Social Integration
∙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y to promote the image of North Korea as an ‘inhabited place.’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inistry of Education)
∙ Need to modify the term “North Korean defected youths” into a neutral term such as “Youths with
a North Korean background.” (Ministry of Unification)
∙ Make ‘Understanding Student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 as mandatory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Ministry of Education)
∙ Conduct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inistry of Education)
▪ Setting Education Support Policie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 Based on the Long-term Policy to
Make Changes in Korean School Education
∙ Discarding the frame of education as a ‘social mobility ladder’, and resetting the role of schools.
(Ministry of Educati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chool)
∙ Restructuring the role of teachers from ‘teaching’ to ‘relationship building’. (Ministry of Educati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chool)
∙ Develop and apply evaluation criteria for confirming the influence of the education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on educational policy for general schools: Develop and apply evaluation
criteria for confirming the influence of the educational support programs for North Korean 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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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s on operation of general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 Promoting an educational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 as an early stage of universal
welfare implementation. (Ministry of Education)

□ Support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 by Development Stage
▪ Elementary (lower gra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 Reinforce village unit public caring system (Ministry of Education/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Including functions of support in early settlement stage as one of the roles of Hangyeore Middle and
High School. (Ministry of Unification/Ministry of Education)
∙ Establish and operate a pool of teachers who can support North Korean migrant youth’s career
education in a local level.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 Improving quality levels for school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School)
▪ University Students
∙ Expand the scope of university tuition support to third country-born students: set the final goal for
free tuition of university education, which is popularized in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Students who Dropped-out Schools.
∙ Establish a system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u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ho does not
attend any schools.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Education, etc.)
∙ Reinforce the support system for an at-risk North Korean migrant youth until age 24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Operate a remote communication elementary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 All Students
∙ Reinforce overall supports for families. (Ministry of Unification/Ministry of Education

□ Support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 who Use Chinese as their Native Language
∙ Support Korean language learning by ability levels: From parallel support of everyday Korean and
Korean for learning purpose to focus on the latter. (Ministry of Education)
∙ Elaborate the diagnostic test of Korean language ability for early stage of entrance. (Ministry of
Education)
∙ Establish education environment to promote dual-language ability. (Ministry of Education)
∙ Support dual-language lecturers for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s. (Ministry of Education)

□ Key words: North Korean Migrant Youth, Longitudinal Study, Dimensions of
Lives, Educational Growth, Soci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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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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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겪은 일들입니다.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7번부터 11번까지는 북한에서 산 적이 있는 경우에만 답하세요.

7. 북한에서 우리 집은 어디에 있었나요?

도

군

8. 북한에서 우리 집에는 모두 몇 명이 함께 살았나요?

명

9. 북한에서는 누구와 함께 살았나요? (모두 표시하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언니(누나)

명
명

⑤ 동생

④ 오빠(형)

명

⑥ 할머니
⑧ 그밖에 사람들 (적어주세요:

⑦ 할아버지

)

10. 북한에서 학교를 다녔나요?

① 예

② 아니오 (안 다녔으면 12번으로 가세요)

10-1) 북한에서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요?
소학교

356

(

) 학년부터

소학교

(

) 학년까지

초급 중학교 (

) 학년부터

초급 중학교 (

) 학년까지

고급 중학교 (

) 학년부터

고급 중학교 (

) 학년까지

부록

10-2) 북한에서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일을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가는 것이 싫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에 매일 나갔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10-3) 북한에서 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아주 못했다

②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11. 북한을 언제 떠났나요?

④
잘한 편이다

년 (내가

⑤
매우 잘했다

살 때)

※ 12번부터 14번까지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산 적이 있는 경우에만 답하세요.

12. 어느 나라에서 살았나요? (모두 표시하세요)

① 중국

② 몽골

⑤ 그외 다른 곳 (적어주세요:

③ 태국

④ 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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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나라에서 살 때 생활은 어땠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2)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4)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루했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14. 중국에서 학교에 다닌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안 다녔으면 15번으로 가세요)

14-1) 학교에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다녔나요?

학년부터

학년까지

14-2) 중국에서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일을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가는 것이 싫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에 매일 나갔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14-3) 중국학교 다닐 때 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
아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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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 편이다

⑤
매우 잘했다

부록

※ 15번부터 17번까지는 모두 답하세요.

15. 언제 한국에 왔나요?

년 (

살 때)

16. 한국에 올 때 함께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두 표시하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언니(누나)
⑤ 동생

명

④ 오빠(형)

명

명

⑥ 할머니
⑧ 그밖에 사람들(적어주세요:

⑦ 할아버지

)

⑨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등도 포함)

16-1) 부모님과 함께 오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에 먼저 와 계셨다.

② 부모님이 한국에 나중에 오셨다.

③ 북한에 남아계신다.

④ 중국에 남아계신다.

⑤ 돌아가셨다.

⑥ 어디 계신지 모른다.

16-2) 부모님은 다시 만났다면 얼마 만에 만났나요?

년

17. 한국에 미리 와 있었던 식구들이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없으면 18번으로 가세요)

17-1) 한국에 미리 와 있었던 식구들은 누구였나요? (모두 표시하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언니(누나)
⑤ 동생
⑦ 할아버지

명
명

④ 오빠(형)

명

⑥ 할머니
⑧ 그밖에 사람들(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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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온 후의 생활입니다.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18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18. 지금 집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모두 표시하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언니(누나)
⑤ 동생

명

④ 오빠(형)

명

명

⑥ 할머니
⑧ 그밖에 사람들(적어주세요:

⑦ 할아버지

)

⑨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등)

19. 가족 중에 한국에 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나요?(없다면 20번으로 가세요)

① 예

② 아니오

19-1) 한국에 오지 못한 식구들은 누구입니까?(모두 표시하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언니, 누나

⑤ 동생

⑥ 가까운 친척 (누구:

④ 오빠, 형
)

20. 글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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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부모님께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은 부모님께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 다음은 ‘심리/신체’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현재 나의 몸 건강 상태는?

ⓛ
아주 아프다

②
조금 아프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22. 요즈음 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자꾸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주 배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만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7)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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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관계’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23. 학교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에서 친구를 쉽게 사귄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에서 외톨이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24.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몇 명쯤 있나요?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10명

⑤ 10명~20명

⑥ 20명~30명

⑦ 30명 이상

25.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은 내 기분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은 나의 조그만 행동에도 칭찬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 나를 잘 가르쳐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용
1)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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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은 나를 자주 칭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가족과 말다툼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 다음은 ‘학습’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27. 수업태도와 수업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 날 배운 것을 복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를 꼬박꼬박 해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준비물을 꼭 챙겨간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28. 학교에서 다음 과목의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과목

거의 이해 못함

별로 이해 못함

반쯤 이해함

대부분 이해함

거의 다 이해함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수학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①

②

③

④

⑤

4) 사회

①

②

③

④

⑤

5) 과학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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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사회/문화’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29. 다음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30.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수업시간이 견디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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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면담 보조용 설문지
(청소년용: 고교졸업)

다음 중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소속기관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1) 소속기관은?(학교, 학원, 직장 등)

학교:

학교

학과

직장:
학원:

2. 이름: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학생의 아버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4-1) 아버지는 북한에서 학교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① 인민학교

② (고등)중학교

③ 전문학교

④ 대학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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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북한에서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① 노동자

② 농민

③ 기술자

④ 군인

⑤ 사무원

⑥ 상인

⑦ 예술인, 체육인

⑧ 교사, 교수

⑨ 직업이 없었다

⑩ 기타

5. 학생의 어머니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5-1) 어머니는 북한에서 학교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① 인민학교

② (고등)중학교

③ 전문학교

④ 대학교 이상

5-2) 북한에서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① 직업이 없었다(가사)

② 상인

③ 노동자

④ 농민

⑤ 기술자

⑥ 군인

⑦ 사무원

⑧ 예술인, 체육인

⑨ 교사, 교수

⑩ 기타

6. 현재 학생 부모님의 직업 및 학력은 무엇입니까?

6-1) 아버지

① 직업이 없다.
② 노무직(가사도우미, 청소원, 배달원, 건설일용직 등)
③ 서비스직(식당종업원, 판매원, 간병인 등)
④ 기능직(전기, 기계, 자동차정비 등)
⑤ 사무직(비서, 경리, 일반 사무직원 등)
⑥ 전문관리직(관리자, 교수, 교사, 의사 등)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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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아버지는 남한에서 학교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7. 현재 학생 부모님의 직업 및 학력은 무엇입니까?

7-1) 어머니

① 직업이 없다.
② 노무직(가사도우미, 청소원, 배달원, 건설일용직 등)
③ 서비스직(식당종업원, 판매원, 간병인 등)
④ 기능직(전기, 기계, 자동차정비 등)
⑤ 사무직(비서, 경리, 일반 사무직원 등)
⑥ 전문관리직(관리자, 교수, 교사, 의사 등)
⑦ 기타

7-2) 어머니는 남한에서 학교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8. 현재 가족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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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온 후의 생활입니다.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9.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은 나를 자주 칭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10.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모두 표시하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언니(누나)

④ 오빠(형)

⑤ 동생

⑥ 할머니

⑦ 할아버지

⑧ 친척들(적어주세요:

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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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11. 현재 나의 몸 건강 상태는?

ⓛ
아주 아프다

②
조금 아프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12. 요즈음 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자꾸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주 배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만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7)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13. 다음은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때때로 톨이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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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몇 명쯤 있나요?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10명

⑤ 10명~20명

⑥ 20명~30명

⑦ 30명 이상

15. 다음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16.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희망하는 직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적되,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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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7번에 응답한 직업을 희망하는 중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②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③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될 것 같아서
④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⑤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⑥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⑦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⑧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⑨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⑩ 기타(적어주세요)

19. 17번에 응답한 직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선･후배 또는 지인

⑤ 친지

⑥ 선생님

⑦ 기타(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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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취업 준비생을 위한 문항입니다.

20.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돈을 벌고 싶어서
②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③ 자신의 능력을 보다 빨리 발휘하기 위해서
④ 대학에 진학할 성적이 부족해서
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⑥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⑦ 대학을 나와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⑧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⑨ 가업을 잇기 위해
⑩ 기타(

)

21. 취업준비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경험은 취업

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경험여부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직업훈련

①

②

1

2

3

4

5

2) 면접훈련

①

②

1

2

3

4

5

3) 자격증 취득

①

②

1

2

3

4

5

4) 직업적성검사, 흥미검사

①

②

1

2

3

4

5

5) 취업 정보 검색

①

②

1

2

3

4

5

6) 취업박람회 참여

①

②

1

2

3

4

5

7) 지인에게 취업 부탁

①

②

1

2

3

4

5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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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적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
었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는
편이
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8) 나의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①

②

1

2

3

4

5

9) 직접 방문하여 취업 부탁

①

②

1

2

3

4

5

부록

22. 취업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골라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신문, TV 등 언론매체(인터넷 제외)
② 부모, 친인척, 친구, 선후배
③ 대안교육시설 선생님
④ 직업소개소, 학원 등(사설기관)
⑤ 고용센터(공공취업전문기관)
⑥ 인터넷
⑦ 취업박람회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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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학생을 위한 문항입니다.

23. 귀하는 지난 1학기 동안 수업과 관련해서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

였습니까?
매우
소극적

소극적

보통

적극적

매우
적극적

1) 수업 내 적극적인 토론 및 발표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학업 관련 질문

①

②

③

④

⑤

3) 팀 프로젝트 참여

①

②

③

④

⑤

4) 수업 준비

①

②

③

④

⑤

내용

24. 귀하는 지난 1학기 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과(학부 또는 계열)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과(학부 또는 계열)에서 소외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료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귄다

①

②

③

④

⑤

7) 대학생활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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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귀하는 지난 1학기 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에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⑤

3)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대학에서 학업과 다양한 활동(친구와의 교류, 진로탐색, 취미
활동 등)을 함께하는 것이 쉬웠다

①

②

③

④

⑤

5)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대학교육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흥미롭고 유익한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8)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대학 내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26. 귀하께서는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음 활동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

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있다

많이
있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를 옮긴다

①

②

③

④

⑤

2) 전공분야를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3) 희망하는 진로를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4) 휴학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를 그만둔다

①

②

③

④

⑤

6)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외국 대학 또는 외국 대학원으로 유학간다

①

②

③

④

⑤

9)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을
이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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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의 부족
(영어, 글쓰기 능력)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의 사회, 문화 등 기초 지식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친구 사귀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내용

28. 원만한 대학생활을 위해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능력 보충 교육 기회(영어, 글쓰기 능력)

①

②

③

④

⑤

2)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줄 멘토

①

②

③

④

⑤

3)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모임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지원(장학금, 생활비 등)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

①

②

③

④

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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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취업자를 위한 문항입니다.

29.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① 공개 채용
② 학교 또는 선생님의 추천
③ 가족 또는 친지의 추천
④ 인턴 또는 현장실습
⑤ 창업 또는 가족사업
⑥ 기타(

)

30. 직장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선･후배 또는 지인

⑤ 친지

⑥ 선생님

⑦ 기타(적어주세요

)

31.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급여

①

②

③

④

⑤

2) 안정적인 고용

①

②

③

④

⑤

3) 직원복지

①

②

③

④

⑤

4) 근무 내용

①

②

③

④

⑤

5) 근무시간 및 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6)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8) 개인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9)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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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재 근무하는 직장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직업)와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③
어느 정도
일치한다

④
매우
일치한다

33. (문32에서 ①, ② 응답자만) 위 문32에서 ①과 ②에 응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정보 부족
② 취업준비 부족(자격증, 경력 등)
③ 업무수행능력 부족
④ 학력 기준 미달
⑤ 기타(적어주세요

)

34.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업 능력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용어 등)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남한 조직 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직장 동료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

①

②

③

④

⑤

내용

35.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

)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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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면담 보조용 설문지
(부모용)

다음은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번호에 √표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자녀 이름:

2. 학부모님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학부모님이 태어나신 해:

년

다음은 북한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하거나 빈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4. 북한에서 살던 집은 어디에 있었나요?

도

군

5. 자녀의 아버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5-1) 아버지는 북한에서 학교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① 인민학교

② (고등)중학교

③ 전문학교

④ 대학교 이상

5-2) 북한에서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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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자

② 농민

③ 기술자

④ 군인

⑤ 사무원

⑥ 상인

⑦ 예술인, 체육인

⑧ 교사, 교수

⑨ 직업이 없었다

⑩ 기타
6. 자녀의 어머니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6-1) 어머니는 북한에서 학교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① 인민학교

② (고등)중학교

③ 전문학교

④ 대학교 이상

6-2) 북한에서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① 직업이 없었다(가사)

② 상인

③ 노동자

④ 농민

⑤ 기술자

⑥ 군인

⑦ 사무원

⑧ 예술인, 체육인

⑨ 교사, 교수

⑩ 기타
7. 자녀가 북한에서 학교를 다녔나요?

① 예

② 아니오

7-1) 자녀가 북한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나요?

학년부터

학년까지

7-2) 북한에서 자녀의 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아주 못했다

②
못한 편이다

8. 학부모님은 북한을 언제 떠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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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통이다

④
잘한 편이다

년

⑤
매우 잘했다

부록

※ 9번과 10번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산 적이 있는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9. 다른 나라 어디서 살았나요?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 중국

② 몽골

③ 태국

④ 캄보디아

⑤ 그 밖의 다른 곳 (적어주세요:

)

10. 자녀가 중국에서 학교에 다닌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없으면 11번 문제로 넘어가세요)

10-1) 다녔다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다녔나요?

학년부터

학년까지

10-2) 중국에서 자녀의 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
아주 못했다

②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11. 학부모님은 언제 한국에 오셨나요?

④
잘한 편이다

⑤
매우 잘했다

년

12. 자녀보다 한국에 먼저 와 있었던 식구들이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2-1) 자녀보다 한국에 미리 와 있었던 식구들은 누구였나요? 모두 표시하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언니(누나)
⑤ 동생
⑦ 할아버지

명
명

④ 오빠(형)

명

⑥ 할머니
⑧ 그밖에 사람들(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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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에 오기 전에 학부모님은 한국(남조선)이 어떤 사회라고 생각했나요?
내용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1) 잘 사는 곳이다.

①

②

③

2) 부자가 많다.

①

②

③

3) 거지가 많다.

①

②

③

4) 빈부격차가 심하다

①

②

③

5) 경쟁이 심하다.

①

②

③

6) 사람들이 친절하다.

①

②

③

7) 자유가 많다.

①

②

③

8) 희망이 있다.

①

②

③

9) 공부를 많이 한다.

①

②

③

다음은 한국에 온 이후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적어 주세요.

14. 자녀가 한국에서 처음 정착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15. 지금까지 남한에서 이사를 총 몇 번 하였나요?

번

16. 학부모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종교 없음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④ 기타(적어주세요:

)

17. 현재 학부모님의 직업 및 학력은 무엇입니까?

17-1) 아버지

① 직업이 없다.
② 노무직 (가사도우미, 청소원, 배달원, 건설일용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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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직 (식당종업원, 판매원, 간병인 등)
④ 기능직 (전기, 기계, 자동차정비 등)
⑤ 사무직 (비서, 경리, 일반 사무직원 등)
⑥ 전문관리직 (관리자, 교수, 교사, 의사 등)
⑦ 기타

17-2) 아버지는 남한에서 학교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17-3) 어머니

① 직업이 없다.
② 노무직 (가사도우미, 청소원, 배달원, 건설일용직 등)
③ 서비스직 (식당종업원, 판매원, 간병인 등)
④ 기능직 (전기, 기계, 자동차정비 등)
⑤ 사무직 (비서, 경리, 일반 사무직원 등)
⑥ 전문관리직 (관리자, 교수, 교사, 의사 등)
⑦ 기타

17-4) 어머니는 남한에서 학교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18. 현재 가족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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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녀의 교육과 학교생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칸에 적어 주세요.

19. 현재 자녀의 몸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
아주 아프다

②
조금 아프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20. 학부모님은 자녀가 어디까지 졸업했으면 좋겠습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2-3년제)

④ 대학(4년제)

⑤ 대학원 석사

⑥ 대학원 박사

21. 자녀가 사교육(학원, 과외, 학습지 등)을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1) 자녀의 한 달 사교육비는 얼마입니까? 월

만원

22. 다음 글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가 대학에 가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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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녀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은 아이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은 아이를 자주 칭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는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는 가족과 말다툼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24. 자녀의 담임교사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용

있다

없다

1) 자녀의 공부

①

②

2) 자녀의 학교 생활

①

②

3) 자녀의 진학 문제

①

②

25. 학부모님은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① TV나 신문 등 매스컴

② 이웃

③ 다른 북한출신 사람

④ 교회 등 종교기관

⑤ 후원회 등 사회단체

⑥ 얻지 못하고 있다.

⑦ 기타 (

)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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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면담 보조용 설문지
(교사용)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자

2. 연

령:

② 여자

세

3. 전체 교직경력:

년

4. 본교 재직경력:

년

다음은 학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5. 학교 유형: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계)고등학교

④ (전문계)고등학교

⑤ 대안학교

⑥ 특성화고등학교
)고등학교

⑥ 기타: (

6. 설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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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

② 사립

부록

7. 학교 내 탈북학생 수:

명

8. 교육복지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지정 학교 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선생님의 교직 경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9. 이전에도 탈북학생을 지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년)

② 없다

9-1) 탈북학생 지도 경험이 있으신 경우 몇 년간 몇 명 정도 지도하셨습니까?

년 간

명

10. 선생님께서는 탈북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교사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0-1) 연수 총 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까? (

시간)

10-2) 탈북학생 지도 관련 연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중간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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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선생님이 관찰하신 학생의 특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1. 담당 학생 이름:

12.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학생은 학교생활, 진로, 신상문제 등에 대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학생은 수업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은 숙제를 꼬박꼬박 해온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13. 학생의 수업이해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은 다음 과목의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것에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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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20% 이하
거의 이해 못함

21~40%
별로 이해 못함

41~60%
반쯤 이해함

61~80%
대부분 이해함

81% 이상
거의 다 이해함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수학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①

②

③

④

⑤

4) 사회

①

②

③

④

⑤

5) 과학

①

②

③

④

⑤

부록

14. 현재 학생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표 하세요.
과목

E

D

C

B

A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수학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①

②

③

④

⑤

4) 사회

①

②

③

④

⑤

5) 과학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학생의 신체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주 아프다

②
조금 아프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16. 학생의 교우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이 외톨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내용

17. 이 학생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급 일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학생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내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학업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이 학생은 결석, 지각, 조퇴를 자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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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8. 이 학생은 올해 아래와 같은 교육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원 내용

받음

받지 않음

1) 1:1 멘토링 지원

①

②

2)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①

②

3)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국어)

①

②

4)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수학)

①

②

5)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영어)

①

②

6) 문화체험 프로그램

①

②

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①

②

8) 복지관 방과후교실

①

②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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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8년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 계획안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 기본 계획(안)

1

개요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Ⅰ~Ⅵ)」
(일명 「1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종단 연구」3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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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 왔으며 2018년에도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Ⅲ)」의 일환으로 1주기 연구 데이터 중 양적 자료를
공개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이를 활용하는 방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2) 201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2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종단 연구’와 구분하기 위해 이 연구를 ‘1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종단
연구’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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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은 한국 사회 내 주요 사회적 취약집단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에서 예
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료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2

활용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1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종단 연구」의 2차년도 연구(1차 조사, 2011
년)부터 6차년도 연구(5차 조사, 2015년)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중 양적 자료

3

활용 단계

◦ 1단계에서는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일환으로 1주기 자료를 분석하고 동
시에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6개년 연구에 참여한 전체 연구자에 한해서
제한된 방식으로 자료 공유
◦ 2단계에서는 1차에서 5차 조사 양적 자료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제한된 방식으로 공
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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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종단 연구(Ⅲ)」에서 자료 공개는 2단계 수준에서 진
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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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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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단계(2017년~2018년)
가) 참가 자격
◦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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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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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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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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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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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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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에 기여하는 연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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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며 지정된 장소(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제공)에서 사전 조율된 시간
에 데이터 열람 및 분석 가능
◦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 조사자료 공개지침(「데이터 관리 및 보안 매뉴얼」 참고)에
의거하여 <그림 2>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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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제공 절차

7

2018년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안)

◦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음

8

항목

기간

비고

발표 논문 공모

6.5(화) 예정

일반 연구자 대상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7.31(화)

이메일 접수

발표자 선정

8.7(화)

심의위원회 심사(1차)

데이터 열람 및 분석

8.13(월) ∼ 10.24(수)

지정된 공간 및 PC 활용
데이터 열람 및 분석

발표 원고 마감

10.26(금)

심의위원회 심사(2차)

발표 원고 선정, 공지

11.09(금)

발표자에게 통보 및 수정 요청

학술 세미나 실시

11.23(금)

기타사항

◦ 개인, 개별학교에 대한 분석은 금함
◦ 제공된 데이터는 내부 세미나용 데이터로서 일부 항목의 경우 탈북청소년의 개인정
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변수를 재구성하여 제공함
◦ 지정된 장소(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데이터를
유출 및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미나 발표 내용 이외에 본 세미나 데이터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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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출판할 수 없음
◦ 2018년 제3회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학술세미나 발표 내용을 학술 논문에 게재
할 때, 제3회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학술세미나 데이터(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활용한 것임을 명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팀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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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조사 자료 공개지침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조사 자료 공개지침
(통일교육연구실)
2016.6.17 제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미래교육연구본부 통일교육연구실(이하 ‘통
일교육연구실’이라 한다)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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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조사 자료 공개 업무 담당 부서) 조사 자료 공개와 관련한 업무는 통일교육연구실에
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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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자료 공개

제4조(조사 자료 공개 절차) ①통일교육연구실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조사 자료 중 연구책임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사 자료는 심의위원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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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학술세미나 발표용으로 공개된 조사 자료는 연구 목적에 한해 공개하며 응답대상 식
별 관련 변인의 재분류 후에 원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변인을 제외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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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 자료 신청서
2. 기타 통일교육연구실이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문서

②통일교육연구실은 조사 자료 신청 사항을 자료 활용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조사 자
료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③통일교육연구실은 조사 자료 제공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단, 통일교육연구실의 업무 사정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한 통보는 10일을 더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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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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통일교육연구실이 제공한 조사 자료를 조사 자료 신청서에 제시된 연구자 이외의 타
인에게 복사해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사용자가 통일교육연구실의 조사 자료 공개 지침을 위반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교
육개발원의 조사 자료에 대한 공개 신청 및 사용을 제한한다.

제4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
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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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미래교육연구본부 통일교육
연구실 내부 위원회로 설치하고 향후 한국교육개발원에 조사자료운영실이 만들어질 경
우 해당 실로 이관한다.
③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자료 활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전공별로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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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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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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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