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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김화순(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지각하는 차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고학력집단을 대상으로 직업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업하향화(downward 

employment) 현상과 직업계층(occupational strata)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인적자본이론의 “인적자본의 이전장벽(tranfer barrier of human capital)”의 개념을 기초

로 하여 3개의 연구문제와 기타 2문제, 총 5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고학력 연구참

가자 10명을 대상으로 질적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0명의 북한이탈주민 고학력자들 중 8명이 취업과 직장, 고용지원센터 등 일자

리 영역에서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배제하고 무시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고학력집단은 북한에서 남한사회로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직업계층이 하향화하

였다고 인지하였다(평균 계층점수 6.3점→2.8점). 특히 교사집단이 인지하는 하락폭은 매

우 컸다(8점→1.3점). 

셋째, 교사집단은 전직으로 복귀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 외의 다른 직

업 종사자들은 특별히 전직(former job)으로 복귀하거나 연계될 것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이는 북한의 직업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적자본이 형성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결과에 기초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을 ‘인적자본

의 이전장벽’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직업이동에 따른 ‘직업계층의 지위하락’

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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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이다. 북한의 각종 직군별 직업이동에 대한 추가적 연

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재확인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직업계층, 인적자본의 이전장벽, 직업하향화 

Ⅰ. 문제의 제기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차별하는가? 지난 수년간 시행된 각종 실

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당수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

들을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갖고 차별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2010년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영국이나 노

르웨이 당국이 위장 망명으로 적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만도 수십 명

에 달한다.2)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들 중 난민신청을 통해 재이주를 시

 1) 선한승 외,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윤여상 외,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사) 북한인권정보센터, 

2005) ; 윤인진 외, ｢새터민 여성·청년 실태조사 보고서｣ ((사) 북한인권정보

센터, 2005) ; 박순성 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2009) ; 장명선·이애란, ｢서울시 북한이탈

주민 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09). 

 2)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으로의 ‘위장 망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외교통

상으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면 지난해 영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 위장 

망명자 20여 명을 적발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또한 영국은 2008년 말까지 

탈북자 망명을 수용하다 지난해부터는 단 1명의 망명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역시 2008년 11월 북한 출신 망명신청자들이 집단으로 머

물고 있던 난민수용소에 한 조사를 벌여 한국 여권 소지자 33명과 주민등록 

소지자 22명을 적발했다. 홍 의원 측은 노르웨이 정부가 이들 중 20명에게 임

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고 위장 망명자를 100명 이상으

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경우 2004년에는 20명, 2005년 30명, 2006년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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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 정착과정에서의 차별을 망명사유로서 들

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북한이탈주민사회 일반에서는 한국사회가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믿음이 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의 실

체는 분명치 않다. 그간 정부는 정착금을 비롯하여 학 특례입학과 주

거지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배려를 해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외에 천명해왔으며 한편 지나친 배려에 

한 국내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지

각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며, 한국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차별 때문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

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의 실체를 명료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의 사전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가리킨다. 차별의 개념

을 학문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논할 수 있지만, 노동경제학에서 일컫

는 ‘차별’은 만약 동일한 생산적 특성을 가진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때문에 상이한 우를 받는 것을 가리키며, 노

동시장의 차별은 다시 임금차별과 직종차별로 나뉜다. 임금차별은 고용

주들은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똑같은 직종에서 똑같은 조건 아래 일하고 

있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을 때, 이를 임금차별이

라고 일컫는다. 직종차별은 예컨  남성과 똑같은 교육수준과 생산잠재

2007년 410명, 2008년 19명, 지난해 25명이었다. 노르웨이는 2004년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05년 9명, 2006년 26명, 2007년 90명, 2008년 130명으로 늘었다. 홍 

의원은 “탈북자의 위장 망명이 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

이라며 “위장 망명자 문제가 외교 문제로 커지지 않도록 일정기간 제재를 유

예해줘 귀국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ꡔ아주경제신문ꡕ, 201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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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진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저임금직종 혹은 책임이 낮은 일자리

로 려나는 것을 가리킨다.3)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노동시

장에서의 차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의 개념을 적

용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지하는 차별의 양상이나 개념도 내부의 계층이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집단에 있어서는 그들 집

단이 지각하는 차별은 북한에서의 인적자본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장벽

에 부딪히고, 북한의 학력이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는데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차별의 내용적 실체는 북한에

서 남한이라는 낯선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자본의 이

적장벽”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가정에 따라 차별의 실체를 밝히고

자 시도한다. 

북한에서의 전문직에 종사했던 고학력집단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학

력이나 경력을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4) 여의치 않다. 그들은 오

늘날 노동시장에서 수없는 직업이동을 하면서 직업전환과 변동을 경험

하고 있고 북한에서 종사하던 직업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지속적

으로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이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기에는 여러 장애와 어려움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연구직, 한의사 혹은 약사를 

 3) Ronald G. Ehrenberg and Robert S.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Boston: Addison-Wesley, 2003). 

 4)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에는 “보호 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

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복잡한 행정구조로 인해 북한의 의료인 자

격 인정이나 국시 응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의사나 약사 

등이 국가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일부 자격제도의 개선

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총 8명의 북한 출신 의사들이 의사자격시

험을 통해서 의사의 자격을 부여받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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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할지라도 남한사회에 다시 연구직이나 한의사를 하기란 매우 어

렵다. 북한에서의 인적자본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느끼

는 차별의 문제를 북한 “인적자본의 이전장벽(transfer barrier of human 

capital)”이란 명제를 갖고 사례에 접근한다. 이전장벽 때문에 북한이탈주

민은 과거 북한에서 누린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지 않는 하위 직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면서 계층적 지위의 하향을 경험

한다. 직업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며 자아실현의 도구이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한 반영이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변동이 가져온 주관적 의

식상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양적조사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직업변동과 그로 인한 직업직위의 변동으로 인한 내적 변화를 설

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미시적으

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간의 차별논의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해당하

는 것으로 다루다 보니, 이를 계층별, 성별로 세분화하여 다룰 필요가 있

다는 점이 간과해온 것으로 보인다. 질적 연구는 보다 미시적인 계층별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의 존재를 밝히고, 북한에서 남

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한 직업계층(occupational strata)의 하

락을 인지하는지, 북한이탈주민이 말하는 차별이 이러한 직업계층의 하

향화 현상과 연관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 적으로 북

한에서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했던 계층 즉 북한에서 4년제 졸 이상을 

졸업한 후 한민국에 입국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출신 북한이탈주민 집

단을 연구 사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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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1990년  후반 이래 10여 년 동안 북한이주민 관련연구는 주로 적응론

의 패러다임 아래 적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들을 다루어 

왔다. 특히 경제활동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적응의 관점 아래 

설문을 통해 취업률, 실업률, 고용형태, 직업형태에 관한 현황을 기술하

고 있다.5)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실업과 저소득 현상이 나

타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이 낮고 특정직종이나 저임금직종에 이들의 

직업이 쏠려 있어 근로빈곤화 경향이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구직과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유로서 직업능력의 부족, 건강의 취약성 등 

여러 요인을 지적하였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고있는 

요인 중 하나는 “남한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이다.6) 

실태조사에서는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채용과 구직활동,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북한이탈주민

의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실태보고서로서 윤여상 외(2005)와 윤

인진 외(2006)의 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조사 상자들은 사업주가 북한

이탈주민의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서 “북한이탈주민에 한 선입견 때문

(34.1%, 1위)”, 북에서 배운 것이 남한사회에서 별 소용이 없기 때문(3위, 

28.5%)이라고 응답한다.7) 윤인진 외(2006)의 400명 실태조사 결과도 구

 5)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윤여상 

외,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연구｣ ; 윤인진 외, ｢새터민 여성·청년 실태조

사 보고서｣. 

 6) 선한승 외,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 윤여상 외, 위의 책 ; 

윤인진 외, 위의 책. 

 7) 윤여상 외,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연구｣,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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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활동에서의 애로로서 “북한이탈주민에 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27.7%)

를 1위로 꼽고 있다. 서울시 탈북여성 실태조사(장명선, 이애란, 2009)에

서도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차별을 가장 강하게 인지한 영역은 주로 직장에서였다. 북한이탈주민에 

한 차별논의는 주로 인권의 문제로서 북한인권의 연장선상에서 다루

어지기도 하였다.8) 박순성 외(2009)는 탈북여성들이 북한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도 극심한 인권의 침해를 받았지만, 한국에 입국한 이

후에도 인권적인 제약을 겪었으며 남한사람들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많

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차별이나 편견의 개념이 보다 명료화되

고, 학술적 논의로 발전하여 실체가 명료화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

회에서 학력이나 노동생산성은 임금과 지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이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개인이 지닌 경력이나 학력 등에 비해 

낮은 임금과 직업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차별이라고 부를 것이

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새로운 도착지에 가게 되면 이전장벽에 의해 더 

낮은 지위와 임금을 경험한다. 이주전 학력이 정착지에서의 직업에 적합

한지, 이민자가 새로운 곳에서 취업할 때에는 과소학력(undereducation)

인지 과잉학력(overeducation)인지의 문제는 인적자본 이론을 이주민 노

동시장에 적용했을 때 빈번히 탐구되는 주요한 연구 주제이다.9) 

김화순(2009)은 인적자본이론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이 한국사회에서 무용화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272명 집단의 사례를 수집하여 이들이 북한에서 보유했

던 북한인적자본이 남한사회의 일자리 즉 취업이나 소득에 어떤 영향을 

 8) 박순성 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9) Barry Chiswick and Paul Miller, The International Transferability of Immigrants 

Human Capital Skills (IZA DP No.267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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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학의 효과는 물론 남한 학의 효

과도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북한경력의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학력이나 경력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아무 효과가 없

다는 것은 북한 출신에 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인가? 아니라면, 이들

의 경력이나 학력이 한국사회에서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인가? 아

니면 북한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의 특수성 때문인가? 북한의 학력이나 경

력이 소용없다면 상 적으로 고학력 전문직 출신들은 한국사회에 온 이

후 직업계층의 하향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직업계층의 

하향화는 사회적 불만이나 차별의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고지영(2010)의 최근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계층적 변화에 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010년 6월에 경기도 거주 일반 북한이탈주민 400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한 점수를 평균 2.7점(만점 10점)으로 평가하였다. 경기도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조사 상자들은 하향/수평이동/상향이동의 세 집단

으로 나누어졌는데, 하향이동집단(62.8%)는 3.8점이 하락하였고, 수평집

단(20.5%)은 변동이 없으며, 하향집단(16.7%)은 2.8점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과반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하

락하고 있다고 지각했음을 보여준다. 고학력자 집단의 계층의식은 하향

이동 집단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 조사를 

참조하여 고학력자 집단의 계층의식의 하향 변동폭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면접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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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문제 및 자료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고학력자 집단이 인지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

에 해 북한에서 인적자본을 형성한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일종의 

이전장벽－북한 학력과 경력의 불인정 혹은 무용화로 인한 직업전환현

상에 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

를 상정한다. 연구문제 3, 4, 5는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 입각한 명제이

다. 

연구문제 1. 고학력자 연구참가 집단은 북한에서 어떤 출신성분과 계층적 

지위를 보유한 사람들인가? 부모의 배경은? 

연구문제 2. 고학력자 집단이 생각하는 차별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

가? (정의, 양상) 

연구문제 3. 연구참가자는 취업이나 직업생활의 장애요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장벽)

연구문제 4. 연구참가자들은 남한에 온 이후 직업이동과정에서 정착 초기

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나은 직업으로 상향했는가?

연구문제 5. 북한의 상층에 속할수록 남한사회에서 본인이 속한 계층지위

의 하락폭이 큰가? 또한 일반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비교 시 

하락폭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고학력전문직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종사하던 

직업과 남한사회에서 직업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북

한이탈주민이 지닌 직업의식 및 직업지위에 한 인식변화를 조사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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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이라는 관점에서 고학력 북한이

탈주민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차별과 계층의식을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추출해내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유형 중의 하나

이다.10) 

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또는 ‘왜’에 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연구자가 사건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실생활에서 동시

에 일어나는 현상을 주로 다룰 때 선호되는 연구전략이다. 사례연구의 

유형에는 설명적(explanatory) 사례연구, 탐색적(exploratory) 사례연구, 기

술적(descriptive) 사례연구가 있다.11) 본 연구는 사례연구 중에서도 인적

자본이론의 가정들이 어떻게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피는 탐색적 연구 및 설명적 연구를 지향한다. Yin(2003)은 사례

연구의 역할이 단지 양적연구의 전단계로서 탐색적 연구로 가설을 만드

는데 사용되는데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례연구는 모집단에 한 통계

적 일반화를 보조하는 역할로서가 아니라 이론적 일반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환과정에서 인적자본의 이

론적 가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각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에 한 파악을 시도하여 북

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계층적 위치변화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

핀다. 이들 사례들을 통해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중요한 인적자본의 하나

10) John W. Creswell, 조흥식 외 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

사, 2005). 
11) Robert K. Yin,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New York: Sage Publication, 

2003). 
12) 다중사례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반복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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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장경험을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자료의 수집

1) 자료 수집을 위한 질의

위의 연구문제들은 아래와 같은 개방형 질의로 만든 후 아래의 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1) 인적특성

가. 연구참가자들은 어떤 인적특성을 지닌 사람들인가?(성, 연령, 거주

지역, 가족관계) 

북한에서의 출신성분, 직업, 계층, 탈북동기(배출요인), 입국동기

(유입요인) 

(2) 직업이동

나. 연구참가자들은 북한에서 제3국, 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업전

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일직업, 유사직업, 전혀 다른 직업

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다. 직업이동과정에서 직업계층의 하향화를 경험하는가? 

이러한 하향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3) 계층의식의 변화

라. 북한에서의 계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남한에서의 자신의 

계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10점 만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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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가자의 계층적 지위 및 탈북유형추출 

질의내용 도출 개념 

소속한 

계층적 

지위 

- 북한에서의 계층(핵심, 동요, 적 )이 어디에 속

해 있었는가?

- 북한에 있을 당시 계층적 변동을 경험했는가?

성분

계층변동의 계기

가족사항

- 고향, 부모님의 직업과 교육수준, 형제자매들과

의 관계, 어린 시절의 가족관계(부모와의 애착관

계, 질병 및 장애, 중독증 

출신성분

부모교육수준

직

업

력

공식

- 본인의 최종학력, 직업기술, 자격, 첫 직장, 직업

력(歷, jobhistory)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누구의 소개로 시작해

서, 어떤 임금과 조건으로 일하다가 어떤 이유로 

그만두고, 다시 어떤 종류의 일을 어떤 경위로 

하게 되었는지, 그 일을 얼마동안 했는지 등

경력

비공식

- 시장화의 진전과 비공식경제활동

- 북한에서의 공식직업생활의 충실도 및 직장 가

동상황 

비공식경제활동 

여부

탈북동기 

및 

유입동기

- 탈북하는 이동과정과 동기 등을 통해 탈북요인

과 제3국에서 한민국으로 들어가게 된 유입요

인을 파악 

입국유형
- 정치적 유형, 경제적 유형, 가족연계형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밝힘

“북한[남한]사회의 최하층을 0으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할 때 북한

[남한]에서 귀하는 어디에 속했다고(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연구참가자의 인적 특성

연구참가 집단으로 북한주민의 10%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상위 

5%에 해당하는 4년제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을 선정하였다. <표 2>는 연

구참가자들의 성, 연령, 입국년도 및 북한에서의 출신성분과 가계, 탈북

동기, 현재의 직업을 기록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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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참가 고학력자 집단의 인적특성

사례ID

입국

년도

(연령)

성 출신성분
가족

가계직업
탈북동기 현 직업

사례1
2008.11

(39)
여성 핵심계층

교육자집안

사별

사별로 어려움

충국친척 유혹

한국CD

수학교사

사례2
2001.7

(40)
남성

동요계층

(중국태생)
직장설계

중국 수

친척권유

학생

(박사과정)

사례3
2006

(26)
남성

동요계층

(북송재일

교포)

부모이혼

운전수

수

한국CD, 라디오

구직자

(교사지망)

사례4
2002

(43)
남성

동요계층

(중국출신, 

항상 불안)

지방공업총국 

지도원

성분으로 인한 

차별 우와 경

제적 동기

공단직원

사례5
2003.12

(50)
여성

동요계층

(중국출신)

공장부지배인/

공장장

남편 수로 인

한 보위부의 

감시

민간단체

간부

사례6
04.11

(57)
남성

적 계층

(부농 출신)

일본유학

졸(부), 인텔리

중국친척방문

-: 북한사회 환

멸

프리랜서

작가

사례7
2005.6

(46)
여성

핵심계층

(호의호식)

김일성 (부) 

김형직사 부(모)

남편의 탈북으

로 가족권유

구직하면서

아르바이트

사례8
2007.2

(40)
여성 핵심계층

기계설계 3급기

사(부) 주부(모)
동료의 권유

사회적

기업사원

사례9
2007.8

(44)
남성

핵심계층

(해외연고자)

학교원(부)

주부(모)

국내에 있으면 

안 되는 사정

미취업

(질병)

사례10
2003.1

(34)
남성

동요계층

(할아버지 

행방불명)

행정간부(부), 

55세 입당

방직(모)

라디오·드라

마 청취

탈북자단체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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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학력과 성분

연구참가자들의 입국연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연구참가자의 성분은 동요계층 5명, 핵심계층 4명, 적 계층 1명

이다. 

가. 연구참가자들은 어떤 인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인가?(성, 연령, 거주지

역, 가족관계) 

북한에서의 출신성분, 직업, 계층, 탈북동기(배출요인), 입국동기(유입요인) 

고학력자 집단에게 “북한[남한]사회의 최하층을 0으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할 때 북한[남한]에서 귀하는 어디에 속했다고(속한다고) 생각하

십니까”에 한 응답을 통해 계층적 위치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에 6.3

점으로 나타났다. 최고점수는 9점이었고, 최하 점수는 4점으로서 고학력

자 집단의 북한에서의 계층지위에 한 자기평가는 높은 편이다.13) 고학

력자 집단 중에는 동요계층이나 핵심계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적 계층도 발견되었다. <사례 2>는 부친이 중국태생의 적 계층 출신

 13) 고지영 외(2010)의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남한 국민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분석한 조사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고지영의 문항을 활용하였

다. 경기도(2010)의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남한 국민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분석해 보았는데, 동일한 설문에서 남한 남성의 평균 계층의식은 4.1점, 여성

은 4.0점, 전체 4.0점으로 나타난다. 이에 단순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평가한 북한에서의 사회계층적 지위점수 6.3은 매우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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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D
입국

년도

출신

지역

계층

점수
입국요인 탈북동기 이주유형

사례 1
2008.11

(02.8)
함북

유족

7
한국CD

사별로 어려움 

중국친척 유혹
경제적 유형

사례 2
2001.7

(1999)
함북 중 5 - 중국 수 친척권유 경제

사례 3 2006 양강 상 8 한국CD, 라디오 수 경제

사례 4
2002

(2001.10)
청진 중 6 경제적 동기

성분으로 인한 차

별 우
정치+경제

사례 5
2003.12

(2000.6)
함흥

중상

7
-

남편 수로 인한 

보위부의 감시
사건

사례 6
2004.11

(98.5)
청진

중상

6

중국을 6년간 

떠돌다 입국

중국친척 방문: 북

한사회 환멸
경제

사례 7
2005.6

(05.05)
함흥

최상

9

한국직행

13일만에 도착

남편의 탈북으로 

가족권유
정치적 사건

이어서 항상 열등의식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고등중학교 졸업 후 탄광

에 배치되었으나 탄광노동에 3년 동안 열심히 종사하며 당의 신뢰를 받

고, 4년제 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들 사례들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학력자 집단 10개의 사례 중에 5개

의 사례가 동요계층 출신이었는데, 집안이 중국 출신이거나 북송교포여

서 북한에서 차별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해 항상 불안했다고 말하

고 있는 점이었다. 

아버지가 중국 출신이었고 0000 학을 졸업하고 00공업총국 지도원으로 

사업하셨는데, 아버지가 중국 출신으로 성분에서 떳떳치 못한 것으로 늘 성

분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중국 출신으로 차별 우를 받아 승진이나 자녀 

학추천서도 고배를 겪어야 했다. (사례 4. 남, 40 , 2002년 입국, 동요계층) 

<표 3> 연구참가 고학력자 집단의 탈북동기와 이주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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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2007.2

(06.7)
함북 하 4

브로커가 한국

루트로 직결

조국장래에 한 

회의/동료의 권유
경제

사례 9
2007.8

(2003.2)
함흥 중 5

기왕 떠나온 거 

한국에 가서 당

당히 살고파

국내에 있으면 안 

되는 사정
사건

사례 10
2003.1

(99)
함흥

중상 

6

탈북하면서 바

로 한국을 목표

로 함

라디오를 듣다가 

단속에 걸림
정치적 사건

이들 고학력자 집단이 탈북하게 된 원인으로는 남편의 탈북, 라디오를 

듣다 걸림, 보위부의 감시, 국내에 있으면 안 되는 개인적 사건 등이다. 

탈북동기는 경제적 동기와 정치적 사건, 개인적 사건 등 여러 요인이 복

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례 7>은 북한 K명문  출신

의 부모 밑에서 핵심계층으로서 명문 를 나와 최상층의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탈북하는 바람에 신변의 안전을 위해 가족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하게 된 경우였다. 

2.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인지하는 차별

북한이탈주민 고학력자 집단이 인지하는 차별받는다고 보는 영역과 

양상을 알기 위해 각 영역에서의 어려움과 장애에 해 질의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관련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나. 고학력자 집단이 생각하는 차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다. 취업이나 직업생활의 장애요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녹취록을 읽어서 차별의 내용으로 <표 4>와 같은 개념어를 추출하였

다. 스트레스 1번, 갈등 1번, 편견 2번, 경쟁 2번, 북한 2번, 거부 3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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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번, 무시 3번, 부정적 인식 3번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한 부정적인 어

감을 주는 배제와 무시, 부정적 인식과 같은 개념들이 각 3번씩 등장해

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스트레스나 갈등과 같은 부정적

인 어감이 상 적으로 적은 어휘는 1번 등장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

한사람들이 일자리 영역에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아예 끼워주

지 않고 배제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사례에 나타난 차별을 상징하는 개념어 

횟수 각 1번 각 2번 각 3번

추출된 개념어 스트레스, 갈등 편견, 북한, 거부, 경쟁 배제, 무시, 부정적 인식

본 연구에 참가한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집단 10개의 사례 중 8개의 사

례의 참가자들이 인지하는 차별은 아래와 같다.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차

별받는다고 인지한 영역은 취업 시와 직장에서였고, 그 외의 곳으로는 

한국사회 전반과 고용지원센터였다. 연구참가자 10개의 사례 중 8개의 

사례가 차별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한 사례는 답을 회피했고 한 사

례는 차별받는다고 인지하지 않았다. 이 중 8개의 사례가 취업 시 차별

받았다고 지목했고, 5개의 사례는 직장에서 자신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사회전반의 차별의식을 지목한 사람은 2개의 사례였고, 고용

지원센터에서 차별받았다고 지목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 관련 민간단

체에서 차별받았다고 지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반면에, 거의 활용

하지 않는다고 선행연구에 나타난 고용지원센터를 차별을 받은 상처

로 지목한 사실은 흥미롭다. 이것은 고용지원센터를 별로 활용하지 않는

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잘 활용하지는 않지

만, 고용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차별받는다고 

지각하기에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한 인식❙ 93

사례ID
차별인지

영역
양상 안 개념

사례 1 직장생활
한국인들의 편견

한국인들과의 갈등

시간의 경과

상호간 수용이 필요
편견, 갈등

사례 2

취업

탈북자의 신분

탈북자라고 알면 그 자

리에서 거절함 - 거부배제를 견디는 

힘

- 한국사회를 수용

거부

스트레스

직장생활
인정과 아량이 없음

안정성 없고 스트레스 줌

사회전반
탈북자들을 거부 배제하

고 편견 가짐 

거부, 배제, 

편견

사례 3

취업 탈북자라는 부정적 인식

자신의 인내 

부정적 인식

사회전반

남만큼 사는 것이 조련

치 않다(힘들다). 북에서

는 이런 격정하며 살지 

않았다. 

경쟁

사례 4

취업
탈북자에 한 거부, 배

제
거부, 배제

직장

탈북자에 한 무시의식

탈북자는 자신보다 못하

다는 인식

무시, 열등

사례 5

취업 북한에서 온 탈북자 북한

고용지원

센터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북

한인을 무시
무시

사례 6

취업
북한인/나이/현장직/전

문경험 없음

본인이 알아서 해야

자기개발해야 

무시

북한
직장

한국사람이 탈북자를 개

취급 

보상해주지 않음 

고용지원

센터

직장신청했으나 상담해

주지 않음 

사례7 취업
사회와 국가의 냉 와 배

제 부정적 인식

부정, 배제, 

국가와 사회

의 냉  

<표 5> 북한이탈주민 고학력자 집단이 인지하는 차별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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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남한사람의 밥그릇 싸움 경쟁

사례8

차별에 

한 인식 없

음 

차별에 한 인식 없음 경력 없으니 특별채용
차별에 한 

인식 없음

사례9 취업
북한에 한 인지도 

탈북자에 한 색안경
자기 노력 부정적 북한

사례10 취업 차별에 한 인식 없음
차별에 한 

인식 없음

사례ID
북한

학력
전공

북한직업명

(비공식)

북한

계층

점수

남한 직업명 1

(경력)
현재 직업

남한

계층

점수

사례1 사범 학 수학 고등학교 수학교사 7 탈북민학교 교사 제조업공장 조립 2

사례2 졸 수산 수산사업소( 수) 5 NGO 간사 지역지 기자 3

사례3 졸 체육 교사(전자제품 수) 8 학생 구직 중 1

사례4 졸
화학

분석
3 혁명소조( 수) 6 컴퓨터 학원 직원 00공단(6년) 3

사례5 경제 졸 회계
기업소부기 

10년 외
7 입주가정부 민간단체 5

사례6 졸
광물

학과
탄광기사 3 00농장 1년 5개월 책집필 중 2

3. 북한에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회고

연구참가자들은 북한에서 제3국 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업전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즉 동일직업, 유사직업, 전혀 다른 직업으로 이

동하는지 여부에 해 살펴보았는데, 부분 전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

였고, 유사한 직업경험을 가졌던 경우는 <사례 1>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을 상으로 한 인종특수시장의 경우로 한정되었다. 

<표 6> 연구참가자의 직업이동과 계층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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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졸 미술 공산 학 교원 9
수영장 관리원 

1년 6개월

식당(1년 1개월)

청소년수련관 

강사

1

사례8
평양소재

졸

기계

공학

종이공장 기술실

(장사)
4

통일교육홍보강사

통일관련 연구NGO
학원생 1

사례9 졸
전자

자동화

전기통신관리기사

(가전제품수리)
5 차 수리 - 3

사례10 졸
전자계

산기

무역회사에서 

외화벌이
6

정 회사 취업

(1.5년)
00NGO방송 7

총계 6.3 2.8

연구참가자들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과 동일직업으로 진입 못

하는 이유는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참

가자 10명의 사례의 재북시 직업군을 나누면, 교사군(사례 1, 3, 7), 회계

(부기)(사례 5), 무역업 종사자(사례 2, 4, 10), 제조업종에 속한 기술직(사

례 6, 8, 9)이며, 사례 4는 직업배치를 받았으나 배치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비공식 수업에 종사하던 경우이다. 북한의 기업소 

출신집단(사례 5, 6, 8, 10)은 주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을 통해 생계수

입을 챙겼다면 사례 4와 9는 직장 외에서의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 북한교사 집단(사례 1, 3, 7)

북한의 교사 출신들은 경제난 이후에 직업을 유지하기에는 생계에 위

협을 느껴왔고, 남한에 온 이후에는 체제적 상이성으로 인해 다른 직업으

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 또한 수월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사군의 경우를 보면 학교원인 <사례 7>의 경우, 남한에서는 처음

에 청소년수련관의 강사직을 가졌으나 시설 관리원→식당 보조로 직업

이 점점 더 하향되고 있었다. <사례 1> 수학교사는 제조공장의 조립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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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하고 있었으며, <사례 3>의 체육교사는 남한에서 학을 다시 졸업

하고 구직 중에 있었다. 이처럼 <사례 1>과<사례 7>의 경우는 북한에서 

교사경력을 지닌 경우인데, 이들의 교사 경력은 남한사회에서 직업을 구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사례 5>(부기)는 북한의 교

사직은 원래는 직업적 위신이 높은 직업이었으나 북한의 경제난 이후 이

미 교사직의 지위는 북한사회에서도 낮아졌다고 구술한다.

질문: 북한교사의 직업적 지위는 어떻게 보시나요? 점수로 치면 몇 점이나 

주시겠는지요? 

사례 5: 경제난 이후에는 그렇게 높지 않지요. 6점? 5점? 저는 북한에서 부

기(회계)였는데 교사가 저보다 나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안 드네요. 

저의 경우에는 제 아이들의 선생님의 생계도 도와드렸어요. 잘 봐달

라는 뜻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을 제 로 가르칠 수 

없어서. 아이들 생각을 해서. 그러니 교사를 높게 보기가 힘들죠.(사

례 5) 

전직 교사 출신의 연구참가자들은 교사직을 가장 높은 계층으로 스스

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체제가 달라서 남한사회에 와서 다시 교사직을 

갖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1>은 남북한의 체제차

이, 즉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전직

(former job)이었던 교사직을 일치감치 포기한 경우였다. 

질문: 교사를 포기하신 이유는? 

사례 1: 교사를 포기한건 아니고 남한의 현실에서. 북한에서 사범 학 학

생들이 출신성분이 제일 좋아야 돼요. 사범 학 학생들이 성분이 아

주 좋아요. 남한도 이전에 이데올로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북한 출신 

교사를 안 쓸 거다. 저는 나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교사는 포기를 했지요. 학생들을 일선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새롭게 

직장생활에 도전해보자 해서 회사로 건 거죠.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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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은 현실적으로는 다른 직업을 일단 선택했지만 다시 교사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무엇보다 전 직업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하던 일의) 계승

성을 갖게 한다면 남한사회에 입국한 데 한 충분한 만족을 가질 것 같습니

다.(사례 1)

명문 를 졸업한 북한의 최상층이었던 학교원 <사례 7> 역시 교사

직을 다시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 <사례 7>은 남한에서의 생활이 어려움

에 처해 있었고 직접적인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다. 

북한사람들은 엄청 어려운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학원을 다녀야만 했고 

5만원 교육지원비가 교통비도 모자라 저는 하다가 그만두고…… 저는 15세

의 딸과 함께 나와 심지어는 3끼를 굶어본 적도 있었어요. 이 사회에서는 북

한에서 전문직한 사람들에게 쉽게 일자리를 잡을 수 없게 해요. 일종의 남한

사람들의 밥그릇 싸움이죠. 북한의 전직(former job)을 살려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예요. 

이처럼 교사 출신자들의 경우는 체제적 상이성으로 인해 남한에서의 

교사생활은 다른 직업기술과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서 직업을 연계할 수 

없다고 보거나(사례 1), 교사를 다시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남한사람들

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보았다(사례 7). 그러나 <사례 2>는 20 의 나이

로서 남한에서 처음부터 다시 북한에서와 같은 전공(체육)의 학생활을 

한 후 교사로서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의 진로가 주목된다. 

2) 북한의 기업소 출신집단(사례 5, 6. 8, 10) 

<사례 5(부기)>의 경우를 보면 북한의 체제하에서는 공식 기업소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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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생존을 위해 직업윤리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질문: 어떤 직업에 종사하셨습니까? 

사례 5: 기업소 부기업무로서 비날론 직장 비날론 생산하는 일이었죠.

질문: 배급이 중단되곤 했을 텐데, 그 외의 다른 수입원은 없었습니까?

사례 5: 생산물을 로획하여 시장에 암거래하는 방법으로 생계유지하였어

요. 북한에서 로동자들은 노골적으로 해먹고 당일군은 당당히, 안전

원은 안전하게 해먹는다는 말처럼 ‘생산물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생활

에 많이 보탰죠.

<사례 10(외화벌이)>은 북한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외화벌이’라는 인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역시 직업에 한 자부심을 찾아보기는 어

려웠다.

질문: 직장생활은 어떠셨어요? 

사례 10: 외화벌이가 뻔하잖아요? 외화사업소는 어떻게 하나 돈벌이를 많

이 하는게 기본이니까 충성심이라기보다 그저 어떤 수단방법을 가

리지 않고 돈벌이가 주 업무였죠. 충성심보다 이윤을 남기자고……

실리 위주가 기본이죠……. 

질문: 공식직장에서 배급(임금 지급)은 제 로 이루어졌는가요? 

사례 10: 배급이나 임금에 의존하던 시 는 지났으므로 잊은 지는 오래지

요. 허지만 개인 외화벌이가 수입이 짭짤하다보니 생활에는 별 지장

이 없었어요. 

각각 수산소 직원과 외화벌이 직업을 가진 <사례 2>과 <사례 10>은 일

종의 무역업종에 근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직업에 

해 5와 6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NGO관련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으며 <사례 5>도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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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에서 일하는 <사례 5>와 <사례 10>은 자신의 남한에서의 계층지

위에 6과 7이라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남한주민들은 

사회단체나 NGO에 있는 경우 자신의 직업계층을 그다지 높지 않게 생각

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이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와 반 로 남한사회에서의 계층적 위치를 낮게 평가한 사례는 3과 

8이었다. 학생으로 있는 <사례 3>은 학을 졸업 후 구직 중이었고, <사

례 8>은 학 졸업 후에 학원 재학 중이었는데, 자신들의 계층을 가장 

최하점인 1로 평가하였다. 이는 학생의 신분인 까닭에 돈을 벌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고학력에 한 존경심이 남한사회보다 상

적으로 낮은 북한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 비공식 직업으로 생계유지(사례 4, 9)

<사례 4>는 아예 공식직장을 떠나 생계유지를 수로 한 경우이다. 

고난의 행군 시에 각 곳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

려 정상공급 시보다 수입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가전제품들을 수리해주는 

일부터 하였는데 그 수입도 괜찮았고 그게 주 생계용이 되었지요. 중국과 집

을 오가면서 수를 진행하여 생계를 유지했죠. 집과 중국을 한 달간이 왕복

시간이 걸렸는데 이 한 달간이면 어떤 물건도 찍어가지고 오면 수입이 되었

죠(사례 4). 

고학력 연구참가 집단이 남한사회에서 북한사회에서 가졌던 직업과 

유사한 수준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는 북한에서와 동일한 직업이 

없어서, 남북한 체제가 달라서, 북한의 학교에서 배운 것과 남한의 학교

에서 배운 것은 달라서, 북한의 직장과 남한의 직장에서의 기술이 달라

서, 남한사람들의 북한에 한 편견 등 여러 장애요인 등을 생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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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직업세계의 붕괴로 인해 고학력 북한이

탈주민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자세를 갖거나 직업기술의 연마를 할 기회

가 없었다. 

고학력자들의 직업경험을 보건 , 북한에 있을 당시에도 북한의 사회

체제의 붕괴로 인해 직업적인 직무기술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직업윤

리를 유지할 수 없었다. 외적으로는 좋은 직장이 있는 경우에도 비공식

영역에서 가외의 생계유지 활동을 해야 생존하는 상황이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남한에서의 직업이동과정에서 “정착 초기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나은 직업으로 상향할 것이다”라는 것이라는 인적

자본이론의 기본가정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고학력자들은 직업전환을 거듭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직

업으로 상향하는 경우는 <사례 4>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았다. 나의 ‘기

업소출신 집단’, 다의 ‘비공식 직업 집단’ 모두 북한에서와 같은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에 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북한에서의 직업경력 인정에 

해 어떤 미련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직업생활을 회상하는 과정

에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체제의 어려움(기업소 집단, 비공식직업 집단)

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조

달했음을 회고하고 있다. 

연구문제 4. 남한사회에서의 직업전환과정에서 정착 초기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나은 직업으로 상향할 것이다. 

위의 명제가 확인되는 사례를 발굴하고자 하였지만 <사례 4> 외에는 

남한사회에서의 직업이동과정에서 뚜렷하게 직업계층이 상향이동한 사

례를 발견하기란 어려웠다. <사례 4>는 컴퓨터학원 직원에서 출발하여 

○○공단직원으로 특채된 경우였는데, 이 또한 실력에 의한 상향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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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특채’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입사한 

경우였다. 남한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별한 입사기회를 이용해서 취업한 경우였다.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고학력 북한이탈주민들은14) 정부나 기업이 

그들을 특별채용을 해줄 것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

들이 남한사람들과는 직업영역에서 경쟁해서 들어가기가 어렵고 직업이

동을 통해 더 나은 직업으로 상향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

기 때문에 특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의 특별한 배려나 지원 없이는 일반노동시장 즉 1차 노동시장 안으

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예상할 수 있다. 

4. 직업이동에 따른 계층변화에 대한 인식 

연구참가자들이 계층순위를 높게 평가한 직업은 학교원(9)＞교사(7 

혹은 8)＞부기(7)의 순이다. 그 외에 외화벌이 6점, 수산사업, 전기기사는 

5점, 기술실 4점, 탄광기사의 경우는 3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북한사람들

이 사무직을 매우 선호하되 기술직을 선호하지 않는 행태의 반영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가장 높은 계층점수를 부여한 사례는 <사례 7>인데, 부모 모

두 북한의 최고 명문 학을 나오고 본인도 명문 학을 나와 학교 교원

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사례 7>은 핵심계층으로서 최상의 유복한 생

활을 하였으나 남편이 먼저 탈북하면서 2005년도에 동반탈북하게 된 경

 14) 이와 같은 견해를 주장한 단체로는 북한의 졸자 출신들이 모여서 결성한 

NK지식인연 가 있으며, 표인 김흥광은 북한이탈주민 고학력자를 정부가 

기업에서 특별채용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8월 이화여  주최, 북한이

탈주민 일자리 책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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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 가장 낮은 계층점수 3을 부여한 <사례 6>은 부농 출신의 적 계

층으로서 탄광 등에서 기사로 근무하였던 경우이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계층지위에 한 자기평가의 경우 “북한에서의 출신성분”이 결정적 요인

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연구참가자들은 4년제 혹은 5년제 학

에서 수학, 수산, 체육, 화학, 회계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였으며, 북한

에서의 소속계층에 한 인식은 평균 점수 6.3으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

었다. 그러나 남한사회로 온 이후 남한사회에서의 소속계층에 한 인식

은 2.8로 낮아졌다(6.3→2.8). 

앞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5에서, 

북한의 상층에 속할수록 남한사회에서 본인이 속한 계층지위가 하락의 폭

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전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 3.5점의 점수가 하락했다. 이는 일반 북한이탈주민 중 하

향이동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이다.15) 

그렇다면, 남한에서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 <사례 5>와 <사례 7>이다. 이들은 남한에서의 자

신의 계층적 지위에 6점과 7점을 주었다. 이들은 모두 NGO관련 일을 하

고 있었다. 예상외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사회단체에서 일할 경우 자

신의 계층적 위치를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외였

던 것은 남한주민에게는 최고의 선호기업인 공기업에 일하고 있는 <사

례 4>가 자신의 위치를 3으로 낮게 평가한 점이다. 이와 같은 예상외의 

결과는 그간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칙사회관련 단체를 많이 만드는 현상

 15) 고지영(2010)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남한 국민의 주관적 계층

의식과 비교하기 위해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의 동일한 설문을 

하였는데, 본 질의에서 사용한 문항도 같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는 남

한 남성의 평균 계층의식은 4.1점, 여성은 4.0점, 전체 4.0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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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사 집단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변화에 대한 평가

사례I

D

북한

학력
전공

북한직업명

(비공식)

북한

계층

점수

남한 직업명 1

(경력)
현재 직업

남한

계층

점수

사례1 사범 학 수학
고등학교

수학교사
7

탈북민학교 

교사
제조업공장 조립 2

사례3 졸 체육
교사

(전자제품 수)
8 학생 구직 중 1

사례7 졸 미술 공산 학 교원 9
수영장 관리원

1년 6개월

식당(1년 1개월)

청소년수련관 강사
1

평균 8 1.3

사례ID
북한

학력
전공

북한직업명

(비공식)

북한

계층

점수

남한 직업명 1(경력) 현재 직업

남한

계층

점수

사례5 경제 졸 회계
기업소부기

10년 외 
7 입주가정부 민간단체 5

의 원인을 설명해준다. 이는 북한체제가 권력과 정치에 의해 모든 일이 

결정되는 사회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욕구와 직업계층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북 시 직업을 유

형별로 교사 집단, 기업소 집단, 비공식직업 집단의 세 유형으로 분류해

서 계층점수를 집계해보면 <표 7>과 같다. 우선 교사 집단의 경우 계층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북한에서의 계층적 지위 점수는 8

점인데 남한에서의 계층점수는 1.3점으로서 무려 6.7점이 낮아졌다. 

두 번째 기업소 종사집단은 5점에서 3.7로 낮아졌는데, 이는 1.3점 하

향한 것으로 차이는 크지 않다. 

<표 8> 기업소 집단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변화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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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졸
광물

학과
탄광기사 3 00농장 1년 5개월 책집필 중 2

사례8
평양소재

졸

기계

공학

종이공장 기

술실(장사)
4

통일교육홍보강사

통일관련 연구NGO
학원생 1

사례10 졸

전자

계산

기

무역회사에

서 외화벌이
6 정 회사 취업(1.5년) 00NGO방송 7

평균 5 3.7

<표 9> 비공식 집단의 자신의 계층적 지위변화에 대한 평가

사례ID
북한

학력
전공

북한직업명

(비공식)

북한

계층

점수

남한직업명 

1(경력)
현재 직업

남한

계층

점수

사례4 졸
화학

분석

3 혁명소조

( 수)
6

컴퓨터 학원

직원

00공단

(6년)
3

사례9 졸
전자

자동화

전기통신관리

기사

(가전제품수리)

5 차 수리 - 3

평균 5.5 3

세 번째 비공식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집단을 보면 5.5→3점으로 계

층점수가 두 번째 집단보다는 하락폭이 커서 2.3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세 집단 중 교사 집단의 계층하락폭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이 비공

식 집단, 세 번째가 기업소 근무 집단이다. 

그렇다면 연구참가자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면서 발생한 자신의 

계층변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10개의 사례 중에서 <사례 10>만이 

예외적으로 점수 6점에서 7점으로 상향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나머

지 9개의 사례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면서 자신의 지위가 하락했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10>의 북한에서의 전직은 외화벌이인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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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와서 북관련 NGO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였다. 이들의 평균

치를 보면 북한계층 평균점수 6.3점에서 남한계층 점수 2.8로 점수가 하

락하였다. 

교사 집단 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전직과의 계승성, 연관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교사 집단은 특히 계층의 하락폭을 크게 느끼고, 전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한 

향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결론: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자기 인식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이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직업이동과 직업계

층의 변화에 한 인식을 연계하여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차

별의 실체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고학력자들은 차별을 주로 취업과 직장, 고용지원

센터 등 일자리영역에서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취업영역에서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배제하고 무시한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둘째,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직업계층 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향이동,

하향이동, 수평이동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눌 때, 고학력자 집단은 하향

이동 집단 내에 속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고학력 집단은 직업계층의 

하향이동을 경험하였고 또한 직업계층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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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에 참가한 고학력자 사례에서는 교사집단을 제외하고는 전직

으로의 복귀나 경력을 연계하는 직업을 원하기보다 재교육을 원하고 있

었다. 

셋째, 타 북한이탈주민 집단과 마찬가지로 고학력자 집단 역시 인적자

본의 이전장벽을 논의하기 이전에 북한의 직장생활을 통해 인적자본의 

형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직업영역에서 경력형성이 정

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2의 직업. 혹은 불법적인 수단 즉 수

로 생활자금이 조달되었다. 교사 등의 직업은 경제난 이후 직업적 권위

가 낮아지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의 직업상황이 고학력집단조차도 소수

의 직종 외에 인적자본이 형성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그들 역시 남북한 체제 간의 상이성을 인식하고 있어 한국사회에

서의 새 출발을 원하고 있었다.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사례연구를 통해 새로이 얻은 결론은 고학력 북

한이탈주민 자신이 북한직업의 경력을 그 로 인정받기보다는 한국사회

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북한사회에서 제 로 된 직업경력을 쌓지 못한 

세 이며, 북한에서의 직업경험이 남한사회에서 실제적인 직업능력이 

되기 힘들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자리로부터 자신

들이 배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의 사례를 통해 보건  이들이 말하는 차별을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전

장벽보다는 ‘체제 간 격차로 인한 직업계층의 하락’과 이로 인해 발생하

는 억눌리고 억울한 감정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적자본의 이전장벽은 시간이 가면 차차 낮아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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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된 인적자본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 본 연

구 결과는 그간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한 인적자본의 투자효율성이 낮

다는 평가에 해 낮을 수밖에 없는 단서를 제공한다. 연구참가자 중 교

사집단은 과거 직업으로 연계된 전직(前職)으로의 복귀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고 직업계층(occupational strata)의 하락폭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

다. 현재 교사 집단에 한 일부 관리16)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정책

과 사회통합차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책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가 북한 인력에 한 투자를 좀 더 높여 고

급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 및 중 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북한의 직업군에 해 직업의 연계

성에 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들을 재확인해나가

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접수: 2010년 11월 9일 / 수정: 2010년 11월 24일 / 게재확정: 2010년 11월 30일

 16) 2010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 특임센터에서는 북한교사 출신을 

상으로 NK교사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료 후 이들을 방과 후 

교사 등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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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ception of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ata and 

Discrimination Recognized by the Highly Educated North Korean 

Migrants 

Kim, Wha-soon(Ewh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ature of discrimination recognized by the 

North Korean migrants in Korean society. For this, study on the downward 

employment effect that can occur during occupational change and the 

perception of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ata had been carried out. 

Total of 5 study objectives were established, of which 3 were based on the 

“transfer barrier of human capital” concept of human capital theory. 

Qualitative interview was carried out on 10 highly educated study participants, 

and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3 outcomes.

Firstly, 8 out of 10 highly educated North Korean migrants recognized that 

they were being negatively perceived, excluded and ignored at workplaces 

and employment service centers.

Secondly, the highly educated group recognized that their occupational 

strata have downgraded as they moved from North Korean to South Korean 

society (dropped from average strata score of 6.3 to 2.8). The degree of 

downgrade was especially large for the teacher group (dropped from score 

of 8 to 1.3). 

Thirdly, the teacher group desired to return to their former job. However, 

other occupational groups did not particularly wish to return or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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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순

한국기술교육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이화여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

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기업의 탈북이주민 노동력 활용에 관한 연

구: 통합방법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인적자본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치는 영

향”,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등이 있다. 

associated with their former jobs. This is because occupational activity is not 

normally established in North Korea and, as a result, there has not been an 

opportunity for human capital to be created.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it is inappropriate to explain the 

discrimination North Korean migrants recognize in the Korean society as 

“transfer barrier of human capital”. It is more valid to interpret as the reaction 

to “downgrade of occupational strata” caused by occupational change. This 

strongly impli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confirm and theorize 

the above study results through additional study on North Korea’s occupational 

change by various occupational groups.

Keywords: North Korean Migrants, Occupational Strata, Transfer barrier of 

human capital, downward employ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