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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일부(2016.12)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3만 명

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전체 숫자의 1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

하던 탈북자는 최근 들어 김정은 정권의 영향으로 증가의 폭이 감소했지

만, 가족 단위의 입국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탈북의 계기

가 더 이상 북한에서의 궁핍한 생활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질 좋은

교육과 더 나은 삶을 얻게 해주고자 하는 부모들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영국주재 외교관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의 가족

단위 입국 소식은 그러한 사실을 반증해준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은 80%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

후에 대학진학을 꿈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탈북청소년의

학업 부적응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어 연구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덕분에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이 2008

년 10.8%에서 2015년 2.2%로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반학생

보다 높은 편이며, 특히 대학생은 중도탈락자가 일반학생의 2배가 넘어

각 대학에서는 탈북학생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러

한 상황은 그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제에서도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

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남한학생이 대다수인 일반학교를

졸업한 탈북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그들이 대학입학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에 의해 진로를 탐색하고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즉, 탈북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

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또한,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는 남북한 출신의 학생들이 통합된 교실 환경이므로, 이곳에서

경험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진로선택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지

를 살펴보고 싶었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람과 잘 협력하

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진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어

떻게 교육 환경과 제도가 보완되어야할 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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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6명의 탈북대학생을 2개월에 걸쳐 1:1로 인터뷰하였다. 그

들의 진로탐색 과정과 대학진학결정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녹음 파

일을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과정에 가정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과정에 학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넷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과정에 사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다섯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요인이 주는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연구 발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탈북청소년이 대학진학을 하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은 자신의 적

성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교에서

의 적응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한국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

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대학진학을 결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들

에게 대학진학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강한 내적 동기부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북한(제3국)에서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남한 생활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정보 제공은 탈북청소년이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남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일반학교는 탈북청소년이 사회

문화적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학교생활로 인해 향

후 대학생활 등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었지만, 탈북학생 대상의 진로

지원 등의 혜택에서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또한 담당 교사의

관심 정도가 탈북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제도적으로는 탈북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과

학비지원 제도가 대학진학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입학을 결정하였

다.

이러한 연구발견을 통해서 앞으로의 탈북청소년 진로 교육에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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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적성을 찾고, 자신만의 목표에 맞는 진

로를 찾아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모두가 4년제 대학을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수준에 맞는 학

업 성적과 진로 방향을 찾아서 성취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탈북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이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탈북

자 부모들의 진로 진학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제도를 잘 알고, 바

른 직업관과 가치관을 갖고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탈북청소년들이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학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학생의 진로 진학에 큰 영향을 주므로

교사의 역량 개발 연수가 필수적이다.

넷째, 탈북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사회화가 가능하도록 물질적 지원뿐만

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진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무

엇보다 모든 청소년에게 특례입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비를 제공하는

일괄적인 지원이 그들 자신의 현실적인 진로 선택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지원 제도도 개별적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차

별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배경을 고려한 진로 지원이 갖

추어 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사회 환경이 갖추어질

때에 진정으로 통일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운 모습으로 나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탈북청소년, 대학, 진학, 진로결정요인

학 번 : 2015-2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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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탈북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일부

(2016.12.기준)의 발표에 따르면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가 3만 명을 넘어

선 가운데 탈북청소년은 탈북자 전체의 15.6%의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

에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자의 자녀들을 포함하면 한국에 입국한 학령기

에 탈북청소년은 4000~5000명을 넘는 숫자로 예측된다. 이는 한국인 전

체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18.5%(출처 : 2016년 여성가족부 통

계자료)와 유사하다. 따라서 탈북자의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

한 정책 및 연구에 탈북청소년을 빼놓고 논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

또한, 남북한 및 제 3세계를 모두 경험해 본 탈북청소년은 통일의 시대

를 준비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

다. 따라서 그들이 이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인 영역이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수1)가 급증하면서 더 나은 삶

의 질을 찾아서 가족 단위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늘어났다(윤여상,

2002; 윤인진, 2009). 이와 동시에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물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한국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탈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잠정) 합계

합계(명)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7 30,211

여성비율 77% 75% 70% 72% 76% 78% 80% 79% 71%

* 본 연구는 2016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으로부터 학위논문지원을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음. (제16-6)

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처: 통일부,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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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청소년의 학업 부진과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적응을 주

제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입국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인 외상과

정체성의 혼란, 학업 부진에서의 문제점을 주로 다루었다(김경준 외,

2008; 박은미․박준성․정태연, 2009; 유가효 외, 2004; 한만길․현주․김

창환․오기성, 1999).2) 이러한 영향으로,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실

제 상당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남한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낮고, 초등학

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로 갈수록 학업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특히 탈북대학생은 탈락률이 28.4%에 달해 일반대학생의 6배가 넘는 것

으로 조사된 적도 있다(통일부 2010.10월 국감자료, 허수경, 2014 재인

용).3) 심지어 각 대학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기존의 탈북학생

특례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경향까지 보였다.

탈북대학생의 중도탈락률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많다. 이는 탈북학생들

의 학교와 사회 적응이 그들의 진로와 취업,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의 안

정적인 경제생활과 정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외의 난민 청소

년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들은 정서적인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사회에서 가난과 차별을 벗어나기 위한 통로로 대학 진학을 생각한

다(Stevenson.J.& Willott.J., 2007). 그들은 사회에서 뿌리내려 안정적으

로 정착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자 하며, 그를 위한 수단으로 대학진학과

2) 정부와 민간에서의 사업과 연구의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탈북학생의 중도탈

락률이 평균 10.8%(08년도)에서 2.2%(15년도)의 수준으로 많이 감소하였다(교육

부, 2015).

3) 탈북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은 휴학생과 복학생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매 년

다르게 나타나므로 공식적인 통계는 찾기가 어렵다. 2012학년도 기준으로 탈북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일반학생보다 2.6배가량 높았다고 한다(김인숙 유시은,

2015). 통일부 국감자료(2015,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에 제출)에서는 탈북대학생

중도탈락률이 9.8%로 일반학생 6.4%보다 높고, 전문대생 중도탈락률은 10%로

서 일반전문대생 7.5%보다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의 대표적인

이유는 학업 상의 이유이며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유시은 외,

2013).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도 탈북대학생의 30%가 본인 및 가

족의 생계를 위해 경제적인 이유로 휴학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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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생각한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취업에 유리한 지위를 획득

하기 위해 대학진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Arthur.N. & Flynn.S.; 2011).

이와 같이 한국 사회의 탈북자들도 고용률이 60%를 넘지 못하고(통일

부, 2016)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도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통해 그들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열망은 높으나 실질적으로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탈북 청소년의 대학 진학 동기에 대한 기

초자료 수집은 발전적인 교육환경의 마련을 위해서 시급하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이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어떤 동기로 진로를 선택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은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에서

심리적인 변화와 함께 일어나므로 그들이 겪어온 경험들을 통한 개별적

인 접근과 이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탈북 학생의 진로 관련 연구는 많

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있더라도 대량의 실태조사 정도이므로, 개별적 접

근과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안학교 출신이 아닌

남한 학생들이 대다수인 일반학교에서 수학한 학생들이다. 앞선 많은 탈

북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대안학교에서 재학한 학생과 일반학교 출

신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탈북청소년’이라는 한 가지로 분류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에게 일반학교에서의 학습경험이 특별히 그들에게

주는 의미와 영향이 무엇일지 고찰하고자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

였다. 탈북청소년들도 성장배경과 특성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학교에서 남한 학생들과의 통합적인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학생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또한, 일반학교에서의 수학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일반학교에 적응하며 학업을 유

지해 나가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고 생활하

는 경우가 많으며4), 그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탈북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

4)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대감과

불쌍하게 보는 시선에 부담을 느껴 정체성을 공개하기 꺼려한다. 공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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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탈북 학생

의 숫자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며 통일부와 하나원에서 입국 이후 하나원

교육을 마친 탈북 청소년의 수치보다 교육청에서 조사된 숫자가 훨씬 적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학교에서 학습한 탈북청소년이 어떤 개인적인 변

화를 겪는지, 어떻게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지, 또한 어떻게 진로를 결정

하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할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대학에 입학한 그들

이 과연 힘들어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의 교육은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

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

회통합적인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진로 및 진학 지원을 해줘야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가치

관을 무조건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

해주는 다문화적인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정의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시민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분배되는 교육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을 한국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

라,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박성춘 이슬기, 2016).

편견과 차별을 두려워하며 실제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공개 이후의 시선을 견

디지 못하여 힘들어 한다. 불가피하게 말투 등으로 드러날 경우, 중국에서 거주

한 경험이 있다며 둘러말하는데, 입국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난다고 하더

라도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교사에게까지 신분을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 차별

과 무시가 아니더라도 구별되어 보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똑같이 취급했으면

좋겠다.’ 혹은 ‘내버려두었으면 좋겠다’며 특별관 관심 자체를 거부한다(김경준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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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한 일반 고등학교 출신의 탈북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결정할 때, 진로 탐색을 하고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

는지 조사하고 그들의 정체성 발달과 생애사적인 성장 과정을 토대로 분

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현 시대에 북한이탈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 수행을 잘 하고, 마침내 남한 학생들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교육이 어떠해야 할지를 고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탈북 청소년 대상 대

안학교가 아니라 남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일반학교에서 잘 적

응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탈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다. 탈북 청소년은 주로 입국했을 때의 연령 및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안학교를 갈지, 일반학교로 갈지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초등학교 시기

의 탈북 청소년은 대다수가 일반학교로 진입하게 되지만 중·고등학교 시

기의 학생들이나 20대의 청년들은 주로 나이에 맞춰서 대안학교에 가기

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학교에서 남한 학생들

과 다름없이 섞이고 싶은 선호가 더 많고 하나원의 담임 교사들도 적응

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일반학교로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학력이 매우 부족한 학생이거나, 함께 거주할 부모님이 없을 때에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나 임대료가 청소년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가게 된다. 또는 정서적으로 치료가 많이 필요한 경

우에도 탈북 학생 전담 학교로 가기를 하나원의 담임교사가 추천하게 된

다고 한다. 학생의 경우에 따라서 적용되므로 대안학교 혹은 일반학교로

의 편입여부를 일반화 할 수는 없다.5) 그러나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되고 학업 공백도 어느 정도 해결을 받는다고

5)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통계자료는 없다. 탈북 청소년 대상 초기정착교육

기관인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에서 2012년~2015년(4년)의 파견 교사를 맡은 한

선생님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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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남한 학생들과 섞이게 되고

남한의 학생들과 함께 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하면,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 주민들과 함께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방식을 익혀야만

한다. 남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화합하는 방식은 이 사회에서 터전을 잡

고 살아갈 탈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

도 남한 사람들과 탈북자들의 소통과 융합은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나가며 진로 탐색을 경

험했던 탈북 청소년들의 경험은 좋은 사례연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명의 일반학교 출신 탈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

등학교 시절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과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사례연

구 방법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탈북 학생들이 대학 입

시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통하여 제 3자의 시각에서 한국 대학 입시를

새롭게 보고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갈 교육이 어떠해

야 할지를 생각해볼 것이다.

‘탈북 학생들은 대학진학 및 진로 결정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과정에 가정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과정에 학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넷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과정에 사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다섯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요인이 주는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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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뷰

조사의 기본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

선,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대학진학 결정과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진로결정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진로와 진학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에 대해서 정리해볼 것이다. 다음

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되는 탈북청소년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진로 현황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이뤄지

고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

는 정부차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발견

이 탈북청소년 진로 교육 환경과 제도적 지원에 함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 1 절 진로결정과 진학결정요인

1. 진로결정의 개념

진로결정의 개념을 정의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진로의사결

정(career decision making)이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

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로선택을 위한 행동 과정에 전념하는 심리

적인 과정”(Harren, 1979; 김봉환 외, 2010)이라고 정의한다. “진로의사결

정은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으며(Krumboltz, 1982;

Egner&Jackson, 1978) 이는 Tiedman & O'Hara(1963)의 자아인식이 발

전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는 관점과 Jepson(1974)의 학력, 직업 수

준, 사회적 기대에 대응하는 개인의 의식과 태도를 종합하여 진로선택을

하게 된다는 개념을 포괄하여 정의한다(박정란, 2006). 즉, 진로의사결정

은 직업과 진학에 대한 의사결정의 능력이긴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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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직업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관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진로와 관련된 심리학 이론에서는 주로 진로결정과 진로의사결정은 같

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지만, 진로선택(career choice)과 진로결정은 초

점이 조금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 진로의사결정은 과정에 중심을 둔다

면 진로선택은 선택에 의한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경향성과는 다르게 Super(1957)나 Ginzberg(1951)는 진로결정은 단

순한 의사결정이라고 보는 기존의 진로의사결정이론을 지적하며 개인의

삶의 발달과정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봉환 외, 2010).

인간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

는 일이다. 직업은 인간의 생활 방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진로 선택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

장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기이다. 진로발달 이론가인 Super(1980)는 청소

년기가 직업발달과업에서 명료화 단계를 거친 상태이자 ‘탐색기’에 해당

한다고 말한다(남경민 외, 2010 재인용). 또 다른 진로발달 이론가인

Ginzberg(1951)는 청소년기가 되면 진로 발달상의 환상기, 흥미기, 능력

기, 가치기(15-16세)를 겪게 되는데 특별히 자신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통해서 잠정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고

등학생으로 접어드는 17-18세가 되면 실질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앞서 생각한 잠정적인 결론을 현실적 틀에 맞춰 평가해

보는 전환단계를 겪게 된다(임은미․임신일, 2009, 재인용).

Gelatt(1962)와 Hilton(1962)의 진로결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그들

은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 의사결정

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Tiedman과 O'Hara(1963)도 그 과정

을 7단계의 분류하면서 각 단계를 연속적이고 순환적으로 겪으면서 진로

발달을 이루어간다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진로결정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은 개인의 의사결정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직

업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 발달을 이루어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하 정,

2007, 재인용). Tiedman과 O'Hara(1963)은 진로의사결정과정을 몇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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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는데, ‘예상기(anticipation period)’와 ‘실행기

(implementation period)’로 나누고 다시 ‘예상기’를 탐색단계, 구체화단

계, 선택단계, 명료화 단계, 그리고 ‘실행기’를 적응단계, 개혁단계, 통합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후에 진행된 연구를 살펴

보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인 진로 선택의 과정을 좀 더 정교하게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준다. Harran(197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의

경험을 분석하여 하나의 모형을 설계하였는데 인식단계, 계획단계, 확신

단계, 그리고 이행단계로 분류하였다. 인식(awareness)단계는 심리적으

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교체와 확장, 제한의 과정을 거치는 것

이 계획(planning)단계이다. 그리고 확신(commitment)단계에서는 계획에

대한 선택을 내리고 주변의 반응을 통해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 확신한

것을 실행하고 만족 등을 평가하는 단계가 이행(implementation)단계이

다(하정, 2007 재인용).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로는 자신의 전공과 직

업 선택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지느냐를 설명하는 진로결정수준

과 진로결정유형이 대표적이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이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택의 확신 정도로 파악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결정에 관한 이론으로 대다수의 연구

들이 ‘진로미결정’에 관심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

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여 미결정척도를 나타내거나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또 다른 주요 개념으로서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있는데 이는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이르는 방식을 특징화하여

분류한 것이다. Dinklage(1968)이 유형화한 연구를 Harren(1979)이 발전

시켜 개인이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 그것이다. 합리적 유형은 상황에 맞

는 정보 수집을 통해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진다. 또한, 직관적 유형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의해서

빠르게 확신을 내리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

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결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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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의존적 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상황과

환경, 타인에 돌리며 선택 과정에서도 수동적인 태도가 있으므로 의존적

유형은 선택 이후에도 적응과 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

다(김봉환 외, 2010).

본 논문에서의 ‘진로결정’에 관한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앞서

살펴본 이론으로 비추어보아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 혹은 ‘진로결정’

의 용어에 대해서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쓰기로 쓰며, Super와 Ginzberg

의 진로발달이론과 여러 진로의사결정이론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진로선택)’이란,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진로발달 과정의

일부분으로 개념을 정의하고(박슬기, 2011), 탐구 내용으로는 진로 선택

에서 일반학교 출신 탈북 청소년이라는 특정 집단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

른 진로 선택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진로 발달 단계 중 고등학교 시기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대학 진학 여부와 전공을 결정하는 일이다. 고등학생들은 인문계와 자연

계,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계열을 선택하게 되고 이후에 다시 대학 진학

여부와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진로 발달적

맥락에서의 진로결정의 개념을 탈북 청소년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진로

결정 현상에 대입하여 분석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2. 진로결정이론

진로이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게 되

는가에 대해서 공통된 속성이 있는지 관심을 가졌는데, Mitchell과

Krumboltz(1996)는 네 가지 요인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여 설명

하였고 그것을 ‘사회학습이론’이라는 형태로 발전시켰다. 그 네 가지는

1)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2) 환경적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3) 학습경

험 4)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기술이다. 이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일반화하여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며, 그 사람이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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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1)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은 학습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어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갖게 된 개인의 특성인데 외모, 질병 소인, 성격,

기질, 음악적 재능, 신체적 재능 등을 말한다. 2) 환경적 상황과 여러 가

지 일들에 포함되는 것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여러 상황과 조건이다. 가

령, 사회정책, 법, 자연환경, 교육체제, 지역사회의 영향, 가족자원, 직업

에 주어지는 보상 등 12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3) 학습경험에 대한 설

명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Krumboltz(1996)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습경험이다. 이것은 어떤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것이 진로 선택에 대한 호불호와 선호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학

습경험은 크게 ① 도구적 학습경험(조작적 조건화) ② 연상적 학습경험

(고전적 조건화)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① 도구적 학습은 어떤 개인이

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그 행동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한다는 것으로,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행동 이후에 부정적

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로 인해서 그 일

에 대한 호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의 발표로부터 칭찬을 들

었을 때(긍정적 결과)나 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긍정적

결과)는 그 분야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된다. 한편, ② 연상

적 학습경험에서는 과거에는 어떠한 호감도 없던 중립적인 자극과 이후

에 경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가 연합적으로 작용하여 호불호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 때,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관찰에 의해서도 영향

이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호감이 없

었는데 이후에 사고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느낌이 생길 수 있

다. 연상적 학습경험에서는 직접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독서, 다른 사람

의 말, 텔레비전, 영화 등을 통해 간접 경험하거나 관찰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수가 운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보였다거나

드라마에 나오는 바리스타가 멋있게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기술은 다음과 같다. 이 기술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인 유전적 요인, 환

경적 요인, 학습 경험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것인데 자신에게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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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 기

술에는 인지적 과정, 정서적 반응, 일하는 습관, 문제해결 기술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적합한

정보 수집과 대처를 통해 얼마나 문제를 잘 다루는 가에 해당하는 것이

다. 가령, 진로 탐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기

관을 찾고 두드려보는 자가 있는가하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자기관찰 일반화(self-observation

generalization)'라고 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상에 대한 인식은 ’세계관 일반화(worldview

generalization)'이라고 한다. Krumboltz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이라고 보았고, 학습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은 개인이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서 심리적 요인

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요

인은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도울 수 있는 학습경험과 과제접근기술에 상

담자가 주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진로에 대한 신념과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진로상담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진로

를 상담할 때에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해결가능하다는 것

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을 살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진로 상담을

해야 한며 잘못된 일반화에 빠지는 것을 수정하고 부적절한 대안을 선택

하는 것을 살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Krumboltz, Mitchell, &

Gelatt(1975)는 진로결정이 학습된 기술이며 진로를 선택한 이후에도 도

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봉환 외, 2000).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 SCCT)는 사회

인지이론인 Bandura의 이론과 Hackett와 Betz의 여성진로발달연구,

Krumboltz의 사회학습진로이론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 진로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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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환경의 상호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Bandura의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의 개념을 가지고 자신

에 대한 평가와 믿음의 인지적인 영역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는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 간접적인 학습경험

을 중요시여긴 Krumbotlz 이론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봉환 외, 2010).

SCCT는 Krumboltz의 사회학습진로이론에 있는 ‘과제접근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적이고 정신적인 과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기존 사

회학습이론에서 특정한 학습경험에 의한 진로 흥미와 선택이라는 결과를

일차원적으로 분석한 것을 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구조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특정한 학습 경험이 있더라도 개인의 맥락적

요인에 따라서 다른 학습경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였다.

SCCT는 여성이 사회화 과정에서 진로의 대안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진로에 대해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장벽들을 연구

한 Hackett와 Betz(1981)의 논문에서 출발되었다. 개인의 내부적인 인지

과정이 개인의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 되어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SCCT의 핵심이다. 이것은 개인의 내부적

인 요소 혹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단순한 결과물이 진로

결정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론인 것이다. 따라서, 진로

를 선택하는 주체는 선천적인 유전이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소극

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진로를 발달하고 선택하고 만들어나가는 능동적이

고 역동적인 존재로 보는 입장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개인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진로결정

과정을 설명한 모형을 살펴보려고 한다(김봉환 외, 2010).

SCCT는 개인에게 가질 수 있는 선천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부분을 모

두 포괄하여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설정하였는데 선천적인 요소는 성별,

민족, 인종, 건강, 장애, 재능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선천적인 요소도

개인이 자신에 대해 인지하거나 흥미를 갖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

험에 영향을 끼친다. 반면, 인지적인 부분을 자기효능감, 결과기대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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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Bandura는 어떤 개인이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곧 ‘자기효능감’인데, 과거에 수행해서 성취한 경험이나 대리학

습, 사회적 설득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신감이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다. 가령, 수학 성적이 지금까지 좋았던 학생들 중에

서 자신이 재능이 있다고 자신감에 차 있는 학생이 큰 경시대회에 출전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재능에 대해 확신이 없는 학생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과기대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한 이후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에 대한 예측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지금까지 한국무용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학에서 할 전공을 선택할 때에 무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때 무용전공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과

만족을 예측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나타날 만족감과 즐거움

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결과에 대한 기대이고 보통 과거의 특정 행

동이나 성취로 인해서 경험했던 것으로 인해 생긴다.

목표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와 같이 개인의 진로선택과 준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개념으로서 행동을 이끄는 큰 동력이 된다. 목표

를 통해서 결심을 하고 진로 발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실행하

게 된다(Bandura, 1986). 목표는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건축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추천하고 목표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자녀가 건축자를

목표로 삼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실제로 효과적인 성취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김봉환 외, 2010).

환경에 의한 변인은 개인이 처에 있는 사회와 가정, 학교 등의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다.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인데

그 시대 상황에서 국가에서 난민보호정책을 펼 때의 사회적 상황과 국

가·제도적 요인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개인은 흥미를 발

달시키고 그 흥미로 인해 결론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행동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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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CCT는 개인의 흥미가 발달된 것이 어떻게 진로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요인과

맥락적인 요인이 어떻게 진로선택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그림 2-1] 진로선택행동에 대한 사회인지적 영향

-사회인지진로이론(SCCT)- Lent, Brown, Hackett(1994)

선택모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흥미가 발달되는 부분과 목표를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한 실행 과정의 부분으로 나뉜다. 진

로에 대한 흥미가 발달되는 것은 앞서 흥미발달모형에서의 과정과 비슷

하다. 한 개인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학습경험을 통해서 강화와 처벌의

피드백을 받고 그 경험을 통해서 특정 영역에 흥미가 생긴다. 이러한 학

습경험에는 개인변인과 배경맥락변인이 영향을 미쳐서 한 사람의 자기효

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특정 분야에 대한

흥미를 상승시키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 흥미에 변화가 있으면 목표를

형성하게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계획하여 실행하기

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흥미를 형성하더라도 목표와 수행까지 나아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SCCT에서는 근접맥락변인으로 설명하

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있더라도 부모의 반대

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흥미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여 실행해나

가지 못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이 형성한 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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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흥미를 잘 발달시켜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어야 진로선택과 수행으

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근접맥락변인을 ‘진로장

벽’이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 ‘진로장벽’은 개인이 진로목표를 달성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로 인해서 개인의 내부에

서 흥미와 목표 설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김봉환 외, 2010).

맥락적행동이론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

동의 성립 과정과 목적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Young et al,,

2002, Popadiuk, 2012). 진로이론과 관련된 몇몇 연구들도(서미경, 2002;

유지선 2004; 선혜연 2008)은 진로결정에 더 이상 고전적인 의사결정과

정과 미결정 수준, 개인 내부에서의 차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맥락

적이고 관계적인 변인을 생각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의 탐구가 집단주의 문화적 맥락에서도 유의미

한가에 대해 문제제기가 일고 있으며 가족적인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는

의존적인 가족 관계로 인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이

야기가 제기되고 있다(김봉환 외, 2010). 따라서, 최근의 진로발달 이론에

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여 다양한 상황과 행위자의 맥락요인

(contextual factor)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락주의 (contextualism)에 주

목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진로선택의 과정을 분석할 때 구성주의

(constructivism)의 철학적 입장을 반영하자는 이론이며, 개인과 직업세

계,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변화하는 개인 외부의 요인들이 개인의

내부의 능력이나 특성에 영향을 줘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진다고 말한다 (Vondracek, Lerner,

Schulenberg,1986). 또한, 맥락주의를 주장하는 Pepper(1942)는 개인과

환경은 밀접하게 유기체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김봉환 외, 2010).

맥락적행동이론(Young et al., 2002)에서는 진로를 위한 행동을 선택하

는 동기를 정서적 요인이 제공해준다고 말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해

서 추진해 나갈 때, 정서적인 부분이 힘들더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정서는 진로선택 과정의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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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된다. Young과 Popadiuk(2012)은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연

결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소통의 중요성과 정서적인 맥락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개인은 진로 관련 발달과 생애사의 과정

을 자신의 특유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름의 방식으로 구성하고 의미부여 하는 것을 통해서 진로 선택

에도 특별한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공윤정, 2014).

3. 진학결정요인

진로심리학자들은 지금까지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인이

진로를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였다(Fouad, 2007; 하정

2007 재인용).

남경민 외(2010)에서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두 가지로 분류

하고 있다. 하나는 흥미, 적성, 인성, 자아개념 등을 포함한 개인 내부적

인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을 포함한다.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들은 처음에는

개인의 내부적 특성에 따른 진로선택의 차이에 관심이 많았지만 점점 시

간이 지나면서 가정적인 배경과 사회경제적인 배경, 사회적 지위 등의

개인 외부적인 영향에 관심이 옮겨갔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는 진로장

벽이나 사회적 지지에 관한 개념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양난미, 2005 ;

남경민 외 2010 재인용).

이와 같이, 개인의 진로는 특정 영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보

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예를들어, 심리성격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이 다양하게 관련돼 있다(임은미,

2011; Metheny &McWhirter, 2013; 남경민 외, 2010 재인용). 이렇듯 진

로결정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상호

관련성이 있는 지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진로 상담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하지만 Gottfredson(1981)은 선행연구들이 어떤 변인이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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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시원한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해당 요인들

을 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진

로결정은 앞서 보았듯이 한 순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생애적인

진로발달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르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이해되어야 하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쉽지 않다.

청소년기에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어

떤 것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 진로 지도와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개인의 삶의 가

치와 방향에 맞는 진로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진로 상담과

정에서 학급 교사 또는 학부모는 그들의 진로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올바른 진로 지도가 가능하다(남

경민 외, 2010).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기에 눈에 띄게 드러나는 진로 선

택의 기회를 진학을 선택하는 일이다. 큰 진로의 방향에 따라서 상급학

교의 진학 여부와 학교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과 대학진학 현상에 대해 탐구하기 위

해서는 오늘날 사회에서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위해서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경

근 변수용, 2006).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이유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수준,

성별, 부모의 학력, 거주지, 고등학교의 수준과 교육적 포부 등의 요인들

을 분석한 시도들이 많다(백일우, 1990; Hossler, Braxton &

Coopersmith, 1989; Lillard & Gerner, 1999; 조승제, 2010 재인용). 특히,

조승제(2010)는 학생들의 대학과 학과 선택은 단순히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대학, 그리고 학생을 둘러싼 환경 간의 상

호작용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대학진학에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형화한

Chapman(1981)는 18-21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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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반화하여 제시했는데 학생의 개인적인 특성과 외부적 영향을 두 가

지 요인으로 설명했다. 그는 학생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학생의 학업

적인 열망이나 기대, 적성, 고등학교의 수준이 개인적인 특성에 해당하

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대학의 학생과의 소통하려는 노력, 대학의 고정적

특성, 중요한 사람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2] Chapman(1981)의 대학 선택 모형

오늘날 많은 선행연구들이 한국사회에서는 가정배경의 영향이 크다고

말하거나 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이 대학진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

구해왔다(김영화, 1990; 한만길, 1991; 김영화 김병관, 1999; 장상수,

2000; 방하남 김기헌, 2002, 2003). 또한 시대가 변화하면서 대학에서 학

생을 뽑는 전형의 다양화가 일어나다보니, 학교 성적만으로는 좋은 대학

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필

요한 준비과정의 경험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사교육 참여, 봉사 활동, 입시컨설팅, 경시대회, 생활기록부 관리 등과 같

은 준비 활동이 대학진학이라는 기회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 주로 가정

적인 배경이 좋을수록 준비기회로 인한 매개변인의 효과가 좋다(박미희

김성식, 2013; 정광희, 2009).

진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요인

과 개인 외부 차원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려고 한다. 몇 몇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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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으로 가정 배경의 영향력도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배경의 요인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

문에 개인 외부적 차원의 요소로 분류하였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요인으로는 성별, 학업 성취, 포부수준, 공부시간

과 수업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개인 내부적 요인 중에서도 두 가지 분

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고 나머지는 통제

할 수 없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개인이 통제

할 수 없는 영역을 최근에는 ‘진로장벽’이라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양난미,2005). 선행 연구 중에서 상당수의 연구들은 성별

에 따라서 교육 기회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김기헌 방하남, 2005;

장상수, 2000, 2004, 2006; 채창균, 2006; 김성식, 2008). 특히, 대학진학에

대해서는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진학 기회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2년제 대학에 더 진학할 확률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다고 나왔다. 반면에,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학업 성취 수준도

대학 진학 결정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학생이 갖고 있는 포

부 수준 또한 교육 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며 개인적인 공부 시간이나 수

업 시간의 태도는 대학 입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변수용․김경근, 2010).

다음으로 개인 외부적 차원의 요인으로는 1) 가정적 배경, 2) 학교 배

경, 3) 사회 제도적 배경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을 먼저 살

펴보겠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인문계 학교 재학생과 실업계 학교 대상으

로 구분하여 진로 결정을 하는 동기를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인문계

학교 학생들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과 정보를 찾는 경험

을 통하여나 개인적으로 자아관, 학교 성적, 내적 동기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계 학교에서는 도와주는 학교 선생님의 경력이나

연령,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 경험 등이 주요 변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희경․김우영, 2005). 또한, 부모의 이주나 가족의 해체가 청소년들에

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특히, 부모와

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학업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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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지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연구들이 많다(Pottinger,

Audrey, 2005). 특별히 대학진학 단계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이

높을수록 학생이 전문대보다는 4-6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부모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에 진학할 확

률이 높고, 그 대학의 사회적 위세도 더 높았다. 이는 학교가 사회의 불

평등 현상을 완화해주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거나 현상유지

를 시켜주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양친여

부와 형제․자매 수 등의 가족구성도 상급학교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채창균, 2006; 류기철, 1995; 구인회, 2004; 김경근 변수

용, 2006 재인용).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SES)가 높을수록 대학

진학률과 진학하는 대학의 위세가 높다(김성식, 2008). 선혜연(2008)은

청소년들이 대학입시를 위한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에 부모들의 관여 방식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상대적으로 대학 입시 전후로 하여 소극적인 방식의 관여를

한다고 나타났는데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이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다.

또한 학교 소재지가 도시이냐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 장상수(2000)에 따르면 인주밀집도가 큰 지역일수록 높은 학력

과 교육 단계를 추구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또한, 도시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고

있었고 성적을 통제했을 때에는 오히려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위상이 높

은 대학에 진학하기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식, 2008). 또한, 학생

들이 학교에 대해서 인지는 교육 수준과 그에 대한 만족감 등이 높을수

록 진학률이 좋았다(김성식, 2006). 이 외에도 사회 제도적인 요인에 의

해서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데, Jacqueline Stevenson and John

Willott(2007)은 영국에서의 난민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열

망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그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 가난, 언어의 어

려움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학업 성취도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

고 대학 교육을 받고 싶어했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을 가난과 차별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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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로 생각하면서 큰 동기부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탈북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살펴보고, 그들의 대학진학의 선택 과정에서 변인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탐색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은 한 순간에

일어나기보다는 개인의 과거의 경험과 가치관, 성장 배경 등의 다양한

순간들이 결합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개인의 사고를 좀 더 심층적으로 알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대학 진학 선택에서의 맥락적인 이해를 바

탕으로 탈북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진로 지원 체계와 진로 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선택이론 중에서 Krumboltz(1996)

의 사회학습이론과 Lent, Brown, Hackett(1994)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이론을 토대로 그들의 맥락적인 입자에서 분석하

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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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탈북청소년의 이해

1. 탈북청소년의 개념과 특징

(1) 탈북청소년의 개념

탈북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남북관계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

화되었는데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에서는

‘월남귀순자’로 명명했으며 1979년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서는

‘월남귀순용사’로 규정하였다(박윤숙, 2006). 또한, 1990년대에는 ‘귀순용

사’ 혹은 ‘귀순북한동포’ 등으로 정의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남한으로 입

국하는 북한의 주민이 극히 적었다. 그러나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한 이

후 1995년에 대홍수가 있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의 행군’6) 시기

를 겪으면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 주민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7)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에 제정되었고 공식적으로는 법률적인 명칭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으로 불리게 되었다(박정서, 2011). 따라서, 법률적인 기준의 의해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 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 혹

은 ‘탈북자’라고 정의하며 그들 중에서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본

연구의 대상인 ‘탈북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출생하

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탈

북청소년이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하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령기 연령과 만 24세까지의 연

6) 1990년대 중․후반에 북한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자 북한 정부가 제

시한 구호로서 자연재해와 국제적인 고립을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헤쳐 나가

자는 당적 구호이다. 1938년 말~1939년 김일성 주석이 이끈 항일빨치산이 일본

군의 작전을 피해서 만주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100여 일 간 행군한 일의

정신으로부터 유래한 용어이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7) 탈북자 입국현황은 첫 장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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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정책 지원의 대상 자격을 주고 있다. 그

러나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지만 몇

몇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단순히 연령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보다도 성적, 직업적, 이념적, 사회적인 적응기를 토대로 결정해야 한

다고 말한다(장창호, 2004). 탈북청소년에게는 사회 적응이라는 발달 과

업이 일반 청소년보다는 늦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연령 구분의

엄격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길은배․문성호, ,2003; 황진수

전신욱, 2004).

[표2-1] 출신지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15.4, 교육부)

(단위 : 명, %)

연도 구분
재학생수

초 중 고 계

‘15

북한출생 541(44.2%) 344(41.7%) 341(79.9%) 1,226(49.5%)

중국 등

제3국 출생
683(55.8%) 480(58.3%) 86(20.1%) 1,249(50.5%)

계 1,224 824 427 2,475

또한, 원칙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모 중에서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이

동 청소년”이 ‘제 3국 출생 탈북청소년’8)으로 불리며 다양한 교육적 지

8)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이탈한 이후 제3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한다. 이들을 소위 ‘비보호청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적 보호 대상자

가 아니기 때문에 부르는 명칭이다. 이들의 수는 2011년 608명에 이었다가 2015

년 1,249명으로 4년 만에 2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거주하

던 탈북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오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며, 현재 제3

국에 거주하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탈북자들을 고려하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교육부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에서 이들을 위해

중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강사를 삼죽초등학교와 한겨레 고등학교에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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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출생 탈북학

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탈북학생에 대한 연구들이 북한출생과 중

국출생을 포함하여 제3국 출생의 아이들을 구분하여 특징을 분석하는 연

구들이 생겨나고 있다(강구섭, 2015). 본 연구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의

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만 9세~24세 해당하는 자로서 제3국 출생의

탈북자 자녀도 포함하여 ‘탈북청소년’을 정의하기로 한다.

한편, 관련 기관별로 탈북자에 대해서 상이한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비공

식적으로는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지향하고 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기존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서 국어연구원과 언론인, 북한이탈주민 대표 등의 참여를 통해서 통일부

가 만든 용어이며 2005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크게 ‘북한이탈청소년’과 ‘새터

민 청소년’, 그리고 ‘탈북청소년’ 및 ‘탈북학생’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

수의 연구들이 ‘북한이탈청소년’으로 표기하고 있는 있는가 하면(안지

언․김석호, 2015; 박슬기·오인수, 2011; 정순미, 2010; 김경준 외, 2008;

박윤숙 2006 외 다수), ‘탈북청소년’으로 명명하는 연구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조정아 외, 2014; 강구섭, 2014; 한만길, 2013; 이향규, 2011; 윤

혜순, 2014; 박정서, 2011 외 다수). 특히, 주로 정부 출연 등의 공공 기

관의 연구물에서는 ‘탈북청소년’ 혹은 ‘탈북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와 통일부의 공식 명칭이 ‘탈북청소년’ 및 ‘탈북학

생’이기 때문이다. 한편, ‘새터민 청소년’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나지영, 2015; 진은영 외, 2013; 전명희, 2011; 허은영 외, 2010). 북한이

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 2항에는 ‘탈북청소년’이라

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

체 북한이탈주민을 언급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학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16). 이처럼 탈북청소년을 위한 연구에서도 북

한출생과 제3국 출생의 각각의 특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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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 등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탈북청소년’

혹은 ’탈북학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2) 탈북청소년의 특징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을 이탈하며 입국하는 과정에서 겪는 외상, 학교

부적응, 가정의 해체로 인한 정서적인 결핍,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탈북 계기에 대한 후회 등에 시달려 한국 사회의 적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기에 당연히 겪어야할 발달과업이 경제적

궁핍과 가족 해체, 탈북 과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환

경에 처한 경우가 많으므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처와 그것이 그들의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많다(이순형 외, 2007;

김윤나, 2008a; 한만길 외, 2009). 또한, 그들에게는 심리적인 지지와 안

정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적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또래관계

와 가족,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보고들이 많다(이기영,

2001; 김미숙, 2005; 박윤숙, 2006; 한만길 외, 2009).

탈북청소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 청소년과 비슷하게 또래관계 중

심의 발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응에

사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청소년에 비해 분노

를 조절하는 능력과 성숙성 등에서 다른 청소년보다 우위를 갖는다는 연

구 결과나 나타났는데, 이는 탈북을 통해 험난한 생활을 경험하고 이겨

내는 경험을 가졌고 예측불가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와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 사회에 냉소적인 태도가 많다. 또한 이들은 교사 등의 윗사람

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

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남한에서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서 교사

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11).

20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신분을 밝히는

청소년이 44.5%이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초기 적응 단계에서

밝혔다고 하여도 점차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특별히 드러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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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자신

에게도 투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말투나 외모에 있어서 드러나

지 않도록 노력한다. 김정원(2014)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학생 밀집 지역

에서 근무한 교사들의 대다수가 기존에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오해

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를 것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로

만나면서 알게 된다고 말한다. 최근 들어 전체 탈북 학생을 하나로 묶어

논의하기보다는 그들의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 지역,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교육지원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북한 출신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기보다

는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과 개별적인 배경과 특성을 비교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윤혜순 2014).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감을 갖게 되는

데 그 자신감 정도에 따라 남한 사회 적응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또

한 사회적지지 체계가 많고, 종교생활이 지속적일 경우에는 남한 친구를

잘 사귀면서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했으며 이로 인해 탈북 청소년의 진

로 선택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감을 갖

도록 사회적 지지가 많고, 종교 생활이 지속적일 수 있는 지원체계가 모

색되어야 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최소화 하도록 정

보 제공의 통로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김활수, 2006).

2.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1) 탈북청소년 교육제도

탈북청소년들은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2~3개월 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2~3개월 간 하나원에서의 초기 적응교육을 받고 정착지로 이

동하게 된다. 그들이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 겪게 되는 학교교육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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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초기 교육 전환기 교육 정착기 교육

유·초
삼죽초등학교

(통합교육)
➡

일반 초등학교

(밀집학교

특별반)

중등

하나원

하나둘학교

(기초적응교육)

➡ 한겨레중 고

일반

중 고등학교

(밀집학교

특별반)

협력학교

(통합교육)
대안학교

살펴보면 다음 그림 [2-3] 과 같다. 모든 탈북청소년은 입국초기 교육을

받고, 전환기 교육을 거쳐 자신이 원하는 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에 정착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다시 받게 된다. 초기적응교육은 하나

둘학교에서 이뤄지는데 비교문화체험, 버스 및 지하철 타보기, 물건 구

매, 진로 상담 등의 실질적인 정착교육이 이뤄지며, 부모의 역할을 위한

부모교육 등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환기 교육에서는 탈북청소년을 위

한 대안학교 한겨레 중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데 부모님과 함께 입국하

지 못한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학교를 거치게 된

다. 교육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와 시 도교육청,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센터 등 세 개의 차원에서 각각 협력하여 탈북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

며, 초기적응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된 지원을 위해서 매년 탈북청소년 교

육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림 2-3] 탈북학생교육경로 (교육부,2016)

또한, 각종 학력인정 제도와 특례입학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

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각 지

역의 시도교육청에서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고등학교까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북한에서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은 통일부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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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부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받게 된다. 탈북청소년

은 하나원을 퇴소하여 정착할 거주지로 이동하면 고등학교까지는 입학

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35

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학력

이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

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 인정이 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했을 경

우,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 인정을 받는 교육 훈련

기관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

공립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가

면제되며 사립대학교는 해당 대학교가 통일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

을 경우에 국고에서 5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무지개청소년지원재단,

2016).

(2) 탈북청소년 학교적응

입국 숫자로 본 탈북청소년은 4,000명~5,000명 정도이지만 제도권 학교

에 재학 중인 숫자는 2015년 2,71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입국

후에 해외 이민 등의 사유로 출국하거나, 연령은 학령기에 속하지만 학

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탈북청소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

된다.9) 현재 학교에 다시는 탈북학생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

서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2,717명으로 초등학교 1,224명,

중학교 824명, 그리고 고등학교 427명과 대안교육시설 242명으로 분포되

어 있다(교육부, 2015).

[표2-2] 탈북학생 재학 현황('15.4, 교육부)

9) 2006년(교육부)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에 93.8%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

고 있고, 중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은 49.3%만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교육지원대상인 탈북학생들 중 60%(1,501명)만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년 전의 상황보다는 탈북학생의 재학률이 훨씬 개

선되었겠지만 여전히 학교 밖 탈북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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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분

학교급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 계초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학생수

636 588 378 446 212 215

242 2,7171,224 824 427

2,475

* 대안교육시설은 통일부 자료임

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는

데(한만길 외, 1999; 한만길 외, 2000; 이기영, 2001; 정진경 외, 2004; 김

미숙, 2005; 정병호 외, 2006a; 한만길 외, 2009), 이는 학령기 청소년들의

학업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

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들의 학교 성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에서의 성적, 남한 거주기간, 가족관계 등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영어이며 입국 초기에는 국어

도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이다. 북한에서는 역사나 사회 과목

이 따로 없고 혁명역사만 배우기 때문에 사회 과목에서도 이질감을 많이

느끼며, 상대적으로 수학을 가장 덜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은 가정이 많으며 다수의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의 지원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김형주,2014). 그들은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

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며, 입국 과정에서 학업 공백10)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이 학교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탈북청소년이 사회정

착 과정에서 일반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학교를 나와서 돈

을 벌거나 대안학교로 편입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탈북학생 특성화 학교의 장점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고 (오명도 외, 2008;

조명숙, 2013), 최근에는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출신의 학생들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표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

10) 북한에서 생활할 때에도 학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탈북청소년들이 많

으므로, 기초적인 학업 배경이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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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수가 더 많고 하나원을 퇴소하

는 대다수의 학령기의 탈북청소년들이 연령만 차이가 많지 않다면 일반

학교에 편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학교 적응에 관한 연

구를 보면 적응이 힘들다는 보고들이 많다. 따라서, 이태주(2010)나 김연

희(2009)의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의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개 사회문화적 차이와 고립감, 학업 스트레

스 등으로 인한 개인 내면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탈북청소년의 진로현황

(1) 탈북청소년의 진로선택 경향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적응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진로

를 선택하는 동향과 특징을 통하여 어떤 요소들이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 2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

경준(2008)의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과반수(52.7%)가 고등중학교 중

퇴나 졸업을 하였다고 나타났다. 또한 그들의 개인적 특성 및 가정 배경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구참여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

우에는 부모님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학교 졸업은 20%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남한에서 그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에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어머니는 무직(43.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직과 사무직, 노동자의 순서였고 아버지는 사무직(22.1%)과 노동

자(20.9%)의 비율이 비슷하고 그 다음으로 무직(19.8%)이 높은 비율에

속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았을 때, 월평균 100만원 미만이 59.1%로

가장 많았고, 100~199만원이 34.7%였다. 따라서, 이것을 합하여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이 90%를 넘었다. 북한에서의 가정의 경제는 대부

분의 비율이 중간 혹은 그보다 위쪽에 속하는 부류였으며 북한에 있을

때보다 남한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속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탈북학생에 관한 진로 영역 논문을 탐색해보면 청소년보다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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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취업 기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탈

북학생의 진로영역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학술논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학위 논문에서는 간헐적으로 발표되었으나 남한 학생들과는 다

른 특징과 진로 결정에서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논문이 위주였다. 진로장

벽(박선민, 2011; 이혜경, 2003)이나 진로 선택의 태도(김활수, 2006)를

통해서 탈북학생이 소극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행위자이며 사회적 맥

락에서 바라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박슬기(2011)의 논문에서는 탈북

학생의 진로 선택 과정을 하나의 진로 발단 단계의 맥락과 연결시켜 연

구 대상자의 변화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진로와 진학은 삶의 다양한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진학 결정 요인을 학생 개개인의 정체성과 성장 발달에 따른

맥락과 연관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탈북 학생들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선택에 관한 질문

에, 대부분의 탈북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

하겠다고 응답하였다(한만길, 2013). <표2-3> 참조

<표2-3> 탈북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진로 대학진학
취업 또는

창업
미결정 전체

응답자수 81 21 13 115

비율 70.4% 18.3% 11.3% 100%

출처: 한만길 외(2013:75)

대학전공 선택 시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취업시장에서의 선호도를 고려

한다고 하였음에도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률은 중등학교에서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의 교육체계에 대하여

인식하고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대학진학의 준비를 동시에 준비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진학 이후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정보인식과 경

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분야에 대한 재탐색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경

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슬기, 2011). 어려서부터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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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과 능력, 흥미, 취향, 인성에 관계없이 주어진 틀에 맞춰 국가의 명

령, 지시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라온 부모님들로

부터 탈북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

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부족한 탈북 학생들은 진로 결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류성창, 2015).

(2) 탈북청소년 진로선택의 특징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에게 부족한 점과 적합한 직업, 직업결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준비해야 할 것 등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진로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설정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 학생들보다

한겨레학교 학생들이 더욱 졸업 이후의 목표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정하

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준비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

이 진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직업세계 사람들과의 대화, 미래 직장

생활 등을 수집하고 관심있어 한다고 대답하였고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

으로 조사됐다(김경준, 2008).

탈북청소년들은 신분이나 토대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는 북한 사회에서

나와 제3국의 자본주의에서 얻은 경험들이 진로설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허수경, 2014). 또한, 한국에서 이들은 비교적 쉽게 명문대에 입학하

는데 이 때문에 진학을 한 이후와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명문대 학생에

맞는 능력을 검증받는 상황에 노출된다. 그러나 좌절을 통해서 직업 세

계와 자신의 적성, 흥미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도하게 되며 대

학교에서의 또래문화 경험 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직면하

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남한 사회에서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허수경, 2014).

진로와 관련된 탈북 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 중, 허은영과 강

혜영(2007)의 연구에서는 남한 청소년에 비해 탈북 청소년이 진로성숙도

와 진로결정효능감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입견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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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박슬기(2011)는 대학 진학에 대한 필요성이 탈북 학생들에게 좋은 직

장을 위한 일종의 ‘자격증’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며 경제적인 안정

과 자아 실현의 통로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남한

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이 있었으나 박슬기(2011)의 연구의 탈북

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심도 깊게 분석적한 유일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탈북학생 진로 교육 제

도의 기초 연구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밖에는 박선민(2011)은 남한에 정착한 이후, 4년제 학교에 재학 중

인 만 22-27세의 남녀학생 6명을 심층 면접하여 진로를 계획하는 과정

에 겪는 장벽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탈북 학생들은 가족들의 걱정과 관

심, 남한 사회와 사람들로부터의 편견, 경제적 문제, 컴퓨터 능력 부족,

인간관계에서의 끈끈함이 없음,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진로 장벽으로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탈북 학생의 진로에 관한 양적

연구가 몇 가지 실시되었다.

류성창(2015)은 탈북 학생들의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함의를 갖는 진

로 교육 실태 조사 및 수요 조사를 위하여 총 238명의 탈북 학생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진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나 시수,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졌고, 진로

교육을 받고 싶은 종류에 대한 물음도 이어졌다.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가진 탈북 학생의 경우에는 과반수이상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 분야나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관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학생들이 82.5%가 학업과 관련하여서는

선생님과 상담 경험이 있다고 했으나 65.9%의 학생들만이 직업 및 진로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류성창, 2015). 또한, 대학에서 전

공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1순위는 과반수 이상이 “흥미

와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답변했고, 2위는 11.4%의 학생이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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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취업이 잘 되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설문조

사에서는 일반학교와 학력인정 대안학교, 미인가 학교 출신의 학생들을

나누어서 조사했는데, 일반학교(78.08%)와 학력인정 대안학교(76.61%)

는 높은 비율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느꼈으나 미인가 학교는 52.22%만

이 도움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도움을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으

로는 선생님(33%)과 친구선배(11%), 가족(14%)을 합하여 가장 많았다.

앞선 많은 연구들이 탈북 학생들의 진로 진학 실태와 사례, 현황을 분

석하였으나 박슬기(2011)의 연구처럼 개별적인 발달과정과 연계하여 탈

북 대학생의 생애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

허수경 외(2014)의 연구에서는 1980년대에 태어나 10대 중후반 북한을 탈출

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청소년 1세대의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들이 성공적인 취업의 경험을 갖기까지의 노력과 배경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에서 연구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

활’(백영옥․유조안, 2011)에서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

한 탈북 대학생과 한국 일반 고등학교나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졸업하고 대

학생이 된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여 그들의 대학 진학 경

험과 준비 과정, 대학 진학 이후의 적응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허수경

(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 이후의 취업 진로와의 연결 고리에 집중하였

고, 백영옥․유조안(2011)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대학

진학 과정의 경험과 어려움을 정리했지만 개별적인 정체성의 특성과 생애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적이고 일괄적인 분석을 하는 데 그쳤

다.

또한, 한만길 외(2013)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Ⅳ)’에서는 10대 학

생들의 학교 적응과 발달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 목표한

일반 학교에 진학하여 남한의 일반적인 학생들과 친분을 맺고 성장한 학

생들의 사회 적응과 학업을 분석했다는 특징이 있으나, 대학 진학 과정

까지 연결되지 못한 점이 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배

경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경준 외(2008)의 ‘북한이탈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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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연구Ⅲ :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본 연구 대상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

구 결과이지만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그들의 대학 진학 준비에 대한

분석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 학생들의 대학진학 및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진로 결정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교육적 함의와 시사점, 정책적 함의를 함께 도출하기 위

하여 실행된다. 또한 선행 연구의 박슬기(2011)의 연구 내용과 방법이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대안학교 출신으로부터 일반 학교 출신의 탈북학

생에 맞춰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만의 특징이 발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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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탈북청소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이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

하여 이들을 위한 진로 진학 지원 제도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그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탈북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11)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통일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에서 주관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하나원과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탈북

청소년 정착교육과 장학 사업, 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는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

해 다양한 연구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

경청소년지원재단을 설치하여 하나원 교육과 연계하여 사회문화적인 적

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진로 진학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는 최근 탈북청소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정부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남북하나재단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토대로 설립 근거가 되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설립되었다. 재

단은 2010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에 통일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으로 지정되었다. 다양한 정착지원사업과 제도, 종합상담 서비스를 운영

11) 탈북청소년을 위한 정부차원의 교육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의2 국가적 책무, 제13조 학력인정,

제15조 정착 및 적응교육, 제22조의 2 상담사 지원, 제24조 의무교육비

지원, 제24조의 2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등의 내용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38 -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의료건강, 정착 도우미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다양한 프로

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종합콜 센터를 통하여 취업, 학

업, 심리 등의 분야별 상담제를 운영하는가 하면 10개의 방과후 공부방

과 취업지원실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무연고 탈북청

소년을 위해서 그룹홈 등의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며 숙식제공, 진학 지

도, 직업훈련 안내, 상담 등의 심신회복을 위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2013년 이후부터 비교적 꾸준히 운영되어 오고 있는 탈

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남북하나재단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세대 취업지원 바우처, 온라인 배움어

자격취득 교육, 전문직종 특화사업, 직업훈련컴퓨터교육, 직업

상담사 과정, 맞춤형직업능력개발교육, SK텔레콤 자회사 채용

연계 직업교육 과정, WEST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진로

캠프, 취업지원센터 운영, 대학진학설명회, 예비대학 과정 운영

이 외에도 2011년과 2013년 두 해에 걸쳐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진로 캠프가 두 차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고 있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무료 직업훈련컴퓨터교육에서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프로세서 2급과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참여에

대하여 참가비 없이 진행되며 하루에 6시간 총 500시간을 진행한다. 이

중에서 교통비를 포함하여 교육 기간 동안 1인 당 116,000원이 지원되며

수료 후에는 12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지원금, 취업 후에는 250만원

- 6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직업상담사 과정은 8주 동안 진행

되며 교재비와 숙식비가 모두 지원되며 교육 수료 후에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장려금 200만원이 지급되며 직업 훈련 500시간 이수 시에는 직업

훈련 장려금 120만원 또한 지급되는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 자회사 채

용 연계 프로그램은 2015년에 신설된 것으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며, 기

업에 대한 이해와 고객을 대하는 방법, 고객 상담 기법 등과 같은 실무

적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후에 취

업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맞춤형 전문직종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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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사업으로는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뷰티, 웹 디자인,

자동차 정비, 외식, 한복, 한지 공예, 바리스타, 세무회계 등의 다양한 직

종 분포가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 교육장 마다 20명씩 한정되어 많은 청

소년들이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아 보였으며, 교육 이후에 직종 연결이

되는 지 알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WEST 프로그램은 탈북학

생 5명에게 매해 지급되는 기회이며 왕복항공료와 어학연수비 및 일부

생활비를 지원한다. 18개월 간 미국에서 어학연수 4개월과 인턴취업

6-13개월 및 여행 1개월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글로벌 감각을 갖

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탈북대학생에게 해외 인턴십을 제공하는 유일

한 국제적 프로그램이다. 탈북대학생을 위한 인턴십은 이력서나 자기소

개서를 쓰는 법과 면접을 도와주며, 기업체를 방문하여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결해주며 연중 1회 대학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를 운영한다. 또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대학 입학 전

대학생활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위해서 예비대학 과정을 제공한다.

2.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진로 프로그램

교육부는 지난 2009년 7월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교육대책을 수립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을 위

탁하면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생겼다. 꾸준한 연구와 사업이 뒷받

침 되어 탈북청소년의 학력 부진과 심리적 불안, 가정갈등, 학교 미취학

및 중도탈락을 위한 지원이 이 센터로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탈

북청소년 교육기회보장과 사회정착 지원을 최대의 목표로 하여 중앙 정

부의 탈북청소년 교육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탈북

청소년 교육 업무 지원, 그리고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운영되어 오고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재 계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기 적응교육부터 적응단계별로 기초학력진단도구를

개발하거나 교과내용과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여 하나원과 하나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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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보급한다. 또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이해를 돕는

교육용 동영상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기도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탈

북청소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기도 한

다.

탈북청소년교

육지원센터
찾아가는 진로 상담,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HOPE)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 살펴볼 ‘찾아가는 진로 상담’과 ‘탈북학생-전문가멘토링(HOPE)'

프로그램이 있다. 찾아가는 진로 상담은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학생들에

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직접 지방에 있는 하

나센터에 상담소를 설치하여 학부모 및 교사, 학생들을 만나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형식이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탈북학

생-전문가멘토링(HOPE)'는 수학, 과학, 인문학, 체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로 탈북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발굴하여 미래인재로 육성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며 탈북학생 중1부터 고2까지의 학생을 16명 선

발하여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10개월 간 전문가와 1:1

멘토링으로 진행이 되며 교과 교육, 특기 적성 교육 및 글쓰기, 미술, 영

어, 수학, 축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학생

의 희망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체험 활동도 포함이 된다.

3. 서울시·인천시 교육청의 진로 프로그램

서울시교육청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 탈북학생

토요 거점 방과 후 활동,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탈북학생

직업 교육 프로그램 과정 운영, 진로·직업 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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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 년 탈북학생을 윈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2015년에는 탈북학생들을 위해 마이스터

고, 특성화고의 특별입학전형을 확대 발표하여 탈북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입국초기 삼죽초등학교와 한겨레 중·고등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도하였다. 또한 탈북학생

표준(보충)교재를 개발 및 보급하며 특히, 맞춤형 멘토링 지원 확대를 하

여 2015년 2,200명 대상이었던 것을 2016년에는 2,500명으로 늘리기로 하

였다. 특별히 학업중단율은 2008년에 10.8%에서 2015년에 2.2%로 감소

한 것을 계기로 개별 맞춤 멘토링 및 진로 진학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 지원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에 상응

하는 교육 제도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진로에 관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며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

일과 탈북학생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고 탈북학생 멘토링과 코칭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탈북학생 지도 경험과 노하우

등의 자료를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을 통하여서 탈북학생 개인의 학습 역량을 제고하고 탈북학생을 잘

아는 교사가 멘토가 되어서 학생의 학업, 생활, 진로, 체험활동, 학습 자

료 지원 등의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탈북학생 토요 거점 방과

후 활동’ 운영은 탈북학생 평일 멘토링을 주말까지 확대하기 위한 프로

그램이며 탈북학생 지도 거점 학교를 선발하여 주말까지도 교육활동을

실시함을 통해서 탈북 학생 전문 교사들로부터 인근 학교의 탈북학생까

지도 학습, 진로지도,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멘토

교사와 함께 합숙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학 때에도 개별적인 상담과 보조

가 가능하도록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탈북학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과정 운영’을 2015년 새롭게 추진하여서 학생들의 직

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교의 방과 후, 주말, 방학에 탈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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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대상으로 맞춤식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성화고와 연계 진

로 체험관을 체험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있다. 또한, ‘진로·직업 교육

캠프’ 사업도 2015년 신규로 기획 중에 있다. 초·중·고등 탈북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캠프를 진행하며 지역의

하나센터와 지역 복지관과 연계하여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 상담 인력풀

을 지원하기로 한다. 또한 연구회, 직업교육기관, 대안 교육 기관 등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기로 계획

중에 있다.

인천시교육청

탈북학생 예비 중학교 프로그램, 탈북학생 진로/직업체험 교

실<희망 징검다리 진로비전캠프>, <특성화고 직업 체험교

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

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탈북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직업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이 보고서에서 비교 분석 대상으로 다룰 ‘탈북학생

진로/직업체험교실’이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 징검다리 진로비전캠프>

와 <특성화고 직업체험교실>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금까지 조사된 바

로는 2013년 한 해에만 시행된 것으로 조사된다.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 설계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중학생까

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밖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탈북학생의 학

교 생활 적응 및 새학기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 해 ‘탈북학생 예

비중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인천시 소속 중학교에 입

학하는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0명의 신입생 학생들과

담임교사가 방학 때 미리 만나 학교별로 3시간씩 약 8개의 중학교에서

진행하였다. 학생과 담임교사와의 개별 상담 시간, 입학 전 적응 교육,

선배와의 대화, 학교 탐방, 학업 중단 예방 교육, 교육과정 안내, 스스로

의 마음 다지기, 학력 향상 길라잡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등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간 관

리 방법과 스스로 학력 관리, 학습 일기 사용법, 나의 성취 목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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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교육 내용을 통하여서 탈북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

응을 통하여 더 먼 미래의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유용한 교육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진로 프로그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2006년 이주배경청소년의 조속한 사회적응과 건강

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민법 제 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2012년 5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부속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공존과 통합의 다문화 한국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인권 및 지역에 기반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착․통합지원, 청소

년 다문화 역량 강화,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제

언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및 역량개발, 청소

년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

다.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며 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그들을 위한 종합적 복지 지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무지개청소년

센터
무지개JOB아라, 2015 내-일을 잡아라, 무지개 콜(Call)

무지개청소년 센터에서는 10주 과정으로 만 16-24세 이주배경청소년 10

명을 대상으로 ‘내-일을 잡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

는 바리스타 2급 자격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론과 실기를 함

께 교육하였다. 카페운영실무 실습 125시간, 서비스교육 10시간, 직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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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프로그램

명

직업 및 적성

탐색

자신의 진로

설계
취업 지원 교육

남북 청년취업 직장 및 직무 나를 찾는 효과적인 독서법

국어 100시간,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취업 연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지개 콜(Call)’ 프로그램은 특별히 제도권 교육 밖에 있는

만 16세에서 24세 사이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물질적인 지원과

정서 및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멘토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13

년에는 전국 41명의 탈북청소년이 진로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 받았으

며, SK텔레콤이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기금을 탈북

청소년 1:1 맞춤형 진로개척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각각

은 검정고시·어학·예체능·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비를 지

급받고 있으며 월 30만원 1인 최대 150만원 규모로 지원을 받는다. 또한

‘무지개 Job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0주 과정으로써 제3국 북한이탈주

민자녀와 만 16-24세 중도입국청소년이 직장생활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을 받는다. 한국어 교육, 직업 탐색 및 컴퓨터 교육, 경제교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준비 등의 교육을 받으며 현장 체험을 통하여 직업 세계와

적성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 ‘무지개 콜(Call)'프로그램은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며, 나머지 두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며

‘내-일을 잡아라’는 실질적인 직업 연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무지개

Job아라’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친다는 측

면에서 분석 대상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각각의 공공기관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내용별, 대상

별, 멘토링 시행 여부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공적인 기관에서의 탈북

학생 대상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또는 어떤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원

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를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다.

[표2-4] 탈북학생 진로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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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재단
아카데미

바로 알기

업무수행

기초지식 및

스킬

인턴십 통한

실무능력 확보

여행(과거,

현재, 미래)

성공진로를

위한

자기개발계획

꿈을 향한

커리어로드맵

완성

(도서제공)

논리적인 글쓰기훈련 및

코칭

독서토론, 스피치 훈련

발표자료 디자인 및 작성법

설득을 위한 스피치 훈련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채용절차 이해 및 준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스킬(인성,토론,PT면접)

탈북

청소

년교

육지

원센

터

찾아가는

진로상담

홀랜드 검사

진로 전문가

강의

진로 그림

그리기

개별 진로

상담

교사 간담회

서울

시교

육청

탈북학생

방학학교

진로탐색활동

체험 활동

1:1 맞춤

멘토링

인천

시교

육청

탈북학생

진로/직

업체험교

실

직업체험교실

(창작비행기,

항공승무원,

치즈 케이크

만들기 등)

비전과 목표

설계

무지

개청

소년

센터

무지개

JOB아라

현장체험 및

직업체험

진로 멘토링

및 상담

직장생활 한국어 교육(중급)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준비

컴퓨터 기초 교육

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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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공공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직업 및 적성 탐색’과 ‘자

신만의 진로 설계’ 그리고 ‘취업 지원 교육’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체험활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

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직장 및 직무에서의 인턴십을 통한 실무 능력

확보와 업무 수행을 통하여 실제적인 직업 세계의 경험을 독려하는 방향

으로 공통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중학생을 대상

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하여 요리 교실, 항공 승무원

체험, 창작 비행기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서울시

교육청과 무지개청소년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진로 및 직업 탐색 부

분에서 체험학습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향에

맞는 현장 체험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개인에게 맞는 진로 설계를 위하여 1:1 맞춤형 멘토링 상담이 공

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히 탈북청소년교육제원센터에서 운영하

는 상담소는 학생들의 학부모와 교사들 대상으로도 상담소를 운영하여

특징이 발견되었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이 운영하는 취업아카데미는 꿈을

이루기 위한 단계를 ‘로드맵’ 구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과정

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과 관심을 생각해보는 ‘나를 찾는 여

행’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학업의 지속적인 연계보다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에 관심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남북하나재단의 취업 아카데미와 무지개

청소년센터의 ‘무지개 Job아라’를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직업과 연관된 취

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남북하나재단에서는 효과적인 독

서법, 논리적인 글쓰기훈련 및 코칭. 독서토론을 통한 스피치 훈련. 발표

자료 디자인 및 작성법. 설득을 위한 스피치 훈련. 프레젠테이션 경진대

회. 채용절차 이해 및 준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스킬(인성,토

론,PT면접)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지개 청소년센터에는 직

장생활 한국어 교육(중급),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준비, 컴퓨터 기초 교

육,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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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프로그램명 참여 대상 연령 인원
남한주민

참여 여부

남북하나

재단

청년취업아

카데미

탈북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20-30대 70명

탈북청소

년교육지

원센터

찾아가는

진로상담

탈북학생

교사

학부모

초·중·고등

학생

탈북학생

99명

교사 45명

학부모 5명

참여

서울시교

육청

탈북학생

방학학교

탈북학생 및

멘토교사

초·중·고등

학생

탈북학생

100명

교사 100명

참여

탈북학생

초등

5-6년 및

중학생

40명인천시교

육청

탈북학생

진로/직업

체험교실

무지개청

소년센터

무지개

JOB아라

중도입국청

소년

제3국북한이

탈주민자녀

만

16~24세
15명

[표 2-5] 탈북학생 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대상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을 분류해보면, 각각의 프로그램의 성향을 보

다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청년들의 취업아카데미이므로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졸업생으로서 졸업 후 2년 이내에 해당

하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다. 연령은 20-30대에 해당하며 1.진로 플

래닝, 2.논리적 사고 훈련, 3.프레젠테이션, 4.실전취업스킬 5.실전인턴십

의 다섯 가지 과목에 총 각각 10명-15명 내외로 참가하여 총 70명의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

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의 부모와 교사도 참여 대상

으로 기획되었다. 2014년에 참가한 탈북학생은 99명, 교사는 45명, 학부

모는 5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탈북학생 방학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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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탈북학생 100명과 교사 100명이 참가하는 것이며 서울시내의 초등학

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탈북학생 희망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게 고

안되었다. 인천시 교육청의 진로, 직업 캠프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탈북학생은 총 4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진로 프로그램에서는 만 16~24세 청소년 15명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그들이 남한 사회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 남한 교사와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진로 상담’ 서비스와 서울시

교육청의 ‘탈북학생 방학학교’였다. 국내에 남한학생들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 남한 학생 및 교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

과가 있기 때문에 탈북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남한 학생

및 교사들의 동시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탈북학생들의 멘토링 교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학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

구하여 진로 프로그램에는 교사들의 참여가 활발히 되도록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표 2-6] 탈북학생 진로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여부)

기관 프로그램명 장기적인 멘토링 지원 유무

남북하나재단 청년취업아카데미 없음

탈북청소년교육지

원센터
찾아가는 진로상담 없음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방학학교 있음

인천시교육청
탈북학생

진로/직업체험교실
없음

무지개청소년센터 무지개 JOB아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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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로그램 별로 장기적인 멘토링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인 지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교사와 학생 간의 멘토-멘티 관계에서의 캠프 프로그램

을 제외하고는 단발성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그쳤다.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꾸준한 실천을 돕는

프로그램은 분석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탈북학생 방학학

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탈북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보았는데, 내용에서 학생들의 실질적

인 내면의 정체성과 적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심층적인 분석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남북하나재단의 ‘취업 아카데미’ 뿐이었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탈북청소년들이다. 그

들이 남한 사회에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남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

응 없이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에 힘들 것이며, 자신의 진로

를 설계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험과 체험적인 진로 탐색 프로그

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거

나, 해당 분야의 전문 직업인과의 연계와 만남, 특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북 학생들의 진로 및 인생의 꿈 설계 과정에서 도

와줄 수 있는 멘토로 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진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없는 프로그램도 많았다.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자들을 위한 연수 및 상담 프로그램이 전폭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 및 분석한 프로그램은 모두

공적인 기관으로서 정부 기관에 의해서 추진되는 기관이다. 각 기관 마

다의 특성이 다른데,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각각의 기관이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

록, 보다 많은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되 중복되는

커리큘럼이 없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탈북

학생들을 위한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설계와 지원이 가능할 것

이다. 국내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은 한계가 있는데, 방학마다 같은 내용

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낭비될 것이므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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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탈북 학생 개별적인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

히 진로 프로그램인데 남한 학생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탈북 학생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와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를 과학

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민간단체 중,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실시하는 탈북청소년 대

상 프로그램을 보아도, 진학진로정보제공 및 적성검사 실시, 직업체험,

대학탐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1:1상담을 통해서 각각에게 맞춤형 지

원과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진로에 바른 가치관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고는 보기 힘들다.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북한

정부의 배치에 따라 타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는 직업군도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있었던 직업도 남한에서는 없는 경우가 있으며,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직업이 남한에서는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숨겨진 재

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그것에 맞는 직업을 찾았을 때 우리는 자아존중감

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탈북청소년들에게 일련의 과정을 자신 스스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 더욱이나 문화적 차이가 나는 곳에서 자신의 적성

과 맞는 직업을 찾아 바른 선택을 하는 과정을 스스로 손쉽게 익히기는

어려우므로 많은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탈북민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적,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

로 노동시장에서의 추업 및 직업교육 지원, 사회보장급여 지급 등 외적

인 사회통합정책이 한편이라면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응을 훈련하

는 것이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작은 단위에서

의 통합의 노력이 효율적인 사회 통합의 지름길 일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 센터에서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탈북자 전용 직업교육 프로그

램과 그 속에 사회심리적 적응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탈



- 51 -

북 청소년 아이들의 사회심리적인 적응을 위해서 심리치료적 기법을 확

대 활성하고 하고 사례별, 개인별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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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자료 수집

1. 사례연구

Merriam은 질적 연구 중에서도 사례연구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집

중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Merriam,

1998)이라고 정의 내렸다. 또한 Shramm(1971)은 의사결정이 왜 일어났

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되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Stake(1995)는

특정한 사례 속에서의 특수성과 복잡한 행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

한 연구라고 말하였다(유기웅 외, 2012).

사례연구에서는 사례를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어떤 시기의 진로선택의 현상이지만 그들의 삶의 맥

락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관점(Miles․ Huberman, 1994)과

Stake(1995)의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시각에서

탈북청소년의 진학결정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구체적인 현상을

이해할 때에 맥락을 떼어놓고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례연구 방법을 선

택하였다. 또한, Stake(1981)는 사례연구 방법은 다른 연구방법과 다르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감각적인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맥락적

인 이해가 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유기웅 외, 2012). 따라서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켜 더욱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탈북청소년 중에서도 일반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업 과정을 수행하

고 대학진학에 성공한 사례는 관련 연구에서도 흔하지 않은 경우이며,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중요한 사례이다. 정

책적으로고 일반학교에서 탈북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적응과 학업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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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로교육에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미한 연구 대상이다. 또한, 성

공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탈북대학생들

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탈북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사례를 연구하는 단일사례연구보다는 두 개 이상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다중사례연구를 택하여 일반학교 출산의 탈북청소년의 삶

에서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자 한다. 다중사례의 연구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청소년의 시기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미만)의 범위를 고려하여 탈북학생 중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로 정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이주

과정에서 일반 학령기와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을 선정한

다. 일반 학교에서 수학하며 졸업하여 대학교에 진학한 탈북대학생을 선

정하되, 서울시교육청에서 탈북학생 멘토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

로부터 탈북학생들을 추천받는다. 추천 받아 연구 내용에 대한 소개와

모집 안내를 통하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며, 참

여를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선정했다. 20대 대학생 6명으로 선정했으며

대안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 출신인 자를 선정했다.

[표 3-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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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

별

연

령

입국시

연령
남한거주

남한

학교경험
전공

대입

전형

가족

동거

B-1 남 23 17 6년6개월
중3(대안학교)

→ 중3~대3
소비자학과

일반

전형
모

B-2 여 22 20 2년8개월 고2~대1 호텔조리학과
일반

전형
단독

B-3 남 23 20 3년10개월 고2~대2 경영학과

탈북

학생

전형

모

B-4 여 24 17 8년 7개월
고1(대안학교)

→ 고2~대4
경영학과

탈북

학생

전형

단독

B-5 남 22 20 3년 고2~대1 자유전공학부

탈북

학생

전형

모

B-6 남 21 14 8년 초6~대1 정치외교학과

탈북

학생

전형

부모

누나

2명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위의 표와 같다. 연령

은 모두 20대이며 21~24세에 속하며 평균 22.5세이다. 성별은 6명 중 2명

이 여자이고 4명이 남자이며, 모두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3년제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3학년 1명(사례1,남)과 졸업생 1

명(사례4,여)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교 1학년이다. 이는 대학입학 시기

가 대체로 얼마 지나지 않은 1학년의 대학입학 준비 경험이 분석 내용으

로 신뢰감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3-4년이 지난 학생들도 북한이탈대학

생의 일반적인 경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에 포함

하였다.

3. 심층 면접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은 약 2개월에 걸쳐 각자 1~2회 진행하였으며, 문

헌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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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내용

꿈/흥미/적성

진로(꿈)에 대해서 언제부터 생각해봤나요?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나요?

한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경제활동)을 한 적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이 진로선택에 도움을 줬나요?

다. 탈북청소년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출하며 그들의 삶의 맥락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질

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연구자와의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담 전후에 안부연락 등을 통하여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정하였

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기존에 연구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상대가 아니었

으므로 기본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된 후에는 추가

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때에 전화 인터뷰도 실시하였으며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여 전사한 것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인

터뷰 대상자 8명 모두 연구자와 1:1로 만나서 면담하였으며, 장소는 주

로 탈북청소년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지역과 공간에서 이뤄졌다. 탈

북청소년의 집과 학교, 집 근처의 놀이터, 카페 등에서 다양하게 이뤄졌

으며 인터뷰 자료는 총 10시간 37분의 녹취 파일과 A4 112장의 전사 자

료물이 나왔다.

반구조화 질문을 통하여 ‘대학 진학 결정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

가?’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대학 진학의 이유, 전공 선택

의 이유, 진로의 의미, 진로 결정 요인, 진로 결정의 어려움,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진로 진학 준비 과정, 진로 진학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 등을 주로 물어보았다.

[표 3-2] 인터뷰 질문지



- 56 -

가정환경
진로 선택에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나요?

진로와 대학선택에 가족의 영향이 있었나요?

학교생활

일반학교를 진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학교에서의 학교생활 적응은 어땠나요?

학교 적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사람)이 있나요?

대학입시 준비

과정

대학은 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공을 결정한 이유는요?

대학진학은 어떤 과정으로 했나요?

진학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있나요?

진학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사건이 있나요?

진로탐색 시에 정보수집 통로는 어디였나요?

교내외 프로그램

경험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국가나 학교 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이 있나요?

한국 사회에 대한

관점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한국 사회는 어떤 것 같아요?

4. 현장 메모

심층면접을 하면서 녹음 파일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연구 대상자의 비

언어적인 특징을 메모하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과 대답할 때의 표

정, 머뭇거림, 자세나 동작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를 면접이 끝난

직후와 면접을 하면서 짧게 기록하였다. 면접을 하면서는 연구 대상자가

대답하는 중에 메모하는 것이 집중력을 흐리고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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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에 집중하려고 노력

하였고, 대화 이후에 만남을 통한 인상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화 내용도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사

기록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반응과 감상이

연구 대상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자료 분석 대상에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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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반복적으로 읽으며 핵심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고, 그 특징

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Stake(1995)의 범주화와 직접

해석을 통한 사례연구 분석방법을 적용하며 연구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

여자를 배제하지 않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인다. 또한

연구자의 배경, 선호도 등이 분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 1인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연구를 실행하는 동안 ㅇㅇ고등학교에서 윤리교사로 1년 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대한민국 대학 입학 과정을 겪고 있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 있어본 경험이 두 번째였으므로,

인터뷰 대상자들을 단순한 탈북 청소년으로 보지 않았다. 연구자가 가르

치는 학교의 학생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대상으로 보았고, 학교의 선생님

으로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북한에서 와서 대학입시를 준비한다면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까를 염두에 두면서 면담을 하였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는 관점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연구자가 고3 학생들을 가르친 두 번의 학교는 모두 경제적으로

소득 분위가 낮은 지역에 속해 있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

의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급의 1/3 이상이었고, 한 학교에서는 재

학생의 50%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아이들의 특성을

겪어보았고 특히 진로 설정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었을

때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나 비관적인 가정이 많은 것을 들었기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이들의 상태를 충분히 경험하고 탈북 청소년

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초~중고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해야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를 보냈다. 말

하자면,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로 급격한 환경 변화와 이주의 경험을 청

소년기에 보냈다. 12살에서부터 19살 때까지의 청소년기에 연구자의 정

체성의 형성과 세계관의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성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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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자가 유년기를 보냈던 가정과 학교, 작은 마을 단위의 지역사

회 공동체를 떠나 대도시에서 새롭게 적응해 가는 시기였으며 급격한 환

경의 변화로 인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학습의 경험을 제공해주

었다. 특히,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로서 단위 학급 수가 1개이며 한 학년

에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있는 농어촌 마을에서 공업도시로의 급격한 환

경 변화는 자본의 격차를 피부로 느끼는 경험이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도 소외감을 경험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경제적인 격차가

있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청소년의 시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지점이 있었으며, 연구자의 시골에서의 성장기가 면담

자들에게 북한을 떠올릴 수 있는 매개가 되었고 마음이 더 열리는 계기

가 되었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살았던 지역의 자연 경관과 풍경에

대해 대화가 이어나가자 하나 같이 평화롭고 소박하다고 떠올리며 그 지

역과 아직도 남아있을 친구들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자본주의

에서 많은 것을 편리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배우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접

하며 성장해가고 있지만 시야는 좁지만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북

한에서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연구자의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사례에 더욱 깊숙이 들어

가 그들의 시야를 읽어내고 담아내는 데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을 1~2회 차 만나면서 남한 사람인 연구자에게 어

느 정도 거리감을 두면서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경계

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와 태도였으며 연구자와의 만남 중에 경계와 긴장

이 풀리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구자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싶다는 인상과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외모에

있어서 탈북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았고 외모가 그들에게 있어 하나의 인

적자본으로서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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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연구 발견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 입국하여 일반학교에서 학업생활에 적응하고 졸

업한 후, 대학입학에 성공한 6명의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과정

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설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진학을 결심하고 실행할 때에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Krumboltz(1996)와 SCCT(Lent, Brown, Hackett, 1994)의

이론을 통해 알게 된 개념을 가지고 탈북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탈북청소년들의 진로발달

과 대학진학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자

아정체성과 세계관의 확립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가정 배경적 요인, 그리고 학교 교육 차원의 요인과 사회

제도적 요인의 네 가지 원인으로 분석해서 탈북청소년의 대학진학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특히, 개인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

식과 학습경험으로 인한 인지적 측면에 반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제 1 절 개인적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에서

8년 이상으로 다양하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한국에서의 일반학교를 다

녔는가하면 20세로 와서 고등학교 1년 반을 경험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

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한국 사회

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이 대학진학을 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갖추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업 격

차에 대한 적응과 자신에 대한 탐구, 사회적응으로 인한 자신감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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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주하여 적응하고 대학입시를 준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탈북청소년으로 갖는 특성이 진로 및 대학진학결정

에 공통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삶의 목표를 위한 자아실현의 수단

탈북청소년들은 나름대로 각자만의 성공의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청소년기에 진로발달 과정에서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세계

관을 정립하게 된다. 일반적인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아를 탐색하게 되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해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

험한 다양한 매체와 직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B-6 : 그리고 제가 법과정치를 제일 좋아해요. 지금도 법 수업을 듣고 

있는데, 들으면 막 설레고 집중되는 것 있잖아요. 나랑 맞기도 하나보다 

싶죠. -(중략)- 고등학교 와서 책도 읽고 하다보니까. 중학교 때는 막

연하게. 또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누가 따 당하면 은근히 애들 붙여주고 

했어요. -(중략)- 뭐 오지랖이 넓은 거죠. 정의의 사도처럼.
B-5(남자)는 수업 시간의 법과 정치 과목을 통해서 자신이 법을 좋아한

다는 것과 교실 환경에서 억울한 사람을 보았을 때 중재했던 경험을 통

해서 자신이 ‘정의’라는 개념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B-5(남자)는 이러한 자신의 속성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미래의 진로와도 연

결시키고 있었다.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과 경험을 잊지 않고 자신이 북

한 사회의 부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남한 사회에 온 사람으로서, 북한이라는 사회를 경험해

보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개

인적인 경험과 가치관 탐색, 자아실현의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잘 조합

하여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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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 저는 그 때 비전이 확실했거든요. 내가 가야할 길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면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물어보시는 질문에 북한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 기왕 내가 사는 것 

크게 부딪치고 싶다고 해서, 나갈 때는 인상이 밝아져서 합격이 되었어

요. -(중략)- 보람이나 의무가 중요해요. -(중략)-
북한에서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아니 

북한의 친구들이 결국은 내 친구의 친구인데 한국의 친구들이 너무 그

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중략)-  (북한에서) 엄마 따라 시

장에 갔는데 잠깐 있으라고 해서 서있었는데 그 앞 국수집에서 어떤 남

자가 국수를 먹고 물을 버리는데, 저보다 더 어린 아이가 그 국수를 주

워 먹는 거에요. 그걸 보면서 9살 근처였는데, 그것도 저보다 어린 여자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에 걸렸죠. 그 다음에 제 옆에 살던 

형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능쟁이 풀을 먹었는데 너

무 많이 먹어서 3일 동안 얼굴이 부어서 울며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얘네 친구들이라는 아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하니까 그

때부터 제가 변호사를 해야겠다.

B-6(남자)가 북한에서는 자신의 미래 설계나 사회적인 의식, 정의 등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목표는 인권변호사

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상당부분 ‘정의’ 등의 가치 개념에 대해서

정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대다수의 남한 청소년들이 자신

의 미래를 설계할 때에 직업관을 나름대로 형성하고 자신이 직업을 통해

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지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을 한 이후에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것은 B-6(남자)가 본 연구에

참가한 탈북청소년 중에서도 가장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오랜 학생 중

한 명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는 가장 어렸을 때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였

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인터뷰를 하게 된 탈북청소년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한국에 와서 적응하게 되었고 일반학교 재학기간이 길었으며, 일

반학교에서 적응을 모범적으로 잘한 경우에 해당했으며 심지어 한국 친

구들도 가서 학업을 하기 힘든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런 점에서 일반학교에서 남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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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는 관점들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청

소년들은 자신들의 또래관계에서 가치관과 문화 등의 많은 부분을 빠르

게 습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네 학습할 수 있었으며 자신도 자신이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고백

하였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그 기간 내에 다양한 대

외 활동들과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서 신선한 자극들이 자신을 변화시켰

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였다.

연구자: 기자는 어떤 계기로?
 B-1: 스포츠 기자요.. 

연구자: 언제부터 하고 싶었어요?
B-1: 고등학교 때 티비 보고...

연구자: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B-1: 해외 스포츠 농구나 축구 거의 매일로 봤어요.. 검색해 보는 중독

이 있어요 제가... 생중계도 보고... 기사 같은 거 찾아 보고... 그런데 취

미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많았어요,.

B-1(남자)는 TV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흥미를 발

견하게 되었다. 스포츠를 좋아해서 학교에서도 남한 친구들과 또래관계

를 형성할 때에 축구를 통해서 많이 친해졌다고 하였는데, 미디어를 통

해서 스포츠를 즐겨보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B-4(여자)와 B-3(남자)의 경우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 분야와 미래의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

과 목표가 생기게 되었는데, 북한에 있을 때에 청소년 기에 한국 드라마

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것이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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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희망적인 꿈을 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B-4(여자)는 북한에 있을 때에 미디어를 통

해서 키운 꿈을 최근 한국에 입국한 지 7-8년이 된 이후인 얼마 전까지

목표로 두고 준비하고 알아봤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 대

한 환상을 심어준 드라마로부터 흥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남한에 와서 점

점 정착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현실을 깨달아가면서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연구자 :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있었나?
B-4: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남한 드라마를 보았는데 안재욱 김

혜수가 나오는 드라마 거기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승무원이 나왔는데 

그게 괜찮아 보였어요... 해외를 계속 다닐수 있으니깐 부럽고... 좋게 보

여 진간.. 해외 경험도 많이 할 수 있고 여자가 예뻐 보이고 유니폼도 예

뻐 보이고 그래서 대학교 때도 그것을 계속 준비했어요. 그래서 토익점

수도 준비하고 했는데 몇 달 전에 바뀌었어요... 늘 좋은 것만 봐 왔었는

데.. . 그런데 안 좋은 것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시간이 불규칙

한 것도 있고 비행도 자주 사고가 나고 하니 다른 걸 찾아 봐야지 생각

했어요.. 그리고 몸으로 쓰는 일인걸 보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면서 딱히 

좋은 것 아니구나 선진국에서는 승무원들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걸 또 보았는데 그렇다 보니 저게 아니구나 해서 몇 달전에 접었어요... 
지금은 고민중이에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

아요.. 
B-4(여자)는 솔직하게 승무원이 되고 싶은 꿈을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키웠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최근 얼마 전에 승무원이라는 꿈이 좋은 직

업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직업에 흥미를 가지는 기

준이 드라마를 보았을 때에는 외국을 자주 가고 넓은 세상을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으로 다가왔으나, 현재 승무원이 아니라도 자유롭게 외국

을 드나들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본 이후에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 장점뿐 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주

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에 적응을 하면서 직업 가치 기준이 변화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B-3 : 뭔가 거기(한국)가면 내 삶이 솔직히 말해서 더 좋아질 줄 알았



- 65 -

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환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 드라마를 (요즘) 안봐요. -(중략)- 다 깨졌죠. 깨
진지 오래됐어요. 일상 생활하고 너무 다르니깐 드라마에 나온 것이.. 평
소에 벌어도 그렇게 못 살 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집은 엄청 좋은데 

평생 벌어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이상, 월급쟁이

밖에 더 돼요? 그것도 사무직이면 땡큐죠. . 
B-3(남자) 또한 북한에 있을 때에 돈을 잘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이상적으로 다가왔다. 드라마를 통해서 남한 사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한국에 온 이후에도 한 번에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은 아니지만 점점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한 사회에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평

생 노력해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로또가 당첨되어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사무직이라고 하면 다행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습된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발견

된다. 그리고 점점 미래의 목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변화하여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B-3 : 고등학교 때 관광학과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일본도 갔다오고 방학 때, 미국도 갔다오고 했었

어요. 저는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관광학과 이런 데 다녀서 

가이드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했는데, 한양대 관광학과 넣었는데 떨어

졌어요. 붙었으면 거기 가는데.. 수시 5군데 넣었는데 한양대 떨어지고 

다 붙었어요. 홍대도 붙고, 가톨릭대도 붙고, 숭실대고 붙고, 국민대도 

붙고, 동국대도 붙고.. 그 중에서 00대가 제일 나아보여서 00대에 왔어

요. -(중략)- 그 중에서 제일 낫고 그래도 동국대 경영학과라고 말하면 

어디가서 부끄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관광학과에 진학해서 관광 가이드를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고등학교 때 설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남한에서 많은 부분 드라마에서

꿈꾼 부분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지만 가보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유’의 측면에서는 환상이 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좋은 부분으

로 다가왔기 때문에 외국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직업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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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보다 아래에

살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사회적인 평판도 북한에서보다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자유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지금이 그래도 좋

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에 가치 기준을 두고 직업도 그와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 :　 그럼 외국은 어디어디 가봤어요?
B-3 : 외국은 한국에 올 때 많이 거쳐서 나와서.. 라오스랑 태국,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여기에 와서 대학교 다니면서 여름방학 때 일본 갔

다가 겨울 방학 때 미국 갔어요.

B-3 : 네, 인적성 검사 적성해보니까 사업가 많이 나오고, 사장 많이 나

오고,. 그래서, 경영학과 가게 됐던 거 같아요. -(중략)- 저는 국내에서 

해보고 싶진않고 해외에 나가서 해보고 싶어요. 중국 같은 데 가서.. 제
가 중국에 1년 동안 있어서 간단한 중국말을 좀 알아요. 그래서 중국 같

은 데 가서 해보고 싶고. 딱 제일 가고 싶은 나라는 일본인데, 제가 일본 

한번 가고 나서 일본에 꽂혔어요. 너무 좋더라구요.

그는 또한, 한국으로 탈북해서 올 때에 국경을 넘는 경험을 긍정적인 기

억으로 갖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북한 내부의 사회만 경험했지만 한국으

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가의 경험

을 동시에 하면서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과 흥미를 갖게 된 것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과 욕구를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펼칠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진 자유를 한국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방학을 이용해서 자신이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외

국 생활과 경험, 여행하는 것에 자신의 ‘자유’를 소비하고 있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회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

면서 새로운 진로와 직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것은 북한 이외의 사회를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사회화 과정이 미래 설계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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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관 설정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

의 경우에는 현재 20대가 지났지만, 마치 한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세

상을 알아가면서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것과 같은 구조로 일어났으며 탈

북청소년의 특성상 갇힌 세상인 북한에서의 좁은 시야를 벗겨내는 하나

의 과정을 통해서 ‘해외’ 및 ‘외국’,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등의 공통

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직업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반면, B-5(남자)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강한 대학입학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부모님의 교육열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북청소년 자신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먼저 외국 세계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 이외의 세계인 한국, 중국 등에서 정착하고 살

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혜안이 깊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어

머니가 형성한 세계관을 통해서 B-5(남자)는 심지어 자신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목표를 입과 마음에 스스로 새기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

었고, 뚜렷한 목표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더욱 현실적인 목표를 가

지고 학교에 적응하고 해나갈 수 있었다.

어머니가 자본주의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한 수준과 탈북청소년 자

신이 알고 있는 수준이 급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었지

만, 탈북청소년 B-5(남자)에게는 혼자서 한국 사회에 와서 깨닫게 되는

현실적인 감각의 과정을 시간을 단축하여 어머니를 통해서 한 번에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와의 갈등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

재했지만 그것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다.

B-5 : 근데, 엄마가 무조건 서울대 가라는 거예요. 안 가면 자기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서울

대에 가야한다고 했어요. 서울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서울대를 들어보

지도 못한 대학이었는데, 거길 다짜고짜 가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맨날 

서울대 갈 거라고 말하고 다녔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듣고 니가 어떻게 

가 이랬었어요. 저는 그냥 좋은 대학교 정도로만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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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5(남자)는 먼저 한국 사회에 들어온 어머니의 영향이 컸지만 나

머지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주 1세대의 시야에서

한국에 자신이 먼저 온 사람으로서 성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한 것으

로 드러났다. B-4(여자)는 자신이 먼저 한국에 왔지만 8년 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새롭게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정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원래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 줄 알고 열

심히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경영학과

를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도 힘들도 돈을 많이 벌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목표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은근히 이 사회에서

도 차별과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사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서 한국 사

회에 대한 동경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내비추었다.

또한 돈을 1순위로 생각하던 가치관에서 점점 ‘행복’ 등과 같은 정신적

인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점점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

춰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한에서의 일

반 시민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목

숨을 걸고 북한에서 여기까지 국경을 넘어서 왔는데 안일하게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과 태도, 치열하게 살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차별적인 시각은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주민 1세대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기초적인 토대를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

한 면에서 B-4(여자)는 남한 사회에 대한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현재 국

제적인 세계관과 시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B-4 : 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와서 여기 와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것도 나름의 기준에서 성공한 삶인데 아

무래도 목숨 걸고 여기까지 가족들 다 버리고 왔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뭐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

에 가족 중에 맨 처음으로 왔으니까 제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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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 꿈은. 그래도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은 아닌 것 같아서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

복하지는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B-4 : 옛날에는 돈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제 자신도 생각해야 될 것 같

고요. 경영대를 갔는데, ‘돈을 못 벌겠구나.’(라는 생각과)같이, ‘돈 없어

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따지면 끝이 없고 욕심이 생기

는 거니까, 그 욕심을 가지는 순간 불행한 것 같아서요. 저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중이에요. 돈만 찾으니까 내가 자꾸 돈을 따라 가게 돼서

요. 내 삶이 없고 줏대가 없이 돈만 찾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오히려 안 

생기더라고요. 차라리 내게 뭔가 생기면 돈이 알아서 붙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줏대가 없이 돈만 찾아다니다가는...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정과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세계관 형

성, 드라마와 미디어를 통해서 보던 것에 대한 현실감이 쌓이면서 목표

와 미래 설계에 대한 관념도 변화된다는 것이 나타났다.

2. 학업 성취를 통한 학교 적응

대부분 탈북청소년들의 일반학교의 초기 경험은 학업에서 극복하기 힘

든 장벽을 만나서 절망감을 겪게 된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북한에서 고

등중학교를 경험했지만 북한에서의 학교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공부하였

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장벽 앞에 대학진학을 망설일 정도로 자신의 학업

실력의 위치를 직면하게 되었다.

B-4 :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매일 (학업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

요. 왜냐면 거의 수업을 이해를 못하니까. 방식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것도 객관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되고, 문제도 이

해가 안 됐어요. ‘이거를 내가 왜보지.’, ‘시험을 다 같이 이렇게 쓰나? 
나가서 물어보면 1번이요, 3번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나?’ -(중
략)- ‘대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런 계획도 없었고, ‘난 가서도 

못할 것이다.’ 이런 낙담도 많이 했어요. 일단 ‘고등학교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대학교 가서는 알아 듣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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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청소년들이 계속 반복되는 학업에서의 낙담 끝에

서는 현실적으로 남한 학생들과 다른 학업 목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서 계속 공부만

해온 친구들과는 똑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타협하고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졸업장만 따는 것을 목표로 삼

게 된다. 그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 내부에서

는 열심히 노력하여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학

교에서 학업 성취로 인해 상도 받고 스스로도 학업에 자신감이 형성되며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되며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실패와 좌충우돌의 과정 또한 남한 사회에 적

응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함으로써 마음에서의 타협점이 작용되

었다.

B-1: 1학년 1학기 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시

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학교 갔을 대 학교를 다녀야 하나 심각한 고민도 

많이 하고... 시험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1학기 초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연구자 : 시험은요?
B-6 : 전교 꼴등을 했어요. 아무리 놀아도 제 뒤에 적어도 70명은 있었

는데, 우리 학교에 총 342명이 있구나를 처음 알았죠. 시험 공부를 처음

으로 해봤는데 꼴찌가 되었죠.

연구자 : 꼴찌를 해보니 어땠어요?
 B-6 : 자괴감, 우울한 정도를 넘어서서 제가 너무 하찮아지는 거에요. 
딱 봐도 내가 얘보다 낫지 하는 애들도 다 성적이 저보다 천지 차이라

서. 제가 얘보다 못하다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B-3: 원래.. 그게 나라를 건너서 오고 하면 아마.. 진짜 어렵고 똑같을거

에요. 거기는 공부를 별로 중시하지 않던 나라인데 여기는 공부를 너무 

중시하는 나라에요. 영어 레벨도 너무 높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것을 여기서는 초등학교 때 다 끝내요. 수학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수학은 괜찮게 알려주는데 여기 너무 어려워요. 내 여기와서 미

적분 보고나서 까무라쳤어요. 저게 수학인지 영어인지 대체 구분이 안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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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6명 중 5명은 모두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다

닌 경험이 있었다. 그 중에서는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우수하게 하여

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고등중학교

에 재학한 경험이 있기도 했다. 북한 사회의 특성상, 뒷돈을 주고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모두 순수하게 학업을 잘해서 수준이

높은 학교에 입학한 경우이다. 또한 B-6(남자)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초

등학교만 다니고 한국으로 입국했지만, 가정에서 보기 드물게 학습을 체

계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북한에서부터 쌓은 기초학습 능력으로 인해 한국 학교에서 나름

대로의 기준으로 학업 성취 경험을 달성했다. 물론, 북한에서의 학제와

다른 점이 많고 교과 내용도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남한 학생들처럼 따라잡을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

의 학업 성취도를 보였다. 이는 그들이 북한에서부터 길러온 성실한 학

업 태도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치열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자 : (북한에서의) 초등학교는 4년 다 보냈고?
B-4 : 네, 그거는 진짜 알차게 보냈어요. 재밌게, 거의 빠지지 않고 매

일 갔던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잘 했나봐요. 그래서 일고중이라는 곳을 가는데 여

기의 (남한의)특수고나 과학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분류가 

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가거나 집이 정말 부자이거나. 
B-6 : 한문 공부, 수학 공부 등. 가장 기억나는 게 누나를 가르쳐주면 

구구단도 그렇고 옆에서 배워요. -(중략)- 저도 북한에서는 학교는 자

주 못 갔지만 집에서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천자문도 다 외우고, 북한

이 교육이 좀 빨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삼각형도 배우고 해서 (한
국에 와서) 시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중상위는 나오고 -(중략)- 내용은 충분히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과제를 했으면 집에 와서 다 하고 가방을 다 챙기고 정석

대로 하고 놀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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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6(남자)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천자문과 구구단 등의 수학까지

가정에서 배웠는데 한국에 왔을 때 중학교 1,2학년의 교과 과정이 가볍

게 이해가 되고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따라 잡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학업을 하기 수월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B-5(남자)의 경우에도 북

한에서 이미 한국 못지않은 학구열 속에서 학원의 사교육을 받으면서까

지 열심히 공부한 경험을 말하였다. 다시 공부해도 그 때만큼 하지 못

할 것이라고 하였고, 북한에서의 초등학교 시절을 일본어 학원 등의 사

교육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보다 더 빡빡한 공부의 경험으

로 인해서 학습의 능력이 이미 몸에 밴 경우였다.

B-5 : (북한에서) 초등학교 때 개같이 열심히 했어요. 2시부터 12시까

지 학원 가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밥 먹는 시간까지 합쳐서 학원에 가

서 계속 공부했던 거 같아요. 여기 고3보다 더 빡세게 했어요. 진짜 그

때, 보통 12시 30분, 1시 이때 초등학교 끝나는데, 끝나자마자 집에 와

서 밥 먹고 학원 숙제 조금 하다가 바로 가서 2시부터. 학원에서 밥 주

거든요.  -(중략)- (한국에서 와서) 대부분 내신이 1학기에 3등급은 나

와서.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했어요. 이게 뭐든 탈북 학생들이 공부를 많

이 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엔간히 적응하는데, 꼴찌를 찍고 시작하거든

요. 근데 저는 다행이도 저쪽에서 배운 게 조금 도움이 돼서 계속 열심

히 해서..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이주경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학습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있었

다.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고 열심히 학

습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할 수 없으므로 남한에 와서도 학교에서 시키는

학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따르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학교 체제에 순응하는 태도는 오히려 학업적으로 그들이 남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들의 특성이 되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도 남한 학

생들보다 더욱 성실하고 교사의 말에 순응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적응에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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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 B-5(남자)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김책공

대에도 합격할 만큼의 우수인재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학업성취에도 영

향을 미쳤다. 중상위권만큼의 성적이 나와서 향후에 대입을 준비하는 데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한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좋은 성적과 탈북학생 전형으로 입학 제도가

있다 보니 거뜬하게 높은 한국의 대학교도 입학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현실적으로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원래보터 부모님의 권유로 목표였

던 한국 사회에서도 높은 위계에 속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런 경우로 보아 통일 이후의 시대의 교육을 대비하여서도 각자

의 전문 영역에서의 성실함이 이뤄지는 는 것 같다.

연구자 : 수업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B-6 : 열심히 필기는 했죠. 다 들었죠. 그런데 기초가 필요 없는 것들은 

꼴등 안 했어요. 전교 2등도 해보고, 열심히 했는데, 이미 기초가 막 차

이가 나는 것은 솔직히 의욕이 안 생기죠. -(중략)-  고2 올라와서 영

어는 모의고사 지문을 가져와서 영어를 나 혼자 해석해보고, 그대로 우

선 영어를 옮겨 썼어요. 그 지문 해석 써보고, 정답 해설 써보고,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한국으로 해석하고. 처음에는 완전 엉뚱하게 

했는데 지문 하나를 대여섯 번 반복하다 보니 조금은 느낌이 잡히더라구

요. 그래서 고 2때 성적 향상상도 받아보고 조금씩 올라갔어요. 

B-3 : 공부는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는 껏 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수업듣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안하진 않았어요. 그냥 대학 

가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했어요. 하느라고 했어요. (성적) 좀 많이 올랐

어요. 4등급까지 올렸어요. 원래는 거의 꼴찌였죠, 8등급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말하지 못했지만 스스로의 기준에서 많은 부분 상

승했다고 언급하였으며, 탈북청소년의 특징 중에서 하나는 처음에는 학

업적으로 많이 뒤쳐져서 심각하게 놀라고 자신감을 상실했지만 어느 정

도 후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는 한계가 있다며, 남한 친

구들과의 기준에서 자신들을 조금씩 배제시키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에 이들이 가진 원래부터의 성실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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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습관과 북한에서부터 쌓은 학업적인 능력,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의 스스로의 기준에서 성취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은 점이

그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동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다.           

       

3. 내적 동기와 자기효능감

오랜 시간동안 학습결손이 있었던 탈북청소년들은 한국에서의 입시 위

주의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서

는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학업을 잘 했던 부류에 속한 성실한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교육 현실을 직면한 후에는 소위 ‘문화

충격’과 함께 자신감의 상실을 경험했다. 초기에는 한국 사회를 만만하게

생각했다가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본인이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미래를 객관적으로 인식하

고 걱정하게 된다. 더욱이 현재 상황이 그렇다보니 대학 입시에 대해서

는 한국 학생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입시에

도전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 대학을 특례로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학

업을 따라갈 수 없을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버티기’를 선택

하며 최소한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경준, 2008).

따라서, 학업 외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만들어 달성

하면서 자신감과 효능감을 갖게 되는데, 본 연구에 참여했던 탈북청소년

중에서는 한국 문화와 사회를 관찰하고 익히는 것에 만족하는가 하면 제

과 제빵 등의 적성 분야에 대한 학습, 다양한 친구를 사귀거나 학급 반

장 등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한다. 한편, 학업에서도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여 남한 친구들과 비교하는 학습을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달성하는 경험을 하나씩 하면서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들에게 정립된 직업 가치관과 목표로서는 ‘돈’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본주의의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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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을 중심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열등의식을 쉽게 느끼기 때문이며 북한에

서 또한 상당 부분 ‘돈’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북한과 한국의 생활을 통하여 경제적인

관념이 진로 설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북한에서 ‘무역’, ‘통상’, ‘사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많이 본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제3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적성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남한에서 태어나 자란 청소년들에 비해서 생존력에 대한 욕

구와 동기부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를 탐색하는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결여 되어 있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해나

가는 중에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이중적인 고충을 겪으며 자신

들의 처지를 세밀하게 이해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보니 더 큰 스트레스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고충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그러나, 그들은 하고 싶어하고 흥미있는 것에 대한 목표는 있지만 그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실현가능한 지,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것인지, 대학에 꼭 입학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목표로 인해서 힘들어하다가 포기

하고 다시 길을 잃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한국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들을 통틀어 진로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

소는 개인의 자아관이나 내적 동기라는 사실이었다(신희경 김우영,

2005). 대학진학 결정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의 내적동기

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데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청소년 대다수가

자신이 왜 ‘대학’에 가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고, 단지 부

모님의 설득에 의해서 혹은 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어느 쪽에 속해있는지 탐색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

며 도와주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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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발적으로 기회를 찾아보고 선택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진로 상담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에게 효과

적이다.

또한, 스스로 고민해보지 못한 자신의 성격, 정서, 가치관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자아탐색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신

희경, 김우영, 2005). 따라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와 그와 관련

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개발할 때에도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에 깊이 관

심을 기울여 도울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외부적이고 형식적이고 물질적

인 지원보다는 진로 의식 증진을 돕기 위해서 탈북청소년 개개인에게 개

별적으로 접근하여 개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탈북학생 스스

로가 남한 청소년에 비해서 가진 능력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부

터 열등감과 불확신에 휩싸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탈북학생들이 자

기효능감과 긍정적인 사고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

게 할 필요가 있다(허은영 강혜영, 2007).

따라서, 본 절을 통하여 탈북청소년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적인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전우택·윤덕용·엄진섭(2003)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생활 실태

조사에서 가장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자기가 흥미있게 생각하는 것과

적성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북한에서 겪은 경험과 부모님의

영향, 또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들은 살던 곳의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한국

에 정착하면서 ‘미래’와 ‘진로’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되며, 자신의 정

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맞닥뜨리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질

문을 저절로 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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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정 환경적 요인

1. 북한(제3국)에서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탈북청소년들의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내부에 가치관이 어떻

게 정립되어 있는지는 중요하다. 특히, 삶이 지향하는 방향은 어린 시절

의 경험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러한 어린 시절의 경

험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이 있으며, 가정에서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 했는지도 관련이 있다. 또한 가족의 해체가 빈번한 북한

사회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는지 북한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자 : 도전정신이 정말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도전정신은 어디서 

생겼어요?
B-4 : 어렸을 때 삶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못살았어

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친할머니랑 사는데 저희 엄청 못 살아서 정말 

많이 굶고 그랬었거든요. -(중략)-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장애가 왔어요. 그래도 일은 하시는데 활발하게 못하

시다보니까. 그래서 다른 가정보다는 취약층에 속하는 가정이었어요. 어
릴 때는 그게 너무 콤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다른 애들이랑 자

꾸 비교를 하고, 비교하니까 스스로 자괴감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 옷 

입은 것도 비교하게 되고. 나는 매일 몇 년 동안 똑같은 신발만 신으니

까 스트레스 받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족들을 좀 구제해야겠

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오게 됐고. 그 때 이렇게 사는 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B-4 : 보통 거기 다니는 애들 집이 정말 부자이고 잘 사는 애들이어서, 
제가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거의 매일 학교에 뭘 내야하는데 저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못 내면, 종례시간에 애들 많은데 저만 

일으켜 세워서 ‘언제까지 가져 올 거냐.’, 이렇게 확인을 받아요. 저는 피

하고 싶으니까 내일까지 가져온다고 해요. 그런데 내일이 됐어요. 못 가

져왔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종례가 길어지면 애들이 야유해요. 다들 쳐

다보고. 그리고 거기는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 문화여서 한 사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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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싫어하죠. 개인주의 사회면, 
남이야 뭔 먹든 뭘 입든 신경 안 쓰고 사는데 거기는 다 신경 쓰고 그

러니까요.-(중략)- 그리고 어디가면 도시락도 싸 가야하는데, 모든 게 

다 비교가 되니까. ‘아, 나는 공부할 능력도 안 되고 집도 안 되는데 가

서 할 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다가 자퇴

했어요.
B-4(여자)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거의 70대가

다 되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게 되었는데 할

머니의 장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90년대의 북한경제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

2000년대에는 조금씩 굶기만 하는 환경에서 가정마다 벗어날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93년생으로서 초등학교 이후에 2000년대에 청소년을 북한

에서 보낸 사례인데, 굶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 성실하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학업 성적이 좋아서 북한

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그것

은 할머니의 장애가 있기 전이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후에, 진학한 중 고등학교에서는 친구들

과 가정배경이 너무 차이가 나서 수치스러웠던 경험으로 인해서 ‘돈’과

‘경제’ 관념이 생기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내야하는 돈을 내지 않아서 차

별받은 경험과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옷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 : 초등학교 때는?
B-4 :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 때는 할머니가 괜찮아가

지고. 그때는 딱히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보내고. 

연구자 :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크
면 뭐가 되겠다.’라든가, 하고 싶은 게 있었나요?
B-4 : 고등학교 그만둘 때는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

요. 집이 너무 못사니까. 전 솔직히 잘 먹지를 못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에 먹을 것 쌓아놓고 사는 게 꿈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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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그냥, 엄마랑 잘 안 맞았어요. 엄마랑 늘 싸움이 있어가지고요.

B-4(여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슬하를 떠

났는데 1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와 다시 외할머니와 살게 되었

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살 때에도 어머니와 정서적 교감이 되지 않아

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성장에 필요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대 시기를 가난한 가정의 북한에서

보내면서 미래는 막연하게 ‘굶지 않는’, ‘부자’, ‘경제생활’ 등의 단어로 꿈

꾸게 되었고 그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중국 땅으로 소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한국에 와서도 경제생활과 성공하는 삶에 관

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은 사례가 B-3(남자)의 경우이다. 그는 북한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에 북한에서의 친구와 친구들의 집이 잘 사는 정도를 자주 언급하였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4(여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북한에서의 가난한 경험이 부모

와의 정서적인 끈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였으므로 과감하게 혼자서 북한

이탈을 실행하게 되었듯이 B-3(남자)도 북한 사회에서의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북한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구조에 불만

과 갑갑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유로운 사회를 갈급해하게 되었다.

 B-3 : 대학은.. 거기서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구요, 군대에 가고 

싶었는데 못가는 출신성분이라.. 그래서 군대도 못갈 것 같으니까.. 출신성

분이 저희 아빠가 (제가) 5살 때, 정치적으로 잡혀갔구요. 저희 할아버지는 

조선족이었는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왔어요. 조선 사람은 조선 나라에서 살

아야한다 뭐 그러면서 중국에서 나왔대요. 중국에서는 저희 할아버지 친척

이 있어요. 큰아버지는 중국으로 옛날에 또 갔고.. 긍까 출신성분 완전 나

쁜거에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지주 첩에 딸이었대요. 그래서 완전 걸리

면 걸리는 대로 나빠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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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 북한 친구들도 다 군대갔고.. 18살 때 갔어요.. 제가 한국 올 때 다 

군대가고 저 혼자 못갔어요.. 다 가는데 혼자 못간다는 게 너무 빡쳤어요.. 
-(중략)- 거기서는 좀 사회 분위기가 달라요. 군대 갔다와야지만 사람질

한다고.. 그런 것들도 많고.. -(중략)- 근데, 거기 있을 때는 계속 여기 오

겠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결핍이 있다 보니 한국에서의 대학 선택

도 사회적 인정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에서의 성장배

경은 미래와 진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었

다. 그는 한국에서 일반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대안학교라고 하면 알아주

지 않는 것과 무시 받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으며, 대학

을 가는 이유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

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B-3 : 대학 레벨이 있잖아요, 좀 그래도. 한국에 좀 스카이 라인이 있고,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라인이 있고. 중앙대랑 서울시립대, 뭐.. 경희대 이

런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단국대 뭐 이렇게..  -(중략)- 00대 붙었을 때 진짜 컴퓨터로 

확인하고 바로 학교가서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00대가 진짜 가고 싶었어

요. 그 중에서 제일 낫고 그래도 00대 경영학과라고 말하면 어디가서 부끄

럽지 않잖아요.  

또한, B-3(남자)도 북한에서 어머니의 무역 사업으로 인해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지역에서 비싼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가정에 컴퓨터와

게임기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 배경이라고 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

이었으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출신 배경이 결핍을 느끼게 하였

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제력이 컸으므로 남한에 와서도 어머니의 조언과

정서적 유대에 신뢰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B-2(여자)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보다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

정하는 자립심이 강했으며, 경쟁이 심한 자본주의의 한국 사회에서도 열

심히 살아가려는 의지가 유독 강한 연구참여자였다. 그는 북한에서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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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아

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혼한 계모와 오랜 시간을 2인 가정으로 생

활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계모

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은 B-2(여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여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가계에 보탬이 되느냐와 큰 연관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

서,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북한을 이탈하게 된 배경도

계모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한

경우이며, 그 이후에서의 중국에서의 삶과 한국으로의 입국 과정도 모든

것이 혼자 앞날을 계획하고 결정했던 경험이 많은 사례였다. 그 중심에

는 경제적 자립심과 본인이 삶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반영되

었고, 스스로 미래에 대해 계획하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

의 흥미나 적성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스스로 농사짓고 일하며 시장에서 물건을 팔

아보며 생계를 꾸렸던 경험으로 인해 자본주의적인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많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대학진학보다는 한국에서

도 취업과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릴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B-2: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계셔서 열심히 살았죠.. 어른들에게도 상처 

많이 받고..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더라구여.. 그래서 사람들을 잘 

못 믿어요... 하나원 안에 있을 때 (북한) 어른들의 대화 들으면 정말 답이 

없다.. 나는 빨리 한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랑 살아야지.. 생각했어요... 
-(중략)- (무연고지만) 집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일반학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중략)-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지.. 나 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얼

마나 많은데.. 사지 멀쩡한데.. 수급자로 사는게 좀 안타깝긴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안하고 빨리 가서 돈을 벌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B-2: (남한 사람들) 열심히 살잖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제가 생각하

는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너희는 돈 벌면서 편하게 살잖아 생각

하는데.. 너희들(한국인들)은 북한에 가서 하루도 못 살거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만약에 한국이랑 북한이랑 사람들이 바뀌면 제가 볼 땐 더 독

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중략)-(북한에서 온 사람들) 자기는 대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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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이젠 살아야지 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막 북한에서 밤에 

일하고 농사짓고 살았지만 그게 일상이다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여기는 

편하겠지 생각했는데.. 여기는 육체보다 정신적으로 힘드니깐 더 힘든 것 

같아요...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탈

북청소년들에게는 부모가 가졌던 직업과 그로 인해 돈 벌이와 생계가 이

루어진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간접적인 학습으로 인해

서 미래에 자신이 직업으로 설정한 분야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목표로

굳게 설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B-2(여자)는 중국에서 경험한 양부모

로 인해 경험한 가정환경에서 새로운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의 방향에 큰

영향을 받았다. 새롭게 맞은 중국에서의 따뜻한 가정환경이 B-2(여자)에

게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으며,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음식’을 매개

로 이루어지는 과거의 기억이 직업과 진로에도 하나의 역할모델로 설정

된 것으로 보인다. B-3(남자)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어머니의 장사로 중

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재 자신도 중국이나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였다.

B-2: 중국에서 17살쯤 넘어 왔는데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저를 판 거에

요. 제가 간 동네에 양 엄마가 아들만 2명인 거에요. 딸이 하나 산다고 

해서 북한 사람인 저를 양딸로 산거에요. -(중략)- 그런데 그 양 엄마

가 음식 하는 공장을 운영했어요. 음식점 같은 것을 하셨어요.  아빠랑 

아들이랑 요리하는 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요리 쪽하면 재밌겠다 

생각하고. 엄마가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엄마가 나를 위해 요리 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B-3 : 저희 엄마가 거기(북한) 있을 때 장사를 했는데.. -(중략)-00시
에서 만 달라짜리라고 저희 아파트가 그러면 오와.. 이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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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의 학업수행 기대와 정서적 지지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에 입국 이후에 진로를 설정하는 것과 대학진학 준

비 과정에서 가족에 의한 영향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가족이 한 명이

라도 한국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정서적인 지원을 받았고 부모와

형제자매에 의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가족과

그 지인으로 인해서 대학 입시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가

족이 한국에 없는 무연고 청소년도 미성년자들을 위한 ‘그룹홈’에서 물질

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대학진학 준비과정에서의

가정의 도움에 그룹홈의 영향도 포함시켰다. 그들은 지금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룹홈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게 되었지만 대학 입학 전의

그룹홈 시설에서의 도움은 거의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관심과 지원이 제

공되었기 때문에 가정적 배경 요소에 넣게 되었다.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이 많겠지만 탈

북 청소년들은 먼저 남한에 이주한 부모나 다른 가족의 설득에 의해서

북한을 떠난 경우가 많다. 특히 탈북청소년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이 짙은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 또한 10대 후반에 탈북

했는데도 불구하고 6명 중 4명이 그러한 경우였다. 공교롭게도 4명의 연

구대상자는 모두 남자 탈북대학생이었는데 그 중 3명이 어머니와 함께 2

인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2명의 누나와 부모님과 함

께 모든 가족들이 한국으로 이탈하였다.

최근 2000년대 이후로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이유가 가난과 기근에서의

탈출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삶과 자유를 추구하여 오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2세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한국행을 선택하는 숫자가 늘었

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는 한국

에 오는 의미가 크게 없으며 심지어 북한을 탈출하기 원하지 않고 부모

의 설득에 의해 마지못해 왔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들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컸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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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대게 먼저 한국에 와서 기초적인 틀을 잡고 먼저 한국생활에 정착

한 다음에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에 있는 자식들

을 초정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높은 경쟁 분위기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동기부여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이유 또한 가족과 함께 생활

하기 위함이며 부모님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의 부모님은 북한에서부터 자식들의 교육열이 컸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B-6 : 자식들을 공부시켜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셨고요. -(중략)- 
(북한에서) 엄마도 열성이셔서 북한은 교과서가 없으니까 친구 것을 빌

리면 3일 빌리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노트에다가 베껴주셨거든요. 엄
마가 글씨가 이쁘셔서.

연구자 : (북한에서) 그 전에는 학원 안 다녔어요? 
B-5 : 딱히.. 안다녔어요. 학원 다녀봤자 일본어 학원이나 가야금 학원 

같은 거. 엄마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면 기억력 좋아진다고 해서요. 
초등학교부터 좀 다른 삶을 살았던 거 같아요. -(중략)- 저희 엄마가 

워낙 외국에 이런 게.., 거기 사람들보다 머리가 트여서 어릴 때부터 한

국에서 하는 걸 어떻게 봤나봐요.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저한테 똑같이 

교육시켰어요. 진짜 어릴 때 거기서 일본어 배울 필요도 없거든요. -(중
략)- 딱히.. 고3 때 제일 많이 하고. 이게 전공을 써야 하는데 엄마는 

자꾸 남자는 기계공학을 해야 나중에 뭘 하든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 

탈북청소년이 학교적응과 학력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학

업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욱 가정의 정서적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었다. B-6(남자)는 어머니가 북한에서부터 학구열이 높았

고, B-5(남자)의 경우에도 북한에서부터 어머니는 해외에서 번 돈을 보

내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서 사교육을 시켰다. 한국에서 교육열이

높은 것처럼 아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에 와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북

한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누리게 가정적인 지원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B-5(남자)는 한국에서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일반학교에

서도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가고 싶을 때마다, 진로선택에 어려움에 부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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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때마다 어머니의 조언과 설득과 다그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B-2: (그룹홈 공동체에) 있을 때 학원 다녔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학
교 끝나고 과외,. 학원 많이 다녔어요... 1년동안 학원만 다녔어요..그 때

는 재미가 없었는데.. 다 쓰이더라구여... 도움이 되더라구요.. 배웠던 기

억이 있으니깐 .. 안그랬으면 지금 다녔을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친구들

이 어디가? 컴퓨터 학원가? 하니간 친구들이 왜 학원에 가.. 피시방 가 

그러더라그요... -(중략)-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나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략)- 언니들이 다 대학도 잘 하고 취업도 잘 

하고 시집도 잘 가고 이런 언니들이 많아요... 외국으로 가고 튀고 가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한국에서 생활을 못해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룹홈에서는 규율과 규칙을 통해서 탈북청소년들의 생활이 균형이 잡히

도록 조언하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적인 지도를 해주었다.

그룹홈을 떠나서도 독립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원을 통해서 컴퓨터 교육, 발표 자료 만드는 교육 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세심한 지원은 탈북청소년들이 스스로는 채울 수 없

는 적응의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었다.

B-5 : 문과는 저희 엄마도 말했거든요. 문과 가면 배운 지식이 없기 때

문에 되게 힘들 거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살았으면 문과에도 말 하는 

게 이해되고 할 텐데,, 문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도 잘 안 되니까. 차
라리 숫자로 하는 이과로 가는 게 어떻겠냐 해서. -(중략)-. 외국에 오

래 살다보니까 엄마가 거의 한국 엄마랑 똑같은. 

연구자 : 부모님은 안 도와 주셨어요?
B-1: 워낙 바쁘시니깐... 저희는 2명 이니깐... 마주 앉아서 뭐 없었어

요.. 바쁘시니깐.. 제 의견 같은거 다 존중해 주시고 하니깐... 

B-6 누나가 중2말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엄청 실망한 거에요. 누나가 

저를 엄청 싫어하고, 부모님도 공부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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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는 동생 애랑 같이 일주일 정도 하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돈은 

없는데 친구 집 다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이사 오시면

서 이제는, 기록대학교 상담대학원을 졸업하시면서 자식을 우리가 키우

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시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

니까. 저는 중 3때 입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누나한테 실망도 줬고 

부모님도 저를 믿으신다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게다가) 아빠가 

계속 하셨던 말씀이 어차피 우리가 한국 와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기

왕 살 것 죽도록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듣고 ‘나는 갈 수 

있는 특혜가 있는데 부딪쳐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 :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B-4: 수녀님이 계속 격려를 해 주었어요..  그 말이 가장 힘이 되었어

요..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무엇보다도 탈북청소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부모님의 존재였

던 것으로 보인다. 그룹홈에서 많은 돌보는 어른들에 의해서 ‘할 수 있

다’는 응원의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없

는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대학교 면

접과 교수님을 만나러 가거나, 학교에 편입을 하러 갈 때에도 같이 갔으

며 과제나 시험 등에 도움을 얻고, 대학입학을 위해서 면접 등을 준비할

때에도 실질적인 조언의 역할을 해주었다.

또한, B-6(남자)에게는 가족 중에서도 누나가 정서적으로 학업을 위해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며 북한에서 학업을 먼저 하라고 보내주었는데 사

춘기로 인해 방황하고 있을 때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부

모님이 하시는 일과 비전과 사명이 탈북청소년 본인의 삶의 미래의 방향

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동기부여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이 많이 코칭해주셨어요?
B-6 : 부모님 영향이 크죠. 북한에 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했고. (부모

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죠. -(중략)- 사람들이 보통 

한국에 오면 가장 하는 말이 북한인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딱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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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됬죠. 찾아보니까 당연히 사람으로 가져야 할 권리. 아빠가 간증하실 

때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하시니까. 들려

주는 것만 들어야 하고 보라고 하는 것만 봐야 하고 말을 할 때에도 장

군님만 붙여야 하고 말조심해야 하고, 그게 사실인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어디갈대도 북한의 허락을 받고 이동해야 하고 그것도 돈을 줘야 하고 

그런 것을 죽 보니까 내가 인권을 말해야겠구나. 

3. 가정의 정서적지지

앞서 살펴보았듯이, 탈북청소년에게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과 가정 환

경은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북한에서의 생활을 포함하

여 가족의 해체도 청소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한국에서의 삶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와 그들의

정서적인 기대와 지지를 받는 상태는 탈북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적응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들이 학업과 사회생활 적응에 좌절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되었

다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족 혹은 가족의 역할을 해주는 멘토의

존재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서적인 지지체계가 되어주는 부모나 교사, 멘

토 등의 도움이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허수경,

2014). 특히, 가족의 지지는 학교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김형태,2004 : 한만길·윤종혁·이향규·김일혁·이관형, 2009). 부모

의 지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만, 역기능일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즉, 가

족관계의 부정적 경험 즉, 가부장적 권위, 남존여비사상, 부모 갈등 등이

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이기영, 2001 : 김형태, 2004).

한편, 탈북청소년들이 속한 가정의 부모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더욱이 한국의 교육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부모

를 대상으로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어른들 스스로

가 한국에서의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직업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자녀들에게 알맞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김경준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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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로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김성식, 2008 재인용; 김경근 변수용,

2007; 김기헌, 2004; 김광억 외, 2004; 방하남 김기헌, 2002). 변수용 김경

근(2010)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기

대수준과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대학 진학 여부와 그 입학하는 대

학의 위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고등교육 계층

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도 학교 교육의 영향력보다 가정과 부모의 영향력이 학생의 진로와 진학

에 더 큰 변수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Coleman et al., 1966). 그러나 탈

북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

데,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대학 진학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

은 맞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6명의 경우에는 무연고 학생들도 대학 진

학에 성공하였고, 대체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학입학전형과 대학 학비

지원 제도를 힘입어 수도권 소재의 상위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가정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며 자기효능감도 떨어지는 편인데, 본 연구에 참여

한 탈북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사례가 북한에서부터 가족해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편부모 가정이라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심지어 부모

와 친척이 없이 독립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무연고 탈북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로탐색과 적응에 임했다.

한편, 자신이 선택한 탈북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탈북과 한국 생활을

경험하게 된 경우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나가야 했고 북한 생

활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야만 했다(원미순,

유영림, 방진희, 2015). 가령, 부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면 ‘돈’에 가치관의 중심이 있는 진로탐색을

펼쳤으며, ‘새로운 삶’과 ‘미래’에 갈증을 느껴 북한을 이탈하게 되었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북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남한에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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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도 자녀의 적응이 달라졌고, 남한에

서 다시 만들어진 가족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탈북청소년 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접근을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

요가 있다(윤혜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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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학교 환경적 요인

1. 또래 관계 형성을 통한 학교 적응

탈북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

반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이라는 인식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며, 새로운 사회이지만 적극적

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짙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B-5 :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야할지. 그래서 그냥 대안학교 가면.. 저는 대안 학교 가는 애들이 되

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오는 애들이랑 같이 놀고 그럴 수 있으

니까.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계속 있으면 적응도 못 할 거 

같고 발전도 못 할 거 같아서. 

 B-6 : 저는 일반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제가 한국에 온 게 어때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원에서 대안학교는 적

응하기 힘든 친구들이 가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어차피 한국에 와서 살아야 

하는데 재밌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어요. 

특히, B-6는 북한출신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위축되거나 특별하

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것뿐이라

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자아존중감이 건강해

서 하나원에서 일반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한다는 등의 이야기에 미리 두

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B-5의 말에서

도 볼 수 있듯이 대안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서 한국 사회를 더 많이 알

고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일반학교에서의 경험을 남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정체성 형성의 통로로 사용하였는데 그것에서의 중요한 요소가

외모와 말투였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다른 점

을 일반학교에서부터 면밀하게 관찰하여서 스스로를 북한 사람의 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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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도록 변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처음에 또래 관계에 적응하고 소통하고, 문화를 익히는 것

과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심각하게 벅차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자퇴

를 고민하고 대안학교로의 이동을 고민하다가도 졸업한 지금은 일반학교

에서의 적응기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그만큼 대학생활을 하

면서 일반학교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도움이 되는 것

의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말투’라고 대답하는 탈북청소년이 여러 명 되었

다.

연구자 : 적응하기 위해서 제일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B-4 : 말투 따라하기요. 말투랑 외래어. 한국어는 영어랑 많이 섞어서 

쓰잖아요. 그런 거 외우려고 해야 했고. 그 때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요.

어떤 면에서 신경이 쓰여요?
B-1: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도 억양 같은 게 신경이 쓰이고,,, 중
학교땐 읽는데 막 웃는 거에요 친구들이... 그런것도 신경이 쓰이고... 제
가 다른 친구가 읽는 거 봤는데.. 제가 봐도 웃기더라구요... 아.. 그래서 

웃었겠구나 싶더라구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감... 공감해 주는게 

있는데.. 일반학교 친구들은 어렸을때나 활동같은 걸 잘 못했으니깐.. 뭐
라고 할 말이 없으니깐.. 친구들이 만화나 이런거 물어보고.. 도라에몸이

나... 블리치.. 일본 만화 같은거..
탈북청소년들은 교실에서의 정체성 공개와 경계심 해제의 경험을 통해

서 북한에서 온 것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학교에 가기 전에 무엇보다 북한에서 온 자기

자신이 위축되어 있고 열등감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서 경험한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남한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차이가 나므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압도되어 스스로의 존재감을 낮게

본다. 또한, 하나원에서 많은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반학교에서 무시

와 차별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갖고 왔지만 학교생활을 하면

서 점차 신분이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또래 관

계에서 소통의 연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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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 그렇죠. 두려우니까. 근데 하고 나서는 차별당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하고 나서가 낫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인간이니까, 다들 

눈치가 있잖아요. 저라도 눈치 깔 것 같아요. ‘쟤가 설마 거기서 왔나?’

연구자 : 아이들이 신기하게 보고 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B-1: 네.. 초반에는 신기해했는데 (친구들이 나중에는) 괜찮아 했어요...

또한, B-6(남자)의 경우에는 첫 인사를 할 때에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

는 것을 당당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한 친구들의 관심을 끌었

다. 첫 날 자신의 신분을 공개한 것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남한 친구들과의 관계

가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을 통해서 학교에 빠른 속도로 적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B-6 : 수업시간에 제가 들어간 거에요. 전학해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원

을 나올 때 들었던 말이, 나가면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놀리니까 상처받

지 말라는 충고를 들어서 체격은 다부지지만 제가 성격은 좀 그런 게 있

어서, 만약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고, 삭발하고 문 빡 열고 들어가서 안녕

하십니까라고 외쳤거든요. (중략)절 빙 둘러서 애들이 쳐다보고 창문에

도 매달려있고, 다른 친구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거에요. 북한에 피자 있

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대답해주고, 다음 학기에는 회장으로 추천을 해줘

서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B-3 :  근데 3학년 올라갈 때, 자기 소개할 때 제가 자기 소개를 잘했

어요. 그 때 자기 소개할 때 ‘나는 북한에서 왔고, 니네가 뭐 북한에 대

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그랬어요. 긍까 애들이 막 ‘야~ 
북한은 여자들 이뻐?’ 이렇게 막 말하고 궁금해하더라구요. 

B-3(남자)의 사례를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갓 학교에 편입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차별과 냉대

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말하지 않았으나, 스스로는 많은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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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억양과 외모, 문화적 차이, 대화 내용들을 통하여서 눈치를 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참가자들도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더라도

남한 친구들이 아는 만화나 TV프로그램, 어렸을 적의 경험 등에서 차이

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두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고 한다. 그런 긴장감과

경계의 시기를 통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다가 신분을 공개하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문화적 이질

감이 크기 때문에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교우 관계를 맺는 데 오히려 편

하였고 그 이후로는 학교생활이 순탄하게 흘러갔다고 말하였다. 긴장과

불안의 연속선상에서는 힘들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자: 고등학교를 생각할 때 대안학교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B-4: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잘 한 것 같아요

연구자: 잘했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B-4: 고등학교때 힘든게 가장 사실 힘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때 경험

이 없었으면 대학교때 와서 사실 상처받고 힘들었을 텐대... 이미 고등학

교때 이런 시기를 겪으니 커서는 마음의 여유를 알게 돼서... 사람들과 

관계를 터득하게 되어서... 

또한,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은 말투의 차이, 문화적 이질감, 외모

등에서 남한의 가치관과 문화를 익히게 되었다는 것에서 일반학교에서의

생활을 회고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남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적응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말하였다.

관계 정립에 있어서 적응 초기에는 학교를 그만둘 만큼 힘들다는 증언

이 많았지만 대안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에 가거나 직장 생활

을 하면 언젠가 한번은 부딪쳐야 하는 적응기라는 확신이 있었다. 따라

서, 어렸을 때에 그러한 관계에서의 갈등과 소통방식을 익혔다는 것에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 생활을 할 때에 팀

프로젝트 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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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도 잘 융합되어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B-6 : 중2가 되면서 세상에 나가보고 싶고 친구들, 학교 안 나가는 형

들, 담배 피는 형들을 만나고. 비보이에 빠져 있으면서 음악도 그런 것 

밖에 안 들었구요. -(중략)- 친구 꼬셔서 연습실 다니고 등을 하니까 

학교랑 정이 팍 떨어지더라구요. 밤에는 형들이랑 놀고 비보이 연습 갔

다가 학교 가면 자고, 수업 끝나면 바로 가방들고 교복 입고, 집에도 안

가고 형들한테 갔어요.
한편, 또래 관계로 인하여 진로와 진학의 방향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중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또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

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새로운 문화에 반응하고, 친구의 흥미와 관심사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해보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B-6의

경우에는 또래로부터 비보잉 문화를 접하여서 진지한 고민을 통하여 비

보잉 시설과 진로지원을 해주는 대안학교로 전학을 고민하기도 했다.

2. 교사의 관심과 지원

또래 관계를 통해서는 학교문화와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의

도움을 받고, 교사들로부터는 가정으로부터 채움 받지 못하는 정서적 지

지와 실질적인 정보에 있어서 상당부분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에게는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사회적인 네트워크

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인 교사들

에게 의존적인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교사들의 지식과 관심의 차이에 따라 탈북청소년들의 진로와 진

학 방향은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은 교사에게 지도와 조언을 받은 학생은 진로를 탐색하고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에 유리한 제도를 잘 찾아서 혜택을 누린 반면에, 그렇

지 않은 학생은 불이익을 경험하고 오히려 교사의 무관심으로부터 상처

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주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한 교사를 만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입학의 문을 두드렸지만 탈북학생의 기본적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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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교사들은 탈북학생 특별전형 입학제도가 있

는 지조차 몰라서 지도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러한 학교를 졸업한 탈북

청소년은 진로 탐색과 결정에 있어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연구자 :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때 입학정보는?
B-4 : 수녀님이 정보를 주셨어요... 담임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랬어요... 내가 특별전형으로 

갔다는 것도 나중에 아셨던 것 같아요..고 3때 담임 기억이 잘 없어요...  
도움을 받았다는 기억이 사실 잘 없어요 

B-1: 아.. 근데.. 그런 제도 같은 게 잘 없으니깐.. 그리고 학교에 이런 

출신이 없으니깐.. 출신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하니깐.. 그
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 전형 같은걸 잘 못찾으니깐.. 정보 같은게 많이 

부족해요.-중략- 일반학교는 정보 자체가 많지 않고... 자소서를 본인이 

다 써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니... 그분들이 보는 자소서랑 우리가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깐.. 그리고 대학교 차원에서도 좀 대안학교에서 다니

는 친구들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봐서는 .. 일반 고등학교 

친구들은 물론 잘 가기도 하지만 정보 같은건 많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알아내는 정보 외에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2명은 대학에 입학할 때에, 탈북학생 전

형으로 유리하게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학생들이 가

는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였다. 입국한 지 5년 이상이 된 B-1(남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전형으로 서울경기권의 중상위권 학교에 합격하였고,

B-2(여자)의 경우에는 제과 제빵 분야에 대한 흥미를 살려서 수능 점수

로 가는 정시 전형에서 경기권의 전문대에 합격하였다. 두 명 모두 탈북

학생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탈북학

생 전형에 대한 무관심과 정보 부족의 단면을 보여준다. B-2(여자)의 경

우에는 자신이 북한출신인 것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남한 학생

들과 경쟁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이긴 하지만, B-4(여자)의 경우에는 담

임교사가 전형에 대한 이해과 지식이 없어서 그룹홈 보호자를 통해서 입

시를 치르고 합격을 하였는데, 교사가 학급에 공개적으로 합격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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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여 탈북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반 친구들이 알게 되는 실수를 저지

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또

한 담임교사의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처럼 일

반학교에서는 담당 교사와 학급 구성원들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학 입시를 지도해야 할 담임교사들의 탈북학생 전형에 대한

정보도 없으며 각별한 지도를 위한 열정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B-4 : 그런데 특례로 학교를 가게 되어서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담임

이 엄청 크게 불러서 모의고사 보고 있는데.. 수시로 제일 먼저 붙게 되

어 가지고.... 우리 반에 건국대 붙은 아이가 있다고...  담임을 통해 알려

지게 되어서... 그래서 붙은 다음에 학교에 안 나갔어요..  친구들 보다 

공부를 더 못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나겠더라구여...  저도 그럴 거에요.. 
나 보다 못하는데 붙었으니..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가 되어요.

연구자 : 그럼 수시로 다 지원을 했어요? 특별전형으로?
B-1: (오히려) 특별전형 넣은 곳은 다 떨어 졌어요...
대개 탈북청소년들은 남한 생활에서 부모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받기에

어려운 환경에 있다. 부모님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오랜

시간 육체노동을 위해서 집을 비우고 있으며, 탈북청소년들은 주로 혼자

서 학업과 진로고민을 하게 되고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학교에서 교사의 일대일 밀착 관심과 지원은 학생

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들은 가정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관심과 정서적인 공감과 이해를 교사들로부터 채움받으려고 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지위와 역할이 학생에게 큰 영향

을 미치며, 교사와 탈북청소년의 개인적인 관계형성이 좋은 경우에는 학

교 생활과 교우 관계, 적응이 수월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서

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정서적인 지지와 수용을 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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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 그러다 공부를 해야 하니까. 선생님이 지켜볼 수도 있어라는 마

인드로 자기를 통제하고 싶어서 복도의 쓰레기도 줍고 하니까, 담임 선

생님의 눈에 보였나봐요.- 중략- 필 중2때 담임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

이었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문제아였고 그런 부류를 (선생

님이) 싫어하셨나봐요. 

B-3 :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 많이 도와줬어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막 면접도 많이 도와주시고, 

B-6(남자)와 B-3(남자)는 담임 선생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방황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하였으며 진로 지원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탈북학생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은 각별한

관심을 통하여서 탈북학생의 진학을 위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멘토

링 해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시간을 따로 투입하여 정보를 알아보

고 세밀한 관심을 쏟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관심을 받은 학생들은

정서적인 지지와 자신감 속에서 학업 수행과 학교 활동에서도 성취도하

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난 것으로 보였다.

반면, 학교에서의 교사의 무관심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탈북

청소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학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진로 및 진학 지원도 받지 못하여 탈북 학생 특별 전형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학교의 진로 지

원 체계를 부러워하였다. 일반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탈북학생을 담당하여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정보력과 노하우가 부족하여 탈북

청소년들이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듣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

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불리한 점이 있었다.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열정적으로 제공했던 교사를 만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위세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결과를 받았으나, 대학

진학 과정에서 교사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탈북청소년들은 대학 진

학 이후에도 전공과 대학생활에 대한 불확신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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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적성탐색의 기회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들은 고등학교 때 진학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동기부여와 흥미 발견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

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고백하였다. 사회적인 위세와 사회적으로 알아주

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그쳤던 것을 반추하며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들은 한국 사회를 관찰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학

과를 선택했는데, 또한 북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돈’과 ‘경제’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학과를 선택했지만 대학생활을 하면서 더욱 자신이 중요

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한 과정

중에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자신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북한 경제에서는 직업과

생계수단도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

부에서 지정해주는 곳에서 살고, 직무를 다해야하기 때문에 ‘선택’과 ‘선

호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도면밀하고 치열하게 정보를 탐색해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계발해나가기 위한 태도와 방식을 학습하

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였다.

B-4: 많은 직업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다양한 뭔가가 있다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 관심을 가져 보면서 오히려 스스로  찾아 

보면서..  다양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었어요.. 고등학

교 때는 전혀 몰랐어요. 

B-6 : 중학교에 올라가서 1~2년 다니다가 제가 비보이를 너무 하고 싶

어서 연습실, 학원 등을 가다가 대안학교에 확 가고 싶었던 게. 한겨레 

중학교가 대표적 학교인데요. 연습실이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서 만난 제 친구들도 여름에 거기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잠깐 고민하다

가 중3이 되면서 중심을 찾으면서 일반학교로 남기로 결정했었어요. 그
런데 가고 싶은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 꿈을 위해서였는데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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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어요.

참여자 B-6(남자)의 경우에는 중학교 시절, 또래 문화를 경험하면서 비

보잉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했다고 한다. 그 때 비보잉

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대안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진로․적성에

대한 탐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학교를 옮기고 싶다고 생각했

다. 이는 오히려 일반학교 적응이 쉽지 않아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지원과 프로그램이 많은 곳으로 가고

자 하는 의지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탈북청

소년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학교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프

로그램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B-6(남자)의 경우 진로는 가

정에서의 영향과 개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일반학교에

서 형성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를 꿈꾸게 되었다. 또

B-4(여자)의 경우에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것을 후회하였는데, 고

등학교 시절에 사회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탐색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 알 수 없었으며, 대

학에 와서는 막연하게 꿈꿨던 스튜오디스라는 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

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례는 B-1(여자)

의 경우였는데 이는 제3국에서의 경험과 그룹홈에서의 보호자들이 탈북

학생을 위한 지원금을 이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해주었기 때문이

었다. 또한, 그룹홈 관계자들이 무지개센터 등의 정부 기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흥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 덕분에

해당 분야로의 대학입시를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탈

북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자신의 재능과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보조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었으며, 대안학교 재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자 : 그럼 대학교 와서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뭐가 젤 도움 됐던 것 같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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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 학과를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잘 알아서 자

기에 맞춰서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높게 보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

는 것으로.. (저는) 괜히 경영대 가가지고.. (중략)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운데 뭐가 나은 지 선택해야하니까.. 과를.. 내가 뭐하고 싶었는지

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다가 경영학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일반학교에서 수학한 탈북학생들은 한국 생활에 더 치열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남한 학생들과 똑같이 생활하려고 학교 현장 속으로 들어간 청소

년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학교에서 여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

하고 똑같은 내용의 기계적인 수업을 받으면서 그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

과 재능과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진로 선택에 있

어서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의 세계, 전공과 학과에 대한 세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해주는 교육자는 탈북학생에

관심이 많은 교사가 유일하다. 탈북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청 주관

의 프로그램도 관심있는 교사나 정부 지정의 멘토 교사가 아니고서는 정

보를 알려줄 사람이 없다. 

이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저마다 입시 위주의 교

육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아

니고 무한 경쟁 체제를 철저하게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 한국 교육은 어떤 것 같아요?
 B-6 : 지금은 좀 바뀌어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것에 

비해 나오는 게 너무 없잖아요. 공부하는 돼지들이지, 지금은 무한 경쟁 

말고 진짜 내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공

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북한은 너무 공부를 

못 해서지만 여기는 너무 많이 해서. 100퍼센트 입시 위주라 좀 아쉬워

요. 대학 가서 보면 그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인연 

끊고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그 정도로 한국 교육

이 너무 한쪽에 시야를 가려놓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B-3 : 한국은 그냥 대학에 목 매서 공부하는 시스템이고 거기서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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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스템이고. 그럴 때보면 자유가 좀 그 쪽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는 너무 목 매이잖아요. 대학을 해야하

고 대학을 졸업해서는 어떻게 해야하고.. 그런 삶이 뭐랄까 좀 야박(갑
갑)하지 않나요. 다 뭐 공부하고.. 공부 안하면 뭐.. 안되고, 다 뭐 학교 

끝나면 학원하고 한 11시에 오고..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해봤자 잘되면 연봉 한 4,000정도 나올꺼고 안되면 1,000도 안 나

올때도 있잖아요. 걍.. 제가 만약 부모라면 그냥 자식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선진국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도 무료 좀 해주고 학자금 대출 안받고 다닐 수 있게.. 복지

는 우리나라가 OECD 중에 가장 후진국이지 않을까. 친구들 중에 학자금 

대출 받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한테 만약에 학자금 대출 받아

서 대학 다니라고 하면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좋아 안해서. 

B-4 : 교수가 (말한 것을)그대로 베껴 써야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

어요. 제가 주입식 교육을 얼마 못 받아서. 그리고 교수가 원하는 형식이 

있는데 제 방식대로 맘대로 쓰니까 점수 안 나오고. 그 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애들 공부하는 법을 보니까 그냥 

교수가 말하는 것들을 토도 안 틀리고 싹 다 적으면 점수 잘 주더라고

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은 없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

고, 자기 생각도 없고, 그냥 남의 말만 가져다 적고요. 

탈북청소년들은 일반학교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기 힘들며,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자신감만 상실하며 한국의 교육 현실을 비관하여 제3세

계를 꿈꿀 확률이 높다. 하지만,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잠재한 능

력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잠재력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공교육 환경이 필요하다 .

4. 학교문화 지원 및 진로탐색 기회의 다양화

탈북청소년에게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척 등과 비교하였을

때 친구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며 중

요한 비밀을 말해주거나 연락 없이 집에 오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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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돈을 빌려주는 등에서도 부모나 형제보다도 더 개방적인 자세를 갖

고 있었다(이순형,김창대,진미정, 2011).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은 현실적으

로 학교 생활에서 북한출신이라는 사실과 말투 등으로 차별이나 따돌림

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심리적인 장벽이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가능하면 밝히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탈

북청소년들이 많고, 또래가 공유하는 방송, 게임, 컴퓨터 용어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서적인 차이 때문에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맹영임 외, 2013).

또한,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동기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최명

희 (2014)에서는 탈북대학생의 친구 관계가 원만할수록 안정적인 대학생

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겸(2010)은 탈북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이 힘들어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휴학이나 중도 탈락률이 일

반대학생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남한대학생

들과의 교우관계는 탈북대학생에게 자아존중감(self esteem)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한 대학생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어

떤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으로 ‘친구를 대달라고 말하겠다’고 대

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이다(조영아 전우택, 2004). 따라서, 대학에서

의 인간관계는 대학생활을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정규

학교에서 친구와 관계 맺는 방법을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것은 이들에게

학교 적응을 하고 문화적인 적응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탈북청소년들은 대

안학교보다는 일반학교 선택을 통하여서 일부러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

응하고자 하였다. 일반학교는 남한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으로 다각

도로 남한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남한 사람들과 일찍부터 섞여

서 소통하는 연습과 관계를 맺는 연습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 잘 살아

가기 위한 토대를 다지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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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는 학업 성취와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와 진학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김형태(2004)의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에게 남한 사회의

적응을 위해서 가족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원이 되는 사람

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사람이 없을 때에 심리적으로 적응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았다.

박윤숙(2005) 역시 탈북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에 남한 사

회에 적응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또래관계나 교사

와의 일대일의 비공식적인 친밀도는 이 사회에서 이방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때로는 주류 문화에서 배타적으로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탈

북청소년과 한국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순형 외 (2011)의 연구에서는 탈북주민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위계적

인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환경으로 인하여 다소 경직되어 있으며

감정 표현은 다소 직설적이고 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남한과 제3국에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

는 상호작용 방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이순형,김창대,진미

정, 2011). 따라서 그들이 남한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터득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자가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관계 맺을 때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

지 남한의 구성원들은 미리 알고 수용할 수 있는 ‘북한 출신 사람 이해

하기’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이 또래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남한 사회 구성원들 대상으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과 공존하고 상호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문화적

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성춘 이슬기, 2016).

탈북학생에게 있어 일반학교에서의 학교 생활 적응은 남한 사회를 이해

함과 더불어 또래들의 고민과 진로 선택을 간접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진

로를 찾고 결정해나가는 데에 유리한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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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특별한 진로지원 체계나 교육 프로그램,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

여서 탈북청소년 혼자 정보력을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담당 교사가 탈북청소년을 처음 맡아본다거나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경우

에는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일반학교에서는 탈북

청소년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으면 교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탈북청소년이 먼저 자발적으로 교사에게 신분을 공개해

야 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었다. 탈북청소년은 교사가 자신이 북한에서 온 학생인 줄 인

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를 이해함과 동시에 자

신을 탐색하며 교우 관계를 통하여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한국

사회의 한 명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정립해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그들의 경험을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는 그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탈북청소년

을 위한 교육을 평등하게 받지 못할 경우에, 그들은 오히려 재능 길러주

는 프로그램과 교육 내용, 진로 지원이 풍부한 대안학교로 옮기려는 생

각을 하게 된다. 일반학교에 부적응해서가 아니라 탈북 청소년 특성화학

교에 지원이 많이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재정과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생활에 더 치열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정규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생활하려고 하는 탈북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관심

과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원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모든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또한, 하나원에서 한국의 교육체계와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와 정규학교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적응하면서 지인과 친분 상의 사람들로부터 소문으

로 정보를 듣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영아 전우택(2004)의

질적 연구에서는 10명의 연구대상자 중 정규 학교를 이수하고 대학입학

을 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초 실력이 부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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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북한에서의 고등학교 경험과 검정고시로만 대학에 들어갔다. 그들

은 모두 학업 및 문화 적응력이 떨어지는 점이 학교 생활적응을 힘들게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남한 교육 제도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대

학에 진학했을 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적응이 힘들다는 연구가 이 외

에도 많이 있다(이기영, 2003; 이혜경, 200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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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회제도적 요인

1.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제도

탈북청소년은 원래는 본인의 목표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었으며, 일

반학교에서 학업을 해보니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대학은 꿈도 못꾸

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탈북대학생 학비 지원 제도12)로 인

해 공짜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장점과 한국 사회에서의 대학 졸업장

의 의미, 졸업 이후의 취업으로 인한 생계유지, 또래들의 진로를 통한 간

접 학습을 통해서 대학 입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청

소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 제도로 인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다니다 보니 그 동기부여와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은 모습을 간간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

가게 된 계기가 정부에서 주는 금전적인 혜택과 탈북학생의 특별전형 입

학으로 인한 대학입시 문턱의 낮음으로 인함이다보니, 대학 생활에 치열

하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와 맞지 않다.’ ‘적응이 힘들다’ 정도

의 생각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정부지원의 혜택에 힘입어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대학진학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된

다. 이처럼 내면적으로 대학진학에 진지한 고민과 자신의 개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가 없이,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대학진학을

결정하다보니, 탈북청소년 B-3(남자)는 지금이라도 월급으로 300만원 상

당의 지원을 준다면, 혹은 자신의 돈으로 등록금을 내야 한다면 대학을

다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등교육법」에 의

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대학등록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5년부터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내 또는 진학 자격을 획득한지 5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만 35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립대학교에 입학

할 경우 전액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립대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50%

의 국가 장학금과 50%의 학교 차원의 학비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은 별도

의 특례입학 수시전형으로 인하여 일반 학생들과 다른 방법으로 입학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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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 제가 대학교를 잘못 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 갔

던 것이 후회 되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가야 공부를 하

는데 학교에만 들어가 딴 생각이 들어 있으니...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가

(일반 친구) 있으면 물리시험이 어렵지만 재밌어 하니깐... 그런데 나는 

책도 많이 읽지 않고 평소에 경영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으니 공부도 

잘 안되고.. 1년 휴학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대학에 오려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이가 어려 

학교에 오려는 것 보다 자기의 뚜렷한 5년 10년후 그런 계획이 있는 친

구들이 대학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라에서도 등록금 대줘 가며 지원

해 주는 건데 기회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B-3 : 그리고 등록금을 나라에서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죠. 등록금

을 내면서 가라하면 안가겠는데 내준다니까 가야죠. 등록금이 많잖아요. 
300(만원) 넘게 나오던데.. 그냥 나가야되니깐 나가는거지. 앞날을 위해

서 나가야한다고 하니깐 나가는거지. 지금이라도 300 만원 누가 준다고 

일하러 오라하면 갈 것 같아요. 딱히 공부해야할 이유를 모르겠고, 공부

해봤자 취직하려고 하는 건데.. 대학 졸업해봤자 300도 못 벌잖아요. 지
금은 그냥 학벌 따려고 가는 거에요.

또한,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에 있어서 개별적인 이해와 접근이

부족하고 교육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가령,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

체적으로 교육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원 퇴소 이후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유형과 장단점에 대한 안내도 없다고 말하였다.

연구자 : 하나원에 있을 때는 혹시 대안학교나 일반학교의 차이점을 설

명 받았나요?
B-4 : 안 해줘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약간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 가고 싶으

면 숙소도 알아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무연고같은 친구들보다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해주지를 못하니까 무연고는 무조건 한겨

레를 가라고 했어요. 
연구자 : 일반학교, 대안학교 같은 것들에 대해 잘 몰랐겠네요?
B-4 : 대안학교는 한겨레학교라고 들었어요. 
연구자 : 한겨레말고 또 있는 거는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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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 아 그건 잘 몰랐어요. 

연구자 : 하나원 있을 때는 어떻게 독려를 해요? 대안학교, 일반학교 차

이라던가.
 B-6 : 그런 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인근으로 보내고 중

학생은 한겨레에 보내는데 나와서 복지관에 다니거든요. 몇 주 정도. 그 

때 조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주간 옆에서 생활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들이. 저는 그런데 아빠의 도움이 더 컸어요. 그것도 문제네요.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독려를 못 받았던 것 같네요. 이야기를 

해주시긴 한 것 같아요.

탈북청소년들은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해주는 진로 및 지학 지원 제

도를 통해서 대학진학을 위한 도움을 받는다. 국가 뿐만 아니라 각종 민

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학력 향상 지원(공부방 등),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했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외부 활동 경험을 통하여 해외에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면서 세계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B-4 : 외고인가? 그 애들이랑 같이 합쳐서 기숙사 생활 하면서 태국에

서 보름 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외국을 간 거고. 태국에 가

서 뭐를 배웠냐면 태국이 약간 그런 나라잖아요. 성문화?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에이즈? 같은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문제

라고... 아무래도 사창가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세미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에이즈를 줄일 수 있는지 

(세미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에이즈 환자 있는 데는 방문 못가고 그냥 

여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하고.. 고등학교 때.

그러나 대안학교 출신의 탈북청소년들은 특별행사와 체험이 많은 반면

에 일반학교에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말을 통하여서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큼의 사회문화 이해 교육의 기회가 풍부하지 못했다. 오히려 남

한 학생들과 같이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학입학, 경쟁 등의 분

위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았다. 또 다른 특징은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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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행사에 동원되어 탈북학생의 개인적인 관심과 적성에 도움이 될 만

한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학교에서는 북한에서 온 학

생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어서 ‘북한’, 또는 ‘통일’과 관련된 행사에

집중적으로 참석하게 된다.

B-4 : 이 프로그램이 처음인 것 같은데. 따로 한 거는 없고.. 별건 아닌

데, 남북 청소년 모임이라고 동아리 같은 거 했어요. 북한에는 어떻게 연

애하는지..북한 썸남, 이런거. 결혼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결혼해서는 집

안일 어떻게 분담하고 사는지. 막연히 통일이 된다기보다는 내적으로 ‘우
리 서로 제대로 친해지자.’,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가.. 통일을 위

해서, (통일을)좀 더 가까워지게 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하게 된 거에

요.

연구자 : 인권 어디서 들어봤어요?
B-6 : 국가인권위원회 거기서 활동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인권 처

음 들었어요. 

그러나,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

게 되는 탈북청소년은 원치 않는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더

욱이 탈북학생들은 남한 학생들과 구분되어 대우받는 것을 싫어하고, 동

등하게 대우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더 탈북학생들의 자유로

운 진로탐색을 방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진학과 진로탐색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는데 참여자(B-6, 남자)의 경우이

다. 일반학교에서도 자신의 북한이탈 경험과 신분을 공개적으로 자신감

있게 노출하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신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해나갔고, 북한에서의 인권 실태를 경험

했던 것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살려서 ‘북한인권’을 위한 ‘인권 변호사’를

장래희망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중한 고민과 체험의 과정을 통

해서 목표가 내면화되고 진학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감 있게 헤쳐 나가는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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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반적으로 탈북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들은 주변 사람과 교

사의 권유나 우연한 정보에 의해서 참석한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참여한 프로그램들이 민간단체의 지원인 경우가 많았는데 기존에 정부차

원에서 다방면에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참여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부족해보였다. 그들은 꼭 필

요한 경우에만 주변 소식통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며 자유 민주주의 시

대에서 스스로 알아보고 취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르며

연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기관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 물질적인 투자를 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꾸준히 참

여할 사람들을 찾느라 힘들고,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원

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 남한에서의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

탈북청소년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대학진학을 결심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학교에서 다른 구성원이 하는 것을 보며 뒤처지지 않기 위

해서 하는 것의 일종으로 대학생활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이해하고 알

아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진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입하며 대학을 가는 것이 하

나의 ‘자본’과 ‘경력’, ‘경쟁력’이 되며 한국 사회의 문화에 편입하는 또

다른 수단과 통로라는 생각을 하게 됨을 보게 된다. 본 연구에 참가한

탈북대학생 중에서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대학을 오겠다고 생각한

경우는 2명에 그쳤고, 학교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자신의 원래

목표를 수정하게 된 사례가 4명이었다. 그러나 그나마 앞서 1절에서 살

펴보았듯이, 자신의 목표나 비전이 부모님이나 경험에 의해서 확고하게

형성된 경우에도 대학이라는 관문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연구자 : 대학교를 와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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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 주변 분위기가 그랬어요. 남한 학생들이 학교를 가니 나도 당연

히,, 그리고 수녀님들이 압박도 있었어요.. 다 대학을 가는데 나도 안가

면 안 될것 같아서 얼떨결에 갔던 것 같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같던 것 

같아요...

B-3 : 아,, 꼭 그것만은 이유는 아니고 주변 분위기도 보니까 뭐, 친구 

애들도 뭐 다 대학 갈려고 공부하는 것 같고 해서 나도 가야되겠다고 생

각했어요. 
탈북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짙다. 사실은 남한이

북한보다는 노력한 만큼,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북한보다는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한국 거주 기간이 늘어날

수록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

다. 특히나 자신이 소수자이며 이주민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

는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어떤 탈북청소년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외국으로 이주하

여 살기를 꿈꾸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 : (북한)거기가 심한 것 같아요, 여기가 심한 것 같아요?
B-4 :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도 째지게 못사는 사람은 진짜 못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여기도 똑같잖아요.. -중략- (북한) 거기는 대놓

고 빈부격차 심하고 여기는 알게 모르게 파헤치면 좀.. 여기는 뭐 자본주

의니까 너도나도 기회는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못 오를 장벽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안돼.’라는.. 약간 혈연 그런 문화잖아요. 그렇

지만 거기(북한)는 대놓고 안 된다고, 일의 토대는 약간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못살 거라고.. 이 사람이 농장에서 일하면 

계속 농장에서 일 해야 되고 이런 정해져있으니까. (북한에서)빈부격차

는 대놓고 있는 거죠.

연구자 : 여기(남한)서는 (빈부격차가)안 대놓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느

꼈어요? 
B-4 : 근데 요즘은 대놓고 있는 것 같은 게.. ‘스펙 안 되면 지원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토익 얼마 없으면 지원 불가’ 이런 것도.. 그게 

대놓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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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여자)는 특히 벨기에에 가서 대학을 휴학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1

년 간 하면서 생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지옥같은 경쟁과 돈과

지위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아닌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통

해서 한국 사회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벨

기에에는 조금 다르더라도 수용되고 생계 유지만 되면 누구의 평가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의 삶의 수준을 보고 평가하고 차별하므로 살기 힘든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는 대학 졸업이후에 현재 영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하고 있었고 향후 한국을 떠나 생활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

B-3 : 좀 살다보니까.. 한국 사회가 그런 좀 너무 잘 안돼 있는 것 같아

요. 차별도 좀 심하고.. 여자들도 성형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게.. 성형하

면 저는 딱 보면 알겠어요. 성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면 다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좀 자기 개성이 있고 좀 사

람마다 달라야 하는데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B-3(남자)도 한국에서 구체적이 큰 목표가 있기 보다는 자유롭게 해외

를 탐색하고 여행하는 것에 한국 생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따라서 해외를 가서 한국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단편적인

어두운 면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에 응한 탈북대학생들은 대다수가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 졸업장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식적으로 학문적

으로 흥미 있고 탐구하기 위해 대학에 갔다기보다는 한국 사회에 아무것

도 쌓아둔 것이 없고 연결고리가 없고,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더 많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교육을 선택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자비를 내어서 학교를 갔어야 한다면 대학 입학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난민이나 이주민들, 혹은 그들의 2세대들을 향해서는 부모 세대가 교육

열이 심한 이유를 드러내준다. 난민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고 그들이 경험한 언어적,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서, 또는 부족한 언어

능력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가 일반적으로 낮지만 사회에서의 가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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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교육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반증해주는 탈북청소년들의 말이다(Jacqueline Stevenson

and John Willott, 2007).

김화순(2010)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은 전체적으로

고용 환경에서 차별과 무시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지위보다 한국에서의 지위가 하향이동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직

업계층의 변화를 의식하여 북한이탈주민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선호하고

고임금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탈북청소년들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대학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인문사회 지식과 가치관 부족

북한에서는 이공계 쪽의 수학과 과학의 과목을 많이 배우고 주체사상

위주의 문과 과목을 보내는데13)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과목의 교과체제

와 특히, 영어를 많이 쓰는 환경을 통해서 높은 현실의 벽을 느끼고 좌

절감과 절망감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탈

북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 진로를 선택하

는 데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B-5 : 인문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인문대를 나와서 해봤자 잘 안되

잖아요. 한국에서 인문대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

은 더 하잖아요. 기술은 어차피 나중에 배워도 실력이 있으면 잘 나갈 

수 있는데, 인문대 쪽은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문대 쪽 공

부를 잘 안 해서. 이과여가지고....
그냥 제 머릿속에 이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가장 중

요한 이유가 제가 여기서 문과를 가면, 한국 역사도 모르고, 책도 많이 

13) 북한에서는 국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등의 모든 과목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친다. 역사 또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가계와 김일성의 혁명력사에

주력하여 가르친다. 학교에서는 주체사상과 관련된 시간을 매일 매시간에 앞서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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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읽었으니까 많이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문과를 해봤다 따라가기가 

힘들 거 같고. 그래서 이과는 내가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니까 내가 어

차피 북한에서 와도 상식적으로 딸리지 않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과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확립되어 있는데, 저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확립이 안 되어있어서, 문과에 가면 허둥지둥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과는 과탐이나 이런 건, 저기서도 배우니까. 

참여자(B-5, 남자)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에서 자연계와

인문계를 선택할 때의 많은 고민 없이 직관적으로 이과를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있는 과목과 영역에서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고 볼 수 있다. B-5(남자) 학생은 북한에서도 외고 출신으로서 외국어와

인문사회 영역에 우수한 학생의 축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서 자신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다른 많은 탈북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있는 인력들이 한

의 이공계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만 북한의 인문사회적

인재는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탈북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문사회적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이 자본주의

문화와 남한의 문화, 역사, 경제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

하겠지만 그들이 한국 사회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이

러한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막연한 두려

움을 제거하고 기초부터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B-4 : 북한에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 사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기가 싫었어요.. 사회에 대해서 

알기도 역사에 대해 배우기도 싫었고... 피하고 싶었어요,,

B-1: 역사? 역사는 재밌었고,,, 음 국어 같은 것도 어렵고...어휘 표현이 

다르니깐... 북쪽에서 쓰는 거랑 많이 다르니깐... 그런데 적응하는 시간

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런거 빼고는... 수학은 근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쪽에서도 수학은 열심히 배우는 편이라,, 수학, 물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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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컴퓨터를 활용하는거... 정보 이런건 처음 

배워서 어려웠고... 저쪽에서는 수학, 물리는 진짜 엄청 열심히 시켜요.. 
다른건 인문학 이런건 별로 인 것 같은데.. 내가 느끼는건 학교마다 실험

실도 다 있고,, 겉으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수학 물리 다 열심히 해

요.. 

탈북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영어이고, 그와 비슷하게 국어

와 역사를 어려워한다. 반면에 가장 친숙해하는 과목이 수학과 과학이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에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배우는 인문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내면의 가치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뷰에 응한 참가자들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암기하고 문제

를 푸는 방식의 학교 교육에 적응을 힘들어 하였다. 오히려, 토론과 논술

형식의 시험을 북한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더 수월하다고 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고 발표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방법을 더욱 좋다고 생각하

였다. 이것을 톻해서 알 수 있듯이, 탈북청소년을 포용하는 사회와 교육

의 환경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인 요

소가 스며든 환경이어야 한다.

참여자 B-4(여자)와 B-1(남자) 모두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

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했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탈북청

소년에게도 계속되는 이상, 그들의 진정한 사회화는 진행되기가 어렵고

외면적으로 겉모습만 남한 사람처럼 되고 남한 사람과 대화할 때 정상적

인 소통이 힘든 경우가 반복될 것이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진정으

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관을 진

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한 사람의 사고와 문

화를 온몸으로 수용하지 못한 탈북청소년은 학업 영역에서 벗어나 취업

현장에 갔을 때에 더욱 소통의 힘듦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

들이 원하는 대로 남한이라는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고소득

층의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를 잘 이해하는 통찰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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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탈북청소년의 인문 사회적 소양을 기르

는 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졌을 때 향후, 통일 사회의 일원

으로서 탈북청소년들이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의 매개체가 되고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다.

4.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다음과 같이,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제도적인 영향에 의해서 진로를 선택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제도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대학진학을 결

정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선호하게 된다. 경제 생활을 염두해 둔 진로선택인

것이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그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주체사상이 중심으로 된 교육을 받았

다보니, 남한 사회에서 인문사회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가는 진로 선택에

는 자신없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배경의 차이 때문에 인문계보다는 이공계를 선택

해야만 하는 제한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탈북청소년

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탈북대학생은 대학 학비지원과 특례입학 제도로 인하여 일반학생보다

입학이 다소 쉬운 경향이 있어, 기초 예비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

하게 입학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탈북 대학생은 충분한 준

비를 하지 못한 채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

와 정보에 의존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경향이 있다(김인숙 유시은, 2015).

이것이 그들의 대학학업의 중도탈락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여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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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신 만의 삶의 기로를 고

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내면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제는 교육지원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그것의 질적

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쳐했으며, 탈북청소년의 개별적인 역량과

잠재능력에 맞는 지원을 선별적으로 해주어 그들이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그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

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들도

결코 정보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또한, 김화순(2010)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경험이 남한 사회에서 인적 자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직위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남한

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고학력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각국의 이민자의 성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이주한 사회

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

이다. 또한 고용 환경에서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인식

하는 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언론과 미디어에서 북한에 대해 부정

적인 이미지를 많이 노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에서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로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의 정착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도 중요하다(박성춘 이슬기, 2016).

탈북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문화자본을 갖게 된다고 인식하며, 그들을 통하

여 사회적인 교류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

신을 인식하게 된다고 김경준 외(2008)의 연구에서는 설명하였다. 따라

서 대외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사회

적응과 진로 탐색의 성취에 유용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기초 학력

을 채워줄 수 있는 교육, 이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문화적응을 도

와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진로모색을 위한 특성화 교육현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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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정부차원의 법, 제도, 예산 면에서 공적인 틀을 갖추는 학교로서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문화적 이해도 남한 문화의 습득만을 요구

하기보다는 양방향적 수용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정진경 외,

2004).

그러나 Ⅱ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대외적이고 형식적으로 이

뤄지는 경향이 많으며, 2015년과 2016년에 단기적으로 일어나 그것의 중

요성이 부각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탈북청소년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학교, 개인 차원의 모든 면에서

체계적으로 진로 지원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어야 한다. 이 구조에서 긴

밀하게 연관되어 체계적으로 일어나야만 물질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탈북청소년들에게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금 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제도들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고, 중복된 내용과 제도가 많으

므로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역량과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멘토링과 같은 지원이 확

대되어야 한다. 현행되고 있는 물리적이고 단순한 지원과 같은 대학 등

록금 지원은 탈북청소년 자신에게 ‘왜 대학에 가야만 하는가’ ‘대학에서

무엇을 경험하려고 하는가’와 같은 각오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지 않

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고스

란히 현재 탈북대학생의 중도탈락률도 설명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다음 구조적 체계에 입각해서 각 영역에서 연계성 있는 진로

지원이 필요하다.

구조적

차원

• 탈북 학생의 발생배경, 규모

• 탈북 학생의 북한 및 제3국에서의 교육

제도적

차원

• 탈북주민교육지원제도

•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지원 현황

• 학교유형과 기능, 편·입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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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차원

초기 적응교육기관 • 학교운영

• 교육과정운영

• 교원

• 교수학습활동

• 상담활동

• 진로진학 지도

정규학교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지역 교육지원기관

개인

차원

• 기초학습능력

• 심리·사회적응

• 가정생활, 사회생활

• 교육적응, 학교생활, 학교만족도

<그림 4-1> 탈북학생의 교육 구조 모형

(한만길, 2009:16 을 재구조화함)

교육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의 2를 신설(15년1월6일

자)하여서 탈북학생을 위하여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입학이 용이하도

록 특별전형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대상자로서 북한출생 탈북학생들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이외에도

총 41억원의 예산에 해당하는 탈북학생 교육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

하였다. 그 중에서 많은 비용이 (50%) 정착기 학교(일반학교, 대안학교

등)에서 탈북 학생에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여 멘토링 지원, 토요거점 방

과후 학교 운영, HOPE 프로그램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교육부, 2015). 또한 탈북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교육

을 위해서 각 학교 단계에서 진로와 직업과정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무

엇보다 일반학교에서의 탈북학생들이 자신의 출신배경에 맞는 형평성 있

는 교육 기회의 획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고, 북한이탈주민

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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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

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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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남한 일반 고등학교 출신의 탈북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결정

할 때, 진로 탐색을 하고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조사하고 그들의 정체성 발달과 생애사적인 성장 과정을 토대로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현 시대에 북한 이탈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 수행을 잘 하고, 마침내 남한 학생들과 함께 동등한 위치

에서 협력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교육이 어떠해야 할지를 고찰해 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탈북청소년은 주로 입국했을 때의 연령 및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안

학교를 갈지, 일반학교로 갈지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초등학교 시기의

탈북청소년은 대다수가 일반학교로 진입하게 되지만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이나 20대의 청년들은 주로 나이에 맞춰서 대안학교에 가기도 한

다.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서 남한 학생들이 많은 일반학교에 적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일반학교

에서 입시위주의 학습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안학교로 전학하거나,

학령기 연령에 맞지 않거나 또래 관계의 적응이 두려우면 대안학교로 진

학하게 된다. 그러나 향후 남북한 학생들이 협동하는 사회통합적인 통일

의 환경을 고려하여, 남한 학생과 함께 교육받는 일반 학교에서의 탈북

청소년 적응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곳에서 탈북청소년들은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6명의 일반학교 출신 탈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등

학교 시절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과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과정에 가정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과정에 학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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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과정에 사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다섯째, 탈북청소년의 진로 결정 요인이 주는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연구 발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탈북청소년이 대학진

학을 결정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이유는 다양하지

만 개인적 요인과 가정 배경적 요인, 학교교육 배경적 요인, 사회제도적

요인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첫째, 개인적 요인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

입학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으며 일반학교 재학 시절의 학업 적응과 학교

적응 경험을 통하여서 극소하게나마 학업 성취의 경험을 경험함으로써

대학진학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위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진학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동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진학 이후에도 적성에 맞는 전공인지에 대해 의심이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노력하여 성취한 학업 성취 경험은 대학에서는 크게 도움

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가정 환경적 요인에서는 북한(제3국)에서의 가정환경과 성장배

경이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큰 맥락을 형성하였다. 또한 가족의 학

업수행에 대한 기대와 정서적 지지는 그들이 남한 사회에 입국하여 적응

하고 학교 활동을 수행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에 큰 지지대가 되는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 6명 중에서 4명은

모친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남학생들이었고 나머지 2명의 탈북청소년은

무연고로서 혼자 한국에 넘어온 여학생들이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무

연고 탈북청소년은 청소년기 시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룹홈’에서 생

활하며 수녀님들의 보호와 지도 아래에서 지냈으므로 정서적 지지와 조

언을 얻고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이 대학진학을 결정하고 학과 선택

과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 학교 환경적 요인에서는 그들이 일반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한

국 사회의 축소판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섞이며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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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그 결과 말

투와 문화적 습관, 외모 등에서 한국의 사회화에 빠르게 젖어들 수 있었

고 이것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교우

관계를 통하여 남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익혔으며 교사와의 관계

를 통해서 정서적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탈북학생 특별전형

을 위한 도움을 받은 정보원이 학교의 교사였다. 그러나 대안학교에 비

해서 탈북학생을 위한 집중적인 진로 지원과 풍부한 진로 탐색의 기회가

없다보니 일반학교를 다니는 탈북학생으로서 소외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였을 때 더

좋은 진로 지원 체계와 도움이 있는 일반학교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반학교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후회가 없다고 말하

였다. 그리고 학교의 교사에 관해서는 탈북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교사와 없는 교사 간의 편차가 커서 학생들이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

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탈북학생을 위한 집중적인 진로 지원과 그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멘토링과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들

간에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부터 탈북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

음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탈북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일반학교를 선택하고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려고 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고, 그를 위한 다각도의 학교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제도적 요인으로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의 도움으로 그들은 대학진학을 결심한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 자원의

분배 구조에서 승리하기 위한 사회적 지위의 획득 수단으로서 대학입학

을 결정하였다. 그들은 한국 사회가 숨어있는 불평등과 차별이 있는 곳

이라고 인식하였고 그러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을 보았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보조정책과 탈북청소년 특례입학 전형이 직접적인 입학동기였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 내면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동기를 길러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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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이 이뤄지고 한국 사회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적응이 가능하도

록 지원해주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영역

에서의 교육 구조와 체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의 인터뷰 대상이 모두 북한출신 탈북청소년인 점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매 년 증가하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청

소년’ 또한 탈북학생 교육지원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도 향후에 조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탈북 학생의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진다고 하더라도 탈북 학생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

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주도면밀한 질적 연구가 필

요하다. 남한 학교에서 교육 과정과 내용,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차이,

일반적인 지식과 직업 세계의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진로 선택

과정에서도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윤혜순(2014)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비중은 많이 있으나 사회 통합적인 성격의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세부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며 연령별, 출생지별만이 아니라 제3국 체류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개별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에서 획득한 부모들의 계급, 지위, 학력 등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적응하

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획득한 부모의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탈북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접근을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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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decision to enroll in higher

educ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LEE Hwa-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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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 has numbered over thirty

thousand, among whom juveniles account for more than 15%.

Surveys show 90% of them wish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higher

education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Yet, their poor performance at

school and insufficient basic knowledge seems to linger and thus they

drop out twice or more than the counterparts, rendering universities

in Korea reduce their enrollment quota for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related with their decision to

have higher education, aiming to interpret its significance i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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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guidance and find a viable solution to lower their drop-out

rates. For this, students, who studied at high schools that consist

mostly of South Korean, were interviewed and examined in relation

with individual, family, school, society and system fact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efficacy increased through experience of overcoming

difficulties in their school life and entered university to accomplish

their goals and dreams. Their conviction and motivation on why

tertiary education is needed for their life was, however, not so

sufficient. Second,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ranked the first

factor in determining their career path. Third, they could have

confidence, adjusting rapidly to Korean society going through

establishing peer relationship in their school life. It was found out

that confessing that they were from North Korea played a positive

role and they relied much on their school teachers' concerns and help

since they have nobody else to get useful information for their career

from. Forth, entrance policy of university, such as providing a special

enrollment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or scholarship

affected largely on the decision of whether to enter university or not.

Their main drive to have higher education was proved to get an

opportunity to achieve a certain level of social status in Korean

society.

What those results suggest to career guidance for North Korean

defector are as follows. North Korean defectors who studied at

general high schools are reported to have confidence for life in Korea,

resulted from experiencing a variety of peer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schools fail to provide less financial supports from

government than alternative educations, although they need a

specially designed program with a unique approach specified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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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re should be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teaching them

how to do career guidance for their children and to have sound

perspective on job value, since family support and counseling is

crucial. Re-education program for teachers is necessary as well in

order to provide students with proper information such as government

support programs, fully understanding their situation. Lastly,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present system, from special enroll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give scholarship to them, is helpful for

them in a true meaning. This study casts doubts on providing such

an unconditional support could cause careless decision to have higher

education without any sincere consideration on their real talents,

leading to failure in finding out the right path for those students.

keywords :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higher education,

career decision factor

Student Number : 2015-2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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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탈북 청소년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이화연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대학 진학의 과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탈북 청소년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로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연

구 참여자로 추천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석사

과정 이화연 (010-7444-5977)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

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

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

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

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며,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대학 입시 과정을 경험해본 탈북 청소년 10명 내외가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연구 참여자로 추천된 탈북 청소년에게 전화로 연구내용을 설명하여 1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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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구하고, 2차적으로 대면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 연구 참여를 위해서 요구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으

로 나이, 성별, 그리고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가 수집될 것입니다.

   - 단, 이러한 정보는 연구자와 1:1로 있을 때에 수집될 것입니다.

2) 약 6개월에 걸쳐 2-3주에 한번씩 개별 혹은 집단 면담이 요청될 것입니다. 

면담은 녹음될 것이며 소요시간은 1~2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필요시, 전

화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진학 선택 과정 : 대학에 진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

학 진학을 결정하기까지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나 사건이 있나요? 선택 과

정에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 대학 진학 준비 과정 : 대학 입학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나요? 준비 과

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을 

무엇이었나요? 주로 도움을 받은 곳이나 사람은 어디였나요?

- 대학 진학 후의 적응 과정 : 대학 진학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진학 후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는 주로, 서울대학교 교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연구참여자가 희망하는 

지역 및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6개월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질문 하지 않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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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북한 관련 개인적인 배경이나 경험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으며, 만약 

인터뷰 도중 대답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느낄 경우 인터뷰 참여자가 질

문을 중단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탈북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대학 진학 지원 방안 모색에 도

움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인터뷰 참여 사례비를 제공해드리며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

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특히, 참여하시고 계신 서

울시교육청 멘토링 활동이나 소개해주신 멘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불

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화연 연구생(010-7444-5977)입니다. 저

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

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

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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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연구 참여료가 지급될 것입니다.(교통비 포함 면담 사례비)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화연                       전화번호: 010-7444-5977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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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이 연구 과정에서 녹음이나 녹화를 한다는 것과 수집된 자료의 관리 및 

보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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