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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의 목 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은 상실 경험이 남

한사회 응과정과 어떻게 연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이를

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재북 남한입국 과정에서의 부모

상실 경험과 생태학 환에 하여 살펴보고,남한에서 겪는 어

려움과 극복 과정을 살펴보았다.이러한 연구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부모 상실 생태학

환의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응 과정에서 겪는 어

려움은 무엇이며,이들이 경험한 상실과 어떻게 연 되는가?

셋째,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 응 과정에서 겪는 어

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연구문제에 한 답을 찾기 해,남한에 거주한지 1년이 넘은

16-21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10명과 면담을 진행하 다.면담

내용을 사하고,코드를 부여했으며,범주화 과정을 거친 뒤,범

주 간 연 성을 분석하 다.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

가,익숙하던 가치 과 문화,친 감을 느끼던 친구,부모 형제

자매 등 익숙한 환경 상실을 경험한다.특히 어머니 상실은 명확

한 상실,모호한 상실,비 상실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서 학교 응,사회 계

형성,타인에 한 불신감,가족 부양 부담감,정체성 혼란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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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려움을 겪었다.익숙한 환경 상실 경험 차이와 어머니 상실

유형에 따라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의 양상이 상이하 다.

셋째,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족을 재구성하고,인 ·제도

지원을 받으며,정체성 형성 과정을 통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극복과정은 자신이 겪

은 상실과 어려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분리된 이유에 따라 무연고 북한이탈청소

년이 경험한 익숙한 환경상실의 양상이 상이하며,어머니 상실 유

형에 따라 남한사회 응과정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

한다.북한에서 부모 분리를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가치 ,문화, 래 상실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지만,정당한 구성

원이 될 수 있는 국가에 한 상실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다.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입양,

종교 등 극 처를 통해 어머니 상실을 극복하기 하여 노력

하고,인 ·제도 지원을 활용한다.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심리 외상으로 인해 래 계형성의

어려움 타인에 한 불신감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는다.어머니의 부재를 일시 분리로 바라

보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서 어머니와 재회가 가능하

다는 희망을 통해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과정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유사

하게 학교 응,사회 계,심리 외상을 겪었지만,보다 구체

으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극복과정의 양상은 차이가 있다. 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생태학 환에 하여 살펴보

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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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여러 환경 상실을 경험하 으며,그러한 상

실은 남한사회 응과정에 향을 다.마지막으로 무연고 북한

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의 다양한 유형을 다루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어머니 상실유형에

따라 남한사회 응과정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

주요어 :북한이탈청소년,무연고 청소년,모호한 상실,

생태학 환, 응

학 번 :2014-22902



-iv-

목 차

국문 록

Ⅰ.서론 ····································································································1

1.문제제기···························································································1

2.연구 목 과 연구 문제·································································4

Ⅱ.이론 배경 선행연구 검토 ··········································6

1.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6

1)가족의 해체 경험·····································································6

2)부모 분리와 심리 외상·······················································7

3)학교교육의 부재·······································································8

4)정치·경제체제의 변화 경험···················································9

2.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10

1)모호한 상실·············································································11

2)생태학 환과 익숙한 환경 상실···································12

3.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응 련 요인···················13

1)가족···························································································13

2)학교···························································································14

3) 래···························································································15

4)지역사회···················································································17

Ⅲ.연구 방법 ······················································································19

1.연구 참여자···················································································19

2.자료 수집·······················································································23

3.자료 분석·······················································································23



-v-

Ⅳ.연구 결과 ······················································································25

1.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상실···································25

1)부모 상실·················································································25

(1)명확한 아버지 상실·······················································25

(2)어머니 상실의 다양한 유형·········································26

2)생태학 환으로 인한 익숙한 환경 상실·····················29

(1)형제자매 상실·································································29

(2)친 감을 느낀 친구 상실·············································31

(3)익숙한 가치 과 문화 상실·········································33

(4)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 상실···················35

2.남한사회 응의 어려움·····························································37

1)학교 응의 어려움·······························································37

(1)지나친 심에 한 거부감·········································38

(2)벗어나고 싶은 보호의 틀·············································39

(3)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진로의 부담···························41

2) 래 계형성의 어려움·······················································43

(1)만나기도,사귀기도 어려운 남한친구························43

(2)같이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고향친구·······················45

3)타인에 한 불신감 ·····························································46

4)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48

5)정체성 혼란·············································································50

(1)내가 구인지에 한 고민·········································50

(2)잘하는 게 없는 나·························································50

3.어려움 극복과정···········································································51

1)가족의 재구성·········································································51

(1)가족주의 가치 ·····························································51

(2)새로운 부모가 생긴 기쁨·············································53



-vi-

(3)남한에서 가족과의 재회를 소망 ·······························54

2)인 지원·················································································57

(1)함께 남한에 온 가족 구성원·······································57

(2)엄마 같은 학교 선생님·················································58

(3)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교회사람 ···························59

(4)고마운 형사님과 정착도우미 ·····································60

3)제도 지원·············································································61

(1)부족하지 않은 경제 지원·········································61

(2)진로 탐색을 한 지원·················································62

(3)제도 지원으로 인한 가치 변화···························63

4)정체성의 형성·········································································64

(1)잘할 수 있는 국어·····················································64

(2)북한 사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사람···················65

Ⅴ.결론 논의 ···············································································67

1.결론·································································································67

2.의의와 한계···················································································70

참고문헌 ·································································································73

부록 ···········································································································80

Abstract································································································83



-vii-

표 목 차

[표 1]연구 참여자의 특성···································································21



-1-

Ⅰ.서론

1.문제제기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그 변화에 응해

가며 발달한다(Bronfenbrenner,1979).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은 자기 스스로와 환경에 한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Sandstorm,

Martin,& Fine,2006).환경의 변화는 청소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양

상을 변화시키며,청소년의 발달에 향을 미친다.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새로운 환경에 응하기 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응과정에서 청소

년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청소년이 환경의

변화에 응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문화 발달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과정일 것이다.

2013년 12월 기 으로 통일부에 등록되어있는 8세 이상 18세 이하 북한

이탈청소년 체 인구는 1,111명이다(남북하나재단,2015).이들은 남한에

입국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고, 응 과정을 겪게 된다.가깝게

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집, 래들과의 계가 변화하고,더 나아가 자

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 문화,가치가 변화한다.이 변화 과정 에 새로

운 환경에 응해가는 북한이탈청소년에게 향을 주는 인 자원은 부

모이다.청소년과 부모가 어떠한 계를 맺는지에 따라 청소년과 다른

환경요소 간 계가 변화한다(Allen,Moore,Kuperminc,& Bell,1998).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으로 인해,청소년은 가족으

로부터의 향을 많이 받는다(이순형,진미정,2006).

일부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남한에 입국한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은 부모의 부재 속에서 새로운 환경

에 응해나간다.이들은 다른 환경요소의 변화뿐만 아니라,부모 상실로

인한 부모-자녀 계의 변화에도 응해야 한다.1999년 5명에 불과하

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2000년 이후 증가하여,2009년 남한에 입국

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60명을 넘어섰다(김 경,2013).2014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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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청소년 에서 2.96%는 직계존속과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남북하나재단,2014).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지긴 하 으나(김 경,2013;김 아,방기연,2012;노윤미,

이주용,2011;신 옥,김도혜,윤상석,허수경,강희석,이소라,주한나,

2011;최경자,곽종문,채경희,박찬수,2011),아직도 무연고 북한이탈청

소년이 남한사회에 응해가며 살아가는 삶에 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

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일반 으로 겪는 환경 변화와 상

이한 변화를 경험한다.자신이 직 상호작용하던 환경뿐만 아니라,그러

한 환경을 둘러싸고 있던 더 큰 환경까지 상실하기 때문이다.무연고 북

한이탈청소년은 직 으로 상호작용했던 친구,학교 상실을 경험할 뿐

만 아니라,한 사회의 의식,문화,가치 등에 한 상실을 경험한다.

한,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향을 주는 가족과 래에 한 상실을 경험

한다.생태학 환 과정에서 겪는 익숙한 환경 상실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구성해나가던 의미들을 변화시킨다.새로운 환경에 놓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이 구성했던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환

경에 응하기 해서는 환경과 개인 간 상호작용을 조 해야 하며

(Stryker,2007),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더 나아가 부 응의 문제

를 겪을 수도 있다.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을

살펴보기 해서는 남한 입국 에 이들이 경험한 생태학 환 익

숙한 환경 상실 경험에 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징은 일반 인 북한이탈청소년과 달리 부모

와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한다는 것이다.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한

이들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구분되는 심리 상태를 보인다(노윤미,

이주용,2011;Heinzer,1995).부모에 한 상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계,공간에 한 상실이다(Herman,1997).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직계존속을 동반한 북한이탈청소년에 비해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을 더

겪거나,더 높은 우울수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 아,김연희,

김 아,2011),이로 인해 남한사회 응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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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이 심,박주 ,최덕경.2011).이러한 이유로 무연고 북한이

탈청소년은 ‘첩된 어려움’을 겪는 지원의 상으로 생각되었다(신 옥

외,2011).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

하게 된다. 를 들어 일부 청소년은 재북시 부모의 죽음으로 부모와 분

리되고,남한에 홀로 입국하지만,다른 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 부모와 분

리되고 재 북한 혹은 국에 부모가 생존해 있기도 하다.분리된 경험

의 차이에 따라서 무연고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 상실의 양상은 상이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상실 경험의 차이에

하여 다루고 있지 않았다.상실 경험이 상이하다면,이로 인한 남한사회

응과정이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은 부모와의 분리경험 탈북과정 경험을 살펴보고,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부모 분리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과정을 살펴보기 해서는 이들

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북한이탈청소년

은 남한에서 학교 응,학업 성취,사회 계망형성,심리 부 응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 란,2006;

이기 ,2002;이 심 외,2011;장창호,2001).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

른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과 다른 환경요소 간 상호작용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Berger& Luckmann,1966).

기존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는 거주유형,학교

응,삶의 경험 측면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과정을

살펴보았다(김 경,2013;김 아,방기연,2012;신 옥 외,2011;최경자

외,2011).이러한 연구들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한 연구가 부족

한 상태에서 그들의 상황에 하여 알아보고,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

엇인지에 하여 고민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부모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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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극복과정에 을 맞추었을 뿐,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환경과의 계가 부모의 부재로 인

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부모의

부재로 인해 다른 환경과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한다면 부모와 함께 입

국한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과정과 다른 응과정을 겪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한,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 상실 경험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다양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남한에서의 어려움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부모 상실 유형에 따라서 그러

한 어려움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입양, 체가족의

형성,자립을 한 노력,신앙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김

경,2013;신 옥 외,2011).이러한 응 방식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

년의 개인 특성,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들이 속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Ebata,& Moos,1994;Patterson& McCubbin,1987).

한,같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처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변화하는 모습은 달라진다.심리 외상을 겪은 무연고 북

한이탈청소년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서 성장을 경험한기도 한다(Folkman & Lazarus,1985;Tedeschi&

Calhoun,1996).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을 살펴

보기 해서는,그들이 경험한 상실,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어려움 극복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연구 목 과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 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은 상실 경험과 남한사회

응과정에 하여 살펴보는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응을 개인이 환경

과 조화로운 계를 유지하기 하여 상호작용 과정을 조 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Stryker,2007;Watt,2001).그리고 이 과정은 개인이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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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것과 재의 경험에 의해 향을 받는 순환 고리(feedbackloop)

로 바라보았다(Goffman,1959).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 경험과

남한사회 응과정을 살펴보기 해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

한 상실이 어떠한지,남한에서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상실과

상호작용 간 계는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 연구의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부모 상실 생태학

환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응 과정에서 겪는 어

려움은 무엇이며,이들이 경험한 상실과 어떻게 연 되는

가?

[연구문제 3]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 응 과정에서 겪는 어

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부모 상실의 유형

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그러한 차이에 따라 이들이 경험한 생태학

환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함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부모와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지,재북시 무연

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익숙한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함이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그러한 어려움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어떻게 다른지,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실과 어떻게

연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보기 함이다.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며,그러한 과정은 상실과 어려

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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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선행연구 검토

1.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

1)가족의 해체 경험

식량 기 이후 북한의 가족 해체가 증가되어, 통 인 가족체계나 가

족기능이 유지되지 못하 다(이순형,김창 ,진미정,2009).이 때문에

북한 가족이 분리되고,북한이탈자가 증가하는 상이 나타났다.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하면서 가족 간 소통 단 과 심리 고립감이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집단주의와 가족주의 가치 이 강한 사회이다.가족주의는 부계

가부장제도의 이념으로서 사회의 최소 구성단 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보는 이다(옥선화,1989;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2015).가족

주의는 자녀 심성,결혼 ,성역할태도,부계 심성,부양 등을 포함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이순미,2014).북한의 가족주의 가치 이 근래에

부각된 이유 하나는 국가의 실패를 가족을 통해 극복하려는 재가족화

략이 당에 의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경희,강은애,손명아,

2016).북한이탈주민의 가족주의 가치 은 남한 입국 이후에 다소 낮아

지는 모습을 보인다.이순형과 진미정(2006)은 북한에 비해 남한의 가부

장 인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주의 가치

이 약화된 것으로 보았으며,제3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가족주

의 가치 이 더 많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남한에 거주한다.이

들은 부모에 한 그리움을 안고 남한에서 살아가는데,이로 인해 가족

에 한 가치를 더 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무연고 북한이

탈청소년은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인연을 찾거나,북한에 있는 가족에

게 돈을 송 하고, 체가족을 형성하는 등 가족의 재구성을 통해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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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었다(김 경,2013). 한 일

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의 부재 속에서 제3국에 거주해야 한

다.제3국에서의 경험이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과 다르기 때문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가족에 한 가치 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

다.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가족에 한 가치

은 부모와 함께 탈북과정을 겪은 북한이탈청소년과 차이가 있을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 다.따라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시기와 가족 해체

로 인하여 변화한 삶의 모습에 따라 가족에 한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부모 분리와 심리 외상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 변화는 새로운 환경 응을 어렵게 하는 요

인이다.외상 사건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외상 후 스트 스 장애를

더 겪었으며,이로 인해 남한사회 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경,김희진,2014).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 하나는

아동 청소년 시기에 부모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다.부모 분리를 경험

한 청소년은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응하는 데 있어서

더 취약할 수 있다.부모와 분리되는 것은 슬픔을 안겨주며,심리 외상

(trauma)이 되어 지속 으로 고통을 주기도 한다(Lustig,Kia-Keating,

Knight,Geltman,Ellis,Kinzie,Keane,& Saxe,2004).

18세 이 에 부모와 분리된 네덜란드의 이민자와 난민을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이들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보이고,외상 후 스트 스

에 한 반응이 더 나타나며,스트 스를 유발하는 삶의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an,Derluyn,Eurelings-Bontekoe,Broekaert,&

Spinhoven,2007).벨기에에 거주하는 난민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부모 동반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부모와 분리된 청소년은 부모를 동반한 청소년에 비하여 더

높은 우울,더 높은 외상 후 스트 스 증상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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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erluyn,Mels,& Broekaert,2009).북한이탈청소년을 상으로 문제

행동과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족동반 청소년에 비해서 내재화 문

제를 더 겪고 있었으며,외상 후 스트 스 증상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아 외,2011).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 분리를 경험한다는 에서 공통 이지

만,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 변화는 이들이 경험한 부모 분리

경험이 어떠하 는지,부모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어떠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물리 ,심리 으로 부모와 분리되지만,다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생존해 있는 가족에 해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다.그러나 무연고 북한

이탈청소년에 한 기존 연구는 부모 분리 과정 부모 부재 상황의 다

양성과 이로 인한 남한사회 응과정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김 경,

2013;김 아,방기연,2012;신 옥 외,2011).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

소년의 남한사회 응과정을 살펴보기 해서는 부모와 분리된 이유에

따라 상실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유형에 따른 심리 외상이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학교교육의 부재

북한은 2012년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환하 다.의

무교육을 12년제로 바꾸어 교육 기간을 1년 늘리고,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 하 다(김지수,2013).그러나 1995년 이후 식량배 이 단되고,식량

기로 인해 학교교육 체계가 제 로 운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변화시키

지는 못하 다.북한이탈청소년은 재북시 학교교육을 제 로 받지 못하

다.북한이탈청소년은 재북시 43.7%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학교

에 다녀본 청소년 73.6%는 소학교까지 밖에 다니지 않았다(남북하나

재단,2014).학교에 다닌다고 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

었던 것은 아니다.북한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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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로 키우는 것을 공식 인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조정

아,2004).이러한 이유로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의 학교를 다니며 학업

과 련된 어려움을 겪게 된다.재북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었던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의 학교생활에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주된 어려움이었다(남북하나재단,2014).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일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재북시 부모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

는데(김 경,2013),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한,북한에서 부모와 함께 있었더라도 개 경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 로 된 학교교육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김 경,2013).이러한 에서 다른 북한이탈청소년에 비해 무

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학교 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모두 남한 학

교 응 과정에 취약한 것은 아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의 꿈

을 해 극 으로 학업생활을 이루어 나가며,교사와 더 긴 한 계

를 맺기도 한다(최경자 외,2011).이러한 극 태도는 남한 학교에서

보다 빠르게 응할 가능성을 보여 다.학업 교사 계는 학교 응

의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응을 살펴보고,다른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4)정치·경제체제의 변화 경험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3조는 주체사상을 명시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의미는 자기운명을 자기 자신이 이끌어나간다는 것이다(정응

기,2010).북한은 명의 주체로서 수령-당- 을 하나의 유기 통일

체로 바라 으로써, 의 생각과 심이 수령이 되어야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정응기,2010).북한주민의 삶의 심은 수령이 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기에는 주체사상에 한 자부심이 큰 폭으로 하락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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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회통제의 강화와 생활총화의 참석률이 높아지면서 주체사상에

한 자부심 한 높아지고 있다(김병로,2014).이처럼 북한주민이 주체사

상에 한 자부심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 체제에 한 선호도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오히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김병

로,2014).이러한 연구결과는 2010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청소년은 이

의 북한이탈청소년에 비해 주체사상을 내면화하고 입국할 가능성을 시

사한다.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한 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반

면,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폐쇄성이 약화되고,자본주의에 한 노출빈

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자본주의에 한 이해도가 높은 채 남한에 입국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는 남한 사회문화에 한 거부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재북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북한이탈 청소년이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에 한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상이할

수 있다.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가 부재하

기 때문이다.청소년은 부모의 가치에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부모와

의 계 속에서 그러한 가치를 다시 형성해나가면서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친다(Beck& Jennings,1975;McDevitt& Chaffee,2002).부모의 부

재는 이러한 과정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민주주의 시장주의에

한 태도는 남한이 운 되는 정치경제 체제라는 에서 남한사회

응과 연 된다.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응과정에서

이들의 정치·경제 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

죽음에 한 연구는 죽음의 의미,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사랑하는 사람

의 죽음에 한 반응과 련하여 상실을 다루었다(Sofka,2004).죽음으

로 인한 상실에 한 연구가 발 함에 따라,다양한 유형의 상실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이 연구에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부모 상실을 죽음으로 인한 상실뿐만 아니라 모호한 상실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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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켜서 다루고자 한다. 한 상실의 상을 사랑하는 사람에 한 상

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익숙하게 생활하던 환경까지 포함시켜서 다루고자

한다.

1)모호한 상실

사랑하는 사람에 한 상실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육체 으로는

곁에 있지만 심리 으로 부재한 경우,혹은 심리 으로는 곁에 있지만

육체 으로 부재한 경우와 같이 모호한 상실로 인하여 슬픔,혼란을 겪

기도 한다. Boss(2007)는 이를 ‘모호한 상실(ambiguousloss)’이라 명

명하 다.모호한 상실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하나는 물리 으로

부재하지만 심리 으로 존재하는 경우,다른 하나는 물리 으로 존재하

지만 심리 으로 부재한 경우다. 를 들어 가족원이 생존해있음에도 불

구하고,이들과 분리되어 새로운 국가에서 삶을 시작하는 개인은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다(Rousseau,Rufagari,Bagilishya,& Measham,2004;

Solheim,Zaid,& Ballard,2015).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하고 부모의 부

재 속에서 남한에서 생활하지만,이들이 부모와 분리된 이유는 다양하다.

재북시 죽음이나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분리되고 남한에 무연고로 입국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국에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무연고로 입국한 경우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부

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분리된 상황으로 인해 겪는 어려

움을 다루지 못하 다(김 경,2013;신 옥 외,2011).사랑하는 상에

한 모호한 상실은 슬픔을 복잡하게 만들고, 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이러한 아픔이 끝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Boss,2010).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상실을 다루는 과정에서 죽음으로 인한 부모 상실뿐만

아니라 부모에 한 모호한 상실 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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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태학 환과 익숙한 환경 상실

상실의 개념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제로 하지 않는다.한 개인은

죽음뿐만 아니라 이혼과 같은 계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신체장애

와 같은 육체 상실 혹은 신뢰나 안정감을 잃는 심리 상실 등을 경험

하기도 한다.사회 지 를 잃는 것 한 상실이 될 수 있으며,미래에

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 한 상실이 될 수 있다(최선재,안 의,2013;

Sofka,2013).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 남한 입국 과정에서 생태학 환을 경험한

다.생태학 환(ecologicaltransition)이란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있던

환경 체계가 변화하는 주요한 환을 일컫는다(Bronfebnrenner,1979).

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익숙한 환경 상실 생태학

환은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과 상이할 수 있다.부모와의 분리 경험으

로 인해 환경과의 상호작용 양상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무연고 북

한이탈청소년 일부는 어린 시 부모 상실을 경험한다.부모는 아동

이 상호작용을 하는 주요한 상이자,가장 긴 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상이라는 에서 요하다.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

한 신념을 형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Bowlby,1978),부모가 속한 환경

의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다(Beck& Jennings,1975;McDevitt&

Chaffee,2002).부모와 분리되는 것은 자신에 한 심리 구조를 변화

시킬 뿐만 아니라,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애착과 의미 체계에도 향

을 다(Herman,1997).이로 인해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을 변화시킨

다.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은 다른 환경으로부터 독립 이지 않기 때

문이다(Bronfenbrenner1979).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익숙한 환경 상실은 무엇인지,그러한 상실을 남한사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처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3-

3.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응 련 요인

1)가족

가족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환경요소이다.북한이탈청

소년은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함으로써 낯선 환경 속에서도 소속

감을 느낄 수 있다(장창호,2001).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남한에 입국

한 북한이탈청소년은 낯선 환경에 소속감을 느끼기 한 응과정을 홀

로 거쳐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백혜정 외,2006).이 듯 가족과 분리되어 남한

에 입국하는 것은 1차 으로 가족의 부재로 인해 남한사회 응과정을

변화시키고,2차 으로 가족의 부재에 해 북한이탈청소년이 구성한 의

미에 의해 남한사회 응과정을 변화시킨다.

북한이탈청소년에 한 연구는 가족구성원 에서 주로 부모에 해 다

루고 있다. 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은 양부모 는 한부모와 함께 남

한에 거주하고 있다.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의 49.5%는 양부모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으며,46.1%는 한부모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2014).부모는 북한이탈청소년이 탈북을 하

게 된 계기이자(이 심 외,2011),제3국에서의 생활을 안정 으로 가능

하도록 하는 존재이며(백혜정 외,2006),남한 사회에서 응하는데 도움

을 제공하는 요한 존재이다(김형태,2010).북한이탈청소년의 반 이

상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 부모와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하나재단,2014),부모는 자녀에게 심리 ,경제 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백혜정 외,2006).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보다

빠르게 응하는 북한이탈청소년과 가부장 권 를 지니는 아버지 간

갈등을 제시한다(길은배,문성호,2003).이는 부모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

라,부모-자녀의 계가 어떠한지가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에

요한 요인임을 보여 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사회에 입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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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부모가 생존해 경우가 있으며,이들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

다(김 경,2013;신 옥 외,2011). 한,탈북과정에서 친척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신 옥 외,2011),형제자매 계에서 지지를 받기도 한다(남

북하나재단,2014).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응과정

에서 부모,친척,형제자매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학교

학교는 청소년기를 겪는 개인에게 가족만큼이나 요한 환경 요인이

다.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에서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남북하나재단,2014).북한이탈청소년이 재

북시 다니던 학교는 국가와 당에 충실한 인민이 되기 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으며,학교 교사는 복종해야 하는 상이었다(조정아,2004).자신

의 미래는 부모의 출신성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학교에서의 배움이 자

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다(김 경,2013).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 입

국 이후 다니게 된 학교는 북한의 학교와 완 히 다른 환경이다.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진로를 하여 배움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송진 ,배미경,2015).북한이탈청소년은 학교란 어떠

한 공간이며,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하여 새롭게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남한의 학교와 북한의 학교는 운 되는 제도와 문화 맥락,학교

구성원이 가진 생각과 태도가 상이하다.재북시 다니던 학교에서처럼 생

각하고 행동해서는 남한의 학교에서 응할 수 없다.

학교는 교사와 같이 부모가 아닌 성인과의 계를 맺는 공간이자,청소

년기에 요한 래 계를 주로 형성하는 공간이다. 한,학업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에 하여 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이 듯 학교의 요성

으로 인하여 선행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응에 심을 갖는다.

그동안 학교 응과 련하여 교사, 래,진로와 련된 학업측면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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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부모를 제외하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가장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성인이다.북한이탈청소년이 고민이 있을 때 지지를 제공하고(남북하나

재단,2014), 래와의 계,학업 진로탐색을 도와 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응을 도와 다(김애진,정원철,2011).

청소년은 학교에서 자신의 직업 선택을 한 배움을 이어나간다.특히

나 이 시기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선택하게 되는 시발 이라는 에서

요하다.북한이탈청소년은 학업측면에서 자신의 부족한 학습경험,그동

안 자신이 배워온 것과 다른 교육시스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애진,정원철,2011;이 심 외,2011). 한,자신이 원하

는 직업을 갖기 해서는 어떻게,얼마나 비해야하는지에 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 다(이기 ,2001).이러한 이유로 인해,북한이탈청소

년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연구들은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이 부모의 부재로 인해 교사와

의 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을 제시하고,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연구들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에 응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 하나로서 학교 응을 다루거나,학교에서 겪는

부 응이 무엇인지에 하여 살펴보았을 뿐,부모의 부재로 인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응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하여는

살펴보지 않았다.따라서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응과정에서 교사와의 계가 어떠하며,부모의 부재가 이러한 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하여 살펴보고,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어떠한지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3) 래

래 계는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 독립을 해 나가며,그 과정에서 래 계에 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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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안정 인 래 계를 맺는데 어려움

을 겪는 청소년은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La Greca,&

Harrison,2005).북한이탈청소년이 실제로 맺은 래 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선행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이 친 하게 계를 맺

는 래가 얼마나 되는지,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

인지에 하여 다루고 있다.북한이탈청소년의 87.2%는 친한 남한친구가

1명 이상,50.8%는 친한 북한친구가 1명 이상이었으며,19.9%는 친한 남

한친구의 수가 10명 이상이었다(남북하나재단,2014).무연고 북한이탈청

소년 에서 교우 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53.6% 다(최경자

외,2011).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과 제3국에서 제 로 교육을 받지 못하

기 때문에,같은 학 에서 공부하는 교우들과 나이 차이가 나며(김애

진,정원철,2011),북한이탈주민에 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래 계

를 맺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2014).

래와 계를 맺는 능력은 부분 으로 아동기에 겪었던 부모와의 계

를 통해 학습한다(Zimmermann,2004).부모와 계를 맺는 경험이 어떠

하 는지에 따라서 이후 래 계의 양상이 변화하는 것이다.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은 북한에 거주하거나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한 상실을 경험한다.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서 래 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그러나 부모에

한 상실 자체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래 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청소년이 상실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래 계는 달라지며(Fuligni,& Eccles,1993),부모 계에 한 기

억과 이에 한 해석은 청소년이 발달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하기 때문이

다.따라서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래 계를 살펴보고,

래 계가 부모에 한 상실과 어떻게 연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부모에 한 상실은 그러한 경험 자체가 아닌 무연고 북한이탈청

소년이 구성한 의미로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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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에 한 만족은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한 만족과 연 된다(권경득,임정빈,김덕 ,2011).직장 북한이탈주

민 모임 외에도 다른 남한환경과 계를 맺으며,이 계의 질에 따라

남한사회 응 양상이 달라진다.

북한이탈청소년이 주로 상호작용하는 지역사회는 학교,여가시설,종교

등으로 구성된다(남북하나재단,2015).학교와 여가시설이 청소년의 일상

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기 때문이다.이웃과의 교류,세 보조 과

같은 공공기 과의 교류는 주로 그들의 부모가 하게 된다.그러나 무연

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기숙사나 그룹 홈과 같은 단체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직 행정업무를 보아야 하며,이웃과 직 으

로 교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종교를 통해서 남한사회 응에 지지를 받는다( 우택,

1997).종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받으며,남한 생활에 한 이해를 얻

는다( 우택,유시은,엄진섭,2009).북한이탈청소년은 약 반정도가 종

교를 가지고 있었다.남성 북한이탈청소년은 40.2%,여성 북한이탈청소

년은 48.8%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2014).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 과정 남한거주 시에 종교의 향을 더욱 받게

된다.부모가 부재하지만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남한으로 올 수 있

었으며,남한에서의 삶이 불안할 때 신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었다(김

경,2013).따라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요소와 무연고 북한

이탈청소년 간 상호작용의 양상을 살펴보고,이러한 양상이 남한사회

응과 어떻게 연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한 부모 상실을 경험하

고,생태학 환과정에서 익숙한 환경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한사

회 응과정의 양상이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개인 특성과 상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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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청소년과 환경 간 상호작용양상을 변화시키며,청소년의 사회 응

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 상실 생태학 환 경험이 어떠하 는지,이러한 경험이 남한

사회 응과정과 어떻게 연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삶에 한 이해를 높이며,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 과정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고,상실경험과 남한사회 응과정 간 연 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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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연령이 15세 이상 21세 이하이며,남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다.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라 청소년

기에 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에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24세 이하

인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무연고 북한이탈청

소년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을 근거로 24세 이하를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으로 보거나(김 경,

2013;신 옥 외,2011),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9-24세가 아니라 하

더라도 북한지역의 청소년 문화를 주요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

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최경자 외,2011).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규정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연령 범 를 보다 소하게 바라보고,15세 이상 21세 이하 무연고 북한

이탈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정하 다.교과과정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 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 요소가 상이하다는 과 20 반이

되면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사회문화 환경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경우 남한사회 응을 살펴보는데

하지 않다는 에서 남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을 연구 참여자로 하 다.

이러한 기 에 따라 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총 10명이다.성별은

여성이 7명,남성이 3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남한에 입국하는 여성 무

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실을 반

한 것이다.거주 유형은 단독 세 학교 기숙사 다.단독 세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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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참여자C는 참여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으며,참여자 E,F,G는

국가임 주택이었다.참여자 A와 J는 동거인의 단독 세 에서 함께 거주

하는 경우 다.연구 참여자 10명 8명은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한 경

험이 있었다.

남한 입국 연도는 연구 참여자 모두가 2015년 이 이었으며,남한에 거

주한 기간은 2년 이하에서 5년 이상으로 다양하 다.친부 생존여부

분리시기와 련하여 참여자 B와 I를 제외하고는 친부가 생존해 있지

않았으며,참여자 B와 I는 탈북과정에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을 했

다.친모 생존여부와 련하여 참여자 A,B,E,F,G,H,I는 친모가 생

존해 있었으며,참여자 C,D,J는 친모가 생존해 있지 않았다.친모 분리

시기는 재북시,탈북시, 국 거주시, 국에서 남한입국 시로 다양하

다.북한이나 국에 가족원이 있는지와 련하여,참여자C와 참여자D를

제외하고 모두 한명이상의 가족원이 생존해 있었다.참여자 에서는 남

한에 가족원 혹은 친척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다.참여자B는 이모가,

참여자D는 언니가,참여자I는 나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었다.연구 참

여자 에서는 양부모가 있는 경우가 존재했다.참여자 C는 남한에서,D

는 국에서 입양을 경험했다. 학생인 참여자G와 학교 검정고시를

비하는 참여자H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이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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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 참여자의 특성

1 2 3 4 5

참여자 A B C D E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연령 16 19 19 19 21

탈북연도 2012 2012 2009 2004 2011

남한입국연도 2014 2014 2010 2013 2014

재 거주 유형
단독

세
학교 기숙사

단독

세

학교

기숙사

단독

세

동거인

유무 성별
남 여 - 여 -

기숙사 거주경험 ○ ○ ○ ○ -

친부 생존 - ○ - -1) -

친부 분리 시기
재북시

아동기2)
탈북 과정

재북시

아동기

재북시

유아기

재북시

아동기

친모 생존 ○ ○ - -3) ○

친모 분리 시기
탈북

과정

남한

입국과정

재북시

아동기

국

거주시

탈북

과정

북한, 국 거주

기타 가족원
오빠

언니,

여동생(16세)
- -

여동생

(16세)

남한 거주

가족원 친척
- 이모 - 언니 -

입양 여부 - - ○ ○ -

재학 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확실치 않음.유아기 시 부모가 이혼하 고,이 후 친부와 연락이 완 히 단

됨

2)2세-6세를 유아기로,7-11세를 아동기로 구분하 다.

3)확실치 않음. 국 입국 이후 친모와 분리되었고,이 후 연락이 완 히 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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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 참여자의 특성

6 7 8 9 10

참여자 F G H I J

성별 여 여 남 남 남

연령 21 21 15 18 20

탈북연도 2011 2013 2013 2012 2011

남한 입국 연도 2012 2014 2014 2013 2011

재 거주 유형
단독

세

단독

세

학교

기숙사

학교

기숙사

단독

세

동거인

유무 성별
- - 남 남 남

기숙사 거주경험 - ○ ○ ○ ○

친부 생존 - - - ○4) -

친부 분리 시기
재북시

아동기

재북시

아동기

재북시

유아기

탈북

과정

재북시

아동기

친모 생존 ○ ○ ○5) ○ -

친모 분리 시기
국

거주시

탈북

과정

탈북

과정

탈북

과정

재북시

아동기

북한, 국 거주

기타 가족원

여동생

(19세)

언니,

남편,

자녀

나 -

형, 나,

남동생

(16세)

남한 거주

가족원 친척
- - - 나 -

입양 여부 - - - - -

재학 학년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3학년

학

입시 비

4)확실치 않음.한 달 이모와 화통화로 생존여부를 확인하 으나,이모의 말이

사실인지 확실치 않다고 하 음

5)확실치 않음.남한 입국 이후에는 북에 있는 사람과 연락 해 본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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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 수집

이 연구는 자료 수집을 하여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연구 참

여자와 면담을 진행하 다.이 연구는 덩이표집(snowballsampl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 다.각각의 연구 참여자는 2회의 면담에 참

여하 다.첫 번째 면담을 진행한 후 약 1주일 후에 두 번째 면담을 진

행하 다.1주일의 간격을 두고 면담을 진행한 이유는 이러한 간격을 통

해서 첫 번째 면담과 두 번째 면담 간 련성을 잃지 않으면서도,연구

참여자가 첫 번째 면담내용에 하여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다(Seidman,2006).다만,참여자C의 경우 건강상의 이후로 면담을 1

회 진행하 고,참여자H는 내성 인 성격을 고려하여 면담을 3회 진행

하 다.면담은 한 회당 약 90분 간 진행하 으며,이를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3.자료 분석

이 연구는 자료 분석을 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먼 ,녹음된 면

담내용을 사하고, 사본을 반복하여 읽었다.모든 면담은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사하 는데,이는 연구 참여자의 언어 표 뿐만 아니라

비언어 표 까지 자세하게 사본에 담기 해서 다.이후 사 자료

에 상징 의미를 부여하기 하여 코드(code)를 붙이는 과정을 거쳤다

(Saldaña,2015).다음으로 비슷하고 유사한 코드를 하나의 범주로 묶었

다.마지막으로,범주 간 연 성(interrelationship)에 해 분석하 다.이

는 각 범주가 어떻게 연결 될 수 있으며,범주 간 향에 하여 살펴보

는 과정이다(Saldaña,2015).

이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합 으로 수행하 다.남한 사회에

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생활에 하여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으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한 선행연구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먼 면담을 진행한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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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본을 읽고,흥미로운 부분이나 핵심 인 부분에 하여 내용을

검토하 다. 한 새로운 참여자와 면담을 마친 이후에는 참여자의 사

본을 분석하고,이 참여자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따라서 자료 수

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을 수행하 으며,기존의 코드와 범주들을 지속

으로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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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상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 상실,익숙한 환경 상실을 경험했다.부

모 상실 어머니 상실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익숙한 환경

상실은 형제자매,친 감을 느낀 친구,익숙한 가치 과 문화,정당한 구

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 상실로 구분되었다.

1)부모 상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공통 으로 명확한 아버지 상실을 경험하

다.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은 명확한 상실,모호한 상실,비

상실 등 다양하게 구분되었다.

(1)명확한 아버지 상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청소년마다 서로

다른 모습이었다.참여자C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목마도 태워

주고,엄마보다 더 잘 챙겨주는’존재 다.반면에 참여자I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술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다 깨부시는’존재 다.참여자H와 같

이 ‘아빠가 죽은게 무 어렸을 때라 이름만 기억나는’존재인 경우도 있

었다.H는 아버지와 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으며,아버지란 어떤 존재

인지에 하여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 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아버지의 죽음이나 행방불명’으로 인해,혹은

‘아버지는 북한에 남겨둔 채 홀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

게 되었다.아버지에 한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던 참여자C는 ‘어느 날

아궁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감자가 엄청 많이 넣어져 있었고,그 다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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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참여자B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일은 안하

면서 어머니를 괴롭히는’존재 다.가부장 인 가치 이 강한 북한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항하지 못하 다.B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북한에

남겨둔 채 탈북을 하 고,이 과정에서 B는 아버지 분리를 경험하게 되

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아버지와 분리되게

된 계기는 다양하 지만, 재 남한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구성

한 아버지 상실의 의미는 모두 명확한 상실 이었다.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아버지와 분리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아버지와 더 이상 만날

수도,연락을 할 수도 없었다.반면,참여자B,I는 재 북한에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다.그러나 참여자B와 I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모두 ‘폭력 이

며 떠나고 싶은 존재’다.B와 I는 생물학 아버지는 생존해있었지만,

심리 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의 존재는 부재하 다.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와서 싸우고. 다 깨고 이런 적이 많았거든

요. 그게 힘들죠. 그게, 북한에서는 남자, 그. 옛날처럼 그, 여자가 

남자한테 막 그러면 법이 또, 법이 그런게 없거든요. 폭력에 뭐 여

기 경찰서처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그, 와이프니까. 아내

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 있어가지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막 큰일 나요. 

(16년 4월 25일 참여자I 면담)

(2)어머니 상실의 다양한 유형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아버지 상실이 모두 명확한 상실이었던 것에

반해,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은 다양하 다.죽음

등으로 인해 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경우,물리 으로 부재하지만

심리 으로 여 히 어머니가 존재하는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 경우,어머

니 부재가 일시 분리이기 때문에 상실이 아닌 경우로 나뉘었다.

참여자C,D,J가 겪은 어머니 상실은 명확한 상실이었다.참여자C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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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머니는 참여자가 탈북을 하기 이 에 죽음을 맞이하 다.이들의

어머니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 다.참여자D의 어머니는 ‘돈을 벌어

서 데리러 오겠다’고 하 지만,D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D는

아직 나이가 어린 자신과 언니가 어머니에게 ‘짐이 되기’때문에,자신들

을 두고 어머니가 떠난 것이라 생각하 다.어머니에 한 상실을 경험

한 이후 이들은 이 곳, 곳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다.이후 국에 거주

하는 과정에서 양부모를 만나게 된 D는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를 찾고자

하지 않았으며,‘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상 없는’일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 장사, 사업? 그 비슷한 거 해가지고, 

그 피아노도 이렇게 하시고, 뭐 바이올린도 하시고 이렇게, 막 좀, 

그런 잘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팔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계속 이

동하는 그런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짐이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래서 

중국에다가 놓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또 엄

마가 새아빠 만나고 계셨고. 그리고 북한에다 두면 너무 어리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국에 두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이 들어요. (중략) 중국 온 다음날 어디 가셨거든요. 그리곤 안 오

더라고요. 

(16년 4월 28일 참여자D 면담)

다만,실제로 D의 어머니가 D를 ‘짐이라고 생각해서’ 국에 버리고 ‘새

아빠’에게 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참여자E와 면담과정에서 다음과 같

은 화를 나 었다.

1년 전에 연락했는데 뭐, 사기, 사기 당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보기 

싫어한다고 안찾는다고 엄마를 버려서 맺혀가지고 맏딸 같은거 없

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찾았는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저

희를 넘겨준 사람이거든요 북한에서. 거짓말을 또 해가지고. 전 진

짜인줄 알고 완전 실망해가지고, 집 다시는 안찾는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16년 3월 10일 참여자E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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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경우와 달리,일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

년은 재 어머니가 생존해 있으며 어머니와 심리 인 연결 고리가 유지

되고 있는 모호한 상실을 경험했다.참여자E는 가끔씩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으며,‘자신이 공부를 하여 남한에서 자리를 잡으면’어머니와 만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참여자F는 올해에 어머니와 동생이 남한

에 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재 남북 계가 안 좋아서 힘들지만,

조 만 있으면 엄마와 동생이 남한에 입국’할 것이라고 하 다.실제로

어머니와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도 있었다.참

여자B는 재 어머니가 남한 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며,하나원

에 입소하면 어머니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계가 이어지

고 있으며 일시 인’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어

머니에 한 상실이 ‘더 나은 미래를 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있다가 한국 들어왔대요. 국정원 들어왔다고. 조사하는 사람이 

엄마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왔더라고요. 처음에 여기서 이

모랑 지내면서도 엄마가 올 거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그

러다보니까 엄청 외롭고 이러지가 않았던 거 같아요. 엄마 올 거니

까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면 되겠구나.

(16년 4월 20일 참여자B 면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이 의 두 가지 유형처럼

모두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재 어머니와 연락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어머니와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어머니와 가까운 미래에 재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재 어머니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들은 어머니와 완 히 단 된 것도,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 모호한 상실을 경험했다.모호한 상실 ‘(ambiguous

loss)’은 사랑하는 상의 상실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이다

(Boss,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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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A와 G는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그러나 몸이 불편하여 탈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와

G의 어머니는 남한에 들어올 수 없었다.이들은 살아계신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힘들었다.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살아있음에도 만

날 수 없는 그리운 상이었다.

참여자H와 I는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믿었지만 재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 으며,생존 한 확신할 수 없었다.참여자H는 탈북과

정에서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고 이후에 어머니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참여자I는 이모와 통화를 통해 어머니가 교도소에 갔다고 확인

했지만 이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H와 I는 어머니가 살아 있을 것이

며,언젠가는 남한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러한 모습은

어머니의 부재를 상실로 여기지 않고 일시 분리로 바라보고 있는 B,

E,F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그러나 H와 I는 재 어머니의 생사를 알 수

없었고,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이들의 생각은 확신보

다는 소망에 가까웠다.

2)생태학 환으로 인한 익숙한 환경 상실

(1)형제자매 상실

참여자C를 제외한 연구 참여자는 모두 형제자매가 있었다.참여자D와

I는 형제자매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었으나,다른 참여자의 형제자매는

북한이나 국에 거주하고 있었다.이러한 참여자는 탈북과정에서 형제

자매에 한 상실을 경험하 다. 부분의 참여자는 탈북을 하는 과정에

서 자신이 소 하게 생각하는 형제자매에 해 불가피한 상실을 경험했

지만,재북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제자매와 유 감이 없던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A의 오빠는 ‘깡패질을 하며’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A에게

는 자상한 오빠 다.오빠는 A가 낯선 친구와 어울리면 ‘험하다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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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게’하고,배가고 때 ‘밥 먹으라고 용돈을 주는’존재 다.참여자G는

언니와 함께 탈북 하 지만, 국에서 시집을 가는 과정에서 언니와 떨

어지게 되었다. 국에서 언니를 만나려고 노력했지만,이미 시집을 간

상황에서 G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다.G는 시집간 집에서 도망쳐 나와

혼자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언니 상실을 경험했다.언니와 함께 가

고 싶었으나, 국에서 북송경험이 있는 언니는 더 이상 ‘험한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계속 나한테 오겠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이제 못하게 하고. 언니가 

뛰쳐, 한번 뛰쳐나왔어요. 나를 만나겠다고. 그 집에서 못 가게 하

니까 이제. 뛰쳐나왔다가 하루 있다가 나를 못 찾겠으니까 들어갔

어요 말도 모르고 하니까. 근데 어디 갔었냐고 막 따지면서, 막 그

러다 싸움도 나니까 그 집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샀

는데 이렇게 더는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돈을 찾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언니가 이제 재간 없이 잡혀 나간거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집에서 신고를 해서 잡혀 나간 게. 재간 없는 거죠 그거

는. 누굴 탓할 것도 못 되고 뭐 자기가 국적이 없으니까.

(16년 03월 1일 참여자G 면담)

그러나 모든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신의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다.참여자J는 형, 나,동생이 있었다.형과 나는 이복형

제 다.형과 나는 ‘J의 엄마 때문에’자신들이 아빠에게 이쁨을 받지

못한다며 J와 동생을 미워했다.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시자 형

과 나는 J를 집에서 쫓아냈다.J는 탈북과정에서 형제자매 상실을 경

험했지만,이 사건이 J에게 심리 외상을 주는 경험은 아니었다.J가 기

억하는 형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며,술 먹고 가끔 집에 들어와 폭력

을 행사’하는 존재 다.

그니까 맨날 형도 아빠처럼 술 먹고 가끔 들어와 가지고 때리고 

막. 저희 막내 동생이 다섯 살인가. 지금은 죽었거든요. 다섯 살인

가 그때인데 뭐,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라서. 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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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때렸어요. (중략) 누나는 저희 누나는 엄청 

그런 상처가 많아서 엄마를 막 욕하고. 

(16년 03월 16일 참여자J 면담)

(2)친 감을 느낀 친구 상실

청소년에게 친구는 가족만큼이나 가깝고 요한 존재이다.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었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래는 일상을 함께 공

유하고,친하다고 생각하며,믿을 수 있는 존재 다.탈북을 하는 과정에

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이러한 친구들에 한 상실을 경험한다.가

족과 함께 탈북을 하는 경우,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족을 따라서

탈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래에 한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그러나 일부 청소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래 상실을 경험하

게 된다.자신이 처한 실에서 ‘계속 이 게 살 수 (참여자J)’없었기 때

문이다.

참여자J의 경우 친구를 따라 국경을 넘는 경험을 했다.참여자J는 부모

가 세상을 떠난 후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다.형과 나가 있었지만,서

로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다.J는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꽃제비와 어울리게 되었다.이들은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

했다는 공통 이 있었으며,그러한 공통 으로 인해 J는 꽃제비에게 친

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아원에 살면서 가끔씩 자신을 찾아오는 꽃제

비 친구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아원 생활에서 자신을 소 하게 생각

해주는 유일한 존재로 느껴졌다.J는 국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는 꽃

제비 친구의 말을 듣고 국경을 함께 넘었다.국경을 넘는 과정이 험하

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부모가 없는 꽃제비들은 잡 도 죽이지 않는다

는 친구의 말을 믿고 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그러나 국에 있는

교회에서 J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자신은 남한으로 가고자 하

으나,꽃제비 친구들은 남한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남한에 한 선

입견이 있었기 때문이다.J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았지만,이

게 살면 변하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남한으로 가는 결심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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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이로 인해 자신이 친 감을 느낀 친구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저는 되게. 진짜 아무 것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이런 생

각 있었어요. 다시 거기 가면은 그냥 그대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상

황이. 중국에는 뭔가 조금. 사람이란 게 그런, 자기가 좀 편한 데를 

고르는데. 저는 되게 그래도 이분들 믿고 가보겠다 그런 생각 있어

서. 이렇게 오게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친구들같이.

(16년 3월 16일 참여자J 면담)

북한에서 지내던 친구들이 가장 생각날 때는,남한에서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귈 수 없을 때 다.자신을 이해해주고,자신이 믿을 수 있는 친구

를 사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이럴 때마다 북한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생각났다.참여자D는 방학이 되면 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

들을 만나기도 하 다. 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특수한 경우 으며, 부

분의 참여자는 북한과 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 다.

참여자H는 북한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어렸을 때 축구를 배

웠던 H는 래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존재 다.이곳에서는 ‘자신과 정

말 친한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날 때마다 북한에서 축구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생각났다.

네. 실제로 게임을 하거나 축구하고 그랬어요. 같이 축구하는 게 제

일 재밌었었어요. 북한에서 축구를 배웠었거든요. 인기 많았어요. 

다들 저랑 편 한다고. (중략)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잘 모르겠어

요. 그냥 뭔가 누구랑 노는 게 좋은데. 내가 놀자고 했는데 그 사람

이 싫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

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게임. 근데 게임이 막 좋지는 않아요.

(16년 5월 2일, 5월 6일 참여자H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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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 친구에 한 상실을 경험한다.이는 무

연고 북한이탈청소년 한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친구 상

실은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참여자J와 같이 자신의 미래를 해

친구 상실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던 반면,참여자H와 같이 부모와 함께

탈북하기 해 친구상실을 경험한 경우가 있었다.자신의 의지와 무 하

게 친구상실을 경험하게 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친 한 친구에

한 그리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3)익숙한 가치 과 문화 상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받아

들이던 가치 과 문화의 상실을 경험한다.자신이 살던 지역사회,국가를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치 과 문화의 총체

인 변화를 경험했다.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식생활 방식과 같이 일

상과 하게 연결된 문화요소부터 그들이 가진 생각과 태도까지 다른

을 느 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기억하는 북한의 모습은 ‘돈이 최고 (참여자

B)’로 우선시 되는 물질주의 가치 이 강조되는 사회 다.물질주의는

경제 측면이나 물리 안 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Inglehart& Abramson,1994).정부가 배 하는 식량으로는 먹고 살 수

가 없었기 때문에,‘나물을 캐거나, 을 캐서(참여자G)’시장에 팔거나,

수를 통해 돈을 벌어야 했다.생계유지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국

에 갈 수 있고,법에 어 나는 행동을 해도 뇌물을 통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은 남한입국 이후 탈 물질주의 가치 을 하게 되었다.탈

물질주의는 경제 측면이나 물리 안 이 아닌 자유,자기표 ,삶의

질 등의 가치를 요시하는 태도이다(Inglehart& Abramson,1994).남

한에서는 기본 인 생계유지를 한 지원 을 지원해주고,학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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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래를 한 꿈을 가지라고 교육하 다.자신이 그동안 의심해 보지

않았던 물질주의 가치 과 상충되는 가치 을 받아들일 수도,이해할 수

도 없었다.

근데. 되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되

게. 처음에 온 사람들은 다른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고집이 좀 있

다고 해야 하나? 금방 왔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 힘들었던 사람한

테 이제는 꿈을 키우면서 살아라. 이런 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속

으로는 지O하네 이런 생각. 이렇게 들리거든요.

(16년 3월 16일 참여자J 면담)

남한에서의 생활은 북한에서의 삶보다 더 풍족했다.그럼에도 가끔씩

북한에 거주할 당시 먹던 음식이 생각나곤 하 다.북한에서 먹던 음식

이 그리워서 어렵게 그 음식을 는 곳을 찾아가보기도 했지만 북한에서

먹던 맛이 나지 않았다.

제일,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뭐 인조고기

밥에 두부밥에 그런 거. 인조고기라는 게 이제 콩, 콩, 그 무슨 콩

이지? 그 동글동글한거 있잖아요. 그 콩을 이제 기름을 짜요. 기름

을 짜고 그 찌꺼기로 이제 고기를, 인조고기를 만들어요. 말하자면 

오뎅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거기다 밥을 비벼서 넣고. 이렇

게,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고

춧가루 막 뿌려가지고 매콤하게 해서. (중략) 그게 한국에는 없어

요. 어디, 북한 쪽에서 아마 넘어오나 봐요. 하여튼 파는 데가. 그 

국지가 있어요. 아무데나 가면 못 사요. 파는 거기 있어서 거기 딱 

사고. 더 어려워요 사기가. 근데 거기서 파는 거도 맛이 안 나더라

고요. 달라요 맛이.

(16년 3월 1일 참여자G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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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 상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정당한 구성원

으로 인정해주는 국가의 상실을 경험한다. 개 북한이탈청소년은 재북

시 생계유지가 시 한 상황에서 국가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얼마

나 요한 일인지 알지 못한다. 국 거주 시에도 함께 탈북한 성인의

보호를 통해 북송될 험이 감소한다.그러나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 북

한에 거주한 북한이탈청소년은 국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정당하게 소속

될 수 있는 국가의 소 함을 느 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탈북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다.탈북을 하자는

어머니의 제안을 따르기 해 탈북을 한 경우, 국으로 가서 돈을 번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남한까지

오게 된 경우,경제 으로나 정서 으로 자신을 보호해 부모가 부재했

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살기 해 탈북한 경우 등이 있었다.무연고 북

한이탈청소년이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다양했지만,그러한 다양성 속에

는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들다(참여자A)’는 공통 이 있었다.참여자G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어머니 혼자서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유지

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다.G는 자신의 생계를 해서,어머니에게

경제 지지를 제공하기 해서 국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탈북을 하

게 다.

오빠 언니 이렇게 세 명 있었는데. 그냥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오

빠는 맨날 술 마시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 재간 없이 이제 엄마한

테는 이제 돈을 조금 보내야겠고, 그래서 그냥 돈 벌 마음에 넘어

는 왔어요. 근데 재간 없이 그냥 시집을 가게 됐어요. 

(16년 03월 8일 참여자G 면담)

국에 간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국으로 시

집을 가게 된 참여자G는 ‘자신이 도망가면 자신을 돈 주고 산 남편이 손

해를 보기 때문에,남편에게 항상 감시받고,갇 서 살아야’했다.팔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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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국에서 국가의 구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 다.주민증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생활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었고,이러한 삶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힘들게 만들었다.자신이 정당하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국가

의 소 함을 깨달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잡히면 죽는’ 험을 무릅

쓰고서라도 남한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이는 상실한 국가를

체하기 한 선택이었다.

여기, 중국에서는, 여기로 치면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버스타도 신분증 있어야 되고, 기차 타도 신분증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거의 한 1년 정

도 우울증 앓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학교 가지만.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지. 나는 이렇게 못 산다고. 근데 그때는 한국 갈 생각 

안하고 있었고. 미래가 없는 게 제일 잔인한 거 같아요. (중략) (D

가 원래 출국하기로 했던 날에 출국한) 팀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잡히고. 또 앞 팀이 잡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잡히면 죽

는 거거든요. 그렇게 잡히면 그냥. 확률이 50%니까.

(16년 4월 22일 참여자D 면담)

부모와 분리되어 국에서 거주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 혹은

성인인 친척과 함께 국에서 거주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비해 정

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소 함을 더 크게 느 다.성인의 도

움을 받아 국에서 거주했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한 국에서 북

한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성인의 보호를 통

해 자신이 북한사람이라는 것을 보다 쉽게 숨길 수 있었다.반면,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제재를 가하려는 국가에 직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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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한사회 응의 어려움

부모와의 분리,생태학 환으로 인해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

탈청소년은 남한사회 응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이러한 어려움

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차이를 보 다.무연고 북한이

탈청소년은 남한에서 학교 응, 래 계형성,타인에 한 불신감,가

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1)학교 응의 어려움

남북하나재단(2014)에 따르면,남한 입국 이후 거의 모든 북한이탈청소

년이 학교에 재학 이거나 검정고시를 비한다.고등학교과정에 속해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의 86%는 한겨례학교를 포함한 정규학교에 재학

이며,23.8%는 탈북학생만 다니는 안학교 혹은 기타 안학교에 재학

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안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안학교에 다니게 된다.‘부모가 있는 학생들은 바로 학교로 안가도 되지

만,갈 곳이 마땅치 않은 (참여자F)’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들을

보호해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게 된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그, 하나원에 있을 때, 그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그 살짝 그냥, 나쁜 얘기로 하면 호객행

위 같은. 와서 저희 각 학교 홍보를 해요. (중략) 선생님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학교 와라 뭐 이렇게. 이제 거기서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저희가 어디를 갈지.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있

는 학생들은 바로 학교로 안가요. 이제 엄마 집으로 가서. 놀다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거나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

른 거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그 안에서도 이제 

무연고 학생들을 책임지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저

희 셋넷학교 선생님이랑 친구분이시거든요. (중략) 학교가 괜찮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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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가보라 그래가지고.

(16년 04월 14일 참여자F 면담)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이탈청소년에 한 차별,

래문화 소외,남한의 래와 경쟁하는 것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김애

진,정원철,2011). 안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보다 낮은

환경이다.북한이탈청소년 혹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로 학생이

구성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안학교에 다니면

서,부모 부재에 한 열등감,기숙사로 한정된 거주 공간,진로문제 등

으로 인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구분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지나친 심에 한 거부감

안학교에서는 부모가 부재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하여,방과

후 생활에 심을 가지고,일과 리 진로를 한 상담이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과 심은 무연고 북

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을 돕기 한 것이었지만,무연고 북한이

탈청소년은 지원과 심에 하여 거부감이 들었다.이들은 부모 부재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냈으며,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은 북한이나

국에서 겪은 어려움에 비하여 더 극복하기 쉬운 문제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안학교에서 바라보는 자신들의 모습은 그 지 않았

다.부모의 부재를 이유로 다른 북한이탈청소년 보다 더 많은 심을 가

지고,다른 친구들보다 자신을 ‘더 챙겨주려고 (참여자E)’하 다.스스로

잘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을 보호 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자신의

삶에 더 개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다.

참여자E는 안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서 운 하는 기숙사에서

살지 않았다.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부모가 거주하는 집으로 가는 친구

들에게 자신은 ‘갈 곳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싫었다.E가 수업을

마치고 녁에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할 때면,학교 교사가 남은 도시락을

챙겨주곤 했다.교사가 자신에게 도시락을 챙겨 때마다 ‘다른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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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있었다.참여자I는 자신이 ‘부모 없는

아이’라는 것이 창피했다.부모의 부재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다른 친

구들을 할 때와 다른 교사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 다.교사가 자신에

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그러한 행동이 자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고 느껴졌다.

여기 샘들은 좀 더 친하다고 하나. 그래요. 그리고 또 저 혼자 온 

걸 아니까 샘들이 더 관심을 갖죠. (중략)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

도 있고. (중략) 어쨌든 여기 애들은 다 엄마, 아빠 있잖아요. 그니까 

더 관심 갖는 거예요 저한테. 좋긴 한데 그냥 애들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또 왜 나한테만 더 간섭하나 그럴 때도 있고. 좋긴 좋아요.

(16년 04월 18일 참여자I 면담자료)

(2)벗어나고 싶은 보호의 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북한 국에

서 거주했다.이들은 남한 입국 이후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제도 심

에 해 답답함을 느 다.특히나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집단생활을 오

래하기 때문에,기숙사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생각하 다.

구애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기숙사는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물

론 제가 그 밤 늦게까지 놀 일은 없지만 그 규칙이 너무 싫은 거예

요 (중략) 제가 하나원에서 나와서부터 작년까지 근 4년 동안 이제 

공동체 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16년 4월 14일 참여자F 면담)

부모가 부재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하나원 교육을 마친 이후,

안학교에서 운 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된다.참여자E를 제외한 이

연구의 참여자는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거나,거주해본 경험이 있었

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기숙사에 살면 ‘돈을 아끼고 (참여자E)’,

‘맛있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참여자C)’있다고 생각하면서도,기숙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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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북한이탈청소년을 리하고 감독하는 사감선생

님,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와의 불화,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지만

계속되는 단체생활의 싫증 때문이었다.이러한 기숙사가 더욱 답답했던

이유는 ‘방학이 되면 부모님 집으로 가는 다른 친구들 (참여자B)’과 달리

자신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감선생님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하루 일과를 리해주고,식사

와 옷 등을 챙겨주는 존재 다.참여자J처럼 ‘자기가 잘하면 답답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사감선생님의 존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있어서 답답한 존재

다.참여자I는 사감선생님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잔소리밖에 없다고’생

각했으며,참여자B는 ‘쉬려고 잠시만 워있어도 공부하라고 말하는’사

감선생님이 스트 스 다.

사감선생님과의 계뿐만 아니라 같이 동거하는 룸메이트와의 계도

기숙사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소 다.‘스트 스를 주는 (참여자D)’룸메

이트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기숙사에 하여 불만을 갖는 이유

다.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

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건 고3 때문이 아니라 단체생활을 하다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같이 방 쓰는 언니가 (제가) 막 샤워하고 나왔

는데 남자랑 영상통화하고 이러면 정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

까 막 아. 그런 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16년 04월 22 참여자D 면담)

룸메이트와의 갈등은 서로 다른 연령이 함께 기숙사를 사용하는 상황과

나이를 기 으로 하는 계질서를 요시하는 가치 으로 인해 쉽게 해

결하기가 어려웠다.이러한 가치 은 기숙사 내에서의 가치 뿐만 아니

라 뒤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친구를 사귀는 어려움과도 련되었다.

사감선생님,룸메이트와의 갈등이 없더라도 단체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기숙사를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요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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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할 부모가 부재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기숙사 외에도 그

룹 홈,선교사와 동거 등 지속 으로 단체생활을 하게 된다.자신의 공간

이 없는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답답하게

만들었다.참여자F는 자신을 구속하는 규칙, 군가와 계속 같이 사는

생활에 지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참여자C는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비어있는 이

모 집으로 가서 혼자,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하루를 보냈다.C와

함께 남한에 입국한 이모는 남한에 입국 후 결혼을 했고,결혼 에 살

던 집은 빈 집으로 남겨져 있었다.그러나 기숙사를 나갈 수도,C와 같

은 공간도 없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기숙사는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공간이었으며,이 때문에 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공

간이었다.

(3)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진로의 부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학 진학,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주변에서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좋아하는 게

딱히 생각나지 않는(참여자H)’상황에서 진로에 하여 결정하는 과정은

어려운 일이었다.남한에 입국한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정신없이 (참

여자G)’시간이 지나갔다.그러한 시간이 지나간 이후,자신이 무엇을 해

야 할지에 하여 고민이 들기 시작하 다.그러나 자기 스스로에 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고,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

에서 거주할 당시에 직업에 하여 고민을 해본 이 없었을 뿐만 아니

라,청소년기에 직업에 하여 고민을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사회문화

으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과업이 아니었다.

아 그게 직업은 상관이 없어요. 북한은 상관이. 진짜 한국에 오니까 

직업 때문에 많이 그러는데. 북한에는 수, 수 같은 거 하거든요. 

제가 산 쪽이 해산이라서. 국경이거든요 중국하고 강 하나두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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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그, 어머니가 수 해가지고요. 철, 동, 막 이런 것들, 약초, 막 

마약이란 이런 거를. 잘살고 못 살고가 직업이랑 상관이 없고. 평양

은 좀 다른 거 같지만. 근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냥 다들 약초 캐

거나 수하거나 그러거든요. 

(16년 04월 18일 참여자I 면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진로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요하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직업에 하여 자

세히 알아갈수록 ‘내가 될 수 있을까?(참여자A)’라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다.‘키도 크고 뭐든지 잘하는 (참여자J)’남한 청소년들과 같이

학을 다닐 수 있을지에 하여 고민이 되기도 하 다.남한 사회에서

다수의 청소년이 학에 진학하는 상황을 보면서,자신도 학에 진학해

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그러나 학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

면서도 자신이 과연 학에 가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특별

형으로 학 입학이 수월 (참여자D)’하기 때문에 입학은 할 수는 있다

고 생각하지만,이후에 학의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하여

걱정이 많았다.주변에서 학에 응하지 못하고 도에 자퇴를 하는

경우도 꽤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고민이 들 때마다,나에게 진심으로 조언해 부모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부모의 지지는 청소년 자녀가 직업과 련된 효능

감을 느끼게 해주며,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속에서 직업을 한

안을 탐색하고,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Marshall,Young,Domene,

& Zaidman-Zait,2008;Turner& Lapan,2002).남한 사회에 한 이해

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부모의 부재는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선택

해야 할지에 한 고민을 더 크게 만들었다.‘스스로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다.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학교를 그냥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만 둘지. 아니면 대학교 들어갈지. 대학교 나

와도 막상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지금 생



-43-

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학을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또 

이렇게, 엄마라도 옆에 있으면 일일이 ‘어, 너 대학가라’ 말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답답할 때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갈등이 많을 때도 있어요. (중략) 정확한 선이 안서

요. 한국에 와서. 그냥 이대로 그냥 공부나 조금씩 하다가 뭔가를 

하고, 진짜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나면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가도 안 될 거 같기도 하고.

(16년 03월 01일 참여자G 면담)

2) 래 계형성의 어려움

(1)만나기도,사귀기도 어려운 남한친구

국에서 다른 나라를 가기 해서 고민을 하 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

년에게 한국은 ‘말이 통하지 않고 무 낯선 다른 나라(참여자E)’보다 친

근한 곳이었다. 국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보장

되지 않기 때문에 군가와 계를 맺는 다는 것이 어려웠다.남한에 오

면 말도 통하고,정식으로 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 다.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에 입국한 이

후에 안학교를 다니게 되고, 래 남한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웠다.참여

자I는 남한에서 지내며 북한말을 고치고 싶었지만,남한친구를 사귈 수

가 없기 때문에 북한 말을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I가 다니는 안

학교에는 북한이탈청소년 혹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래 남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학교 오면 말 절대로 못 고쳐요. 다 북한 애들이라서. 서로 말

하면 그냥 친구들이니까 편하게 북한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절대로 못 고치는 거 같아요.

(16년 04월 18일 참여자I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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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학교에 다닌다고 하여 남한친구를 사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한 친구들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하여 배타 이었다.일반 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H은 일반

학교에서 남한 청소년과 친구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 다.‘되게

열 받게 많이 하는’ 래와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자신이

싫다고 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친구들에게 화가 나지만,폭력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 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때릴 수가 없는 게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열 

받게 해가지고. 일반학교 다닐 때 애들이 열 받게 하더라고요. (중

략) 일반 초등학교요. 애들이 되게 열 받게 많이 하더라고요. (중략) 

되게 짜증나게 했어요. 좀 놀리고. 장난이라도 좀 되게. 계속 하니

까. 그 때 그 학교에 저 혼자 북한 사람. 다 때려주려고. 삼촌한테 

여기 안다니겠다고.

(16년 04월 26일 참여자H 면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 친구는 만나기도,사귀기도 어렵다고 생

각하 다.그들이 만나는 남한 사람은 부분 성인이었다.그러한 성인조

차도 안학교 교사,교회 사람으로 매우 제한된 사람들이었다.참여자J

는 첫 번째 면담을 마치고 나서 연구자에게 북한 사람과 화하는 것이

‘안 무서운지’물었다.J는 남한에 입국했을 당시에 ‘자신에게 말을 시키

는 사람은 교회 사람들밖에’없는 경험을 하 다.‘교회 사람도 아니면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 다.참여자G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이상하게 본다고’생

각하 으며,이후에 결혼을 하더라도 남한 사람과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고 하 다.남한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자신을 ‘안 만날 거라고’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냥 친구, 밥이나 먹고 그런 친구들은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있다거나 그런 남자 친구는 없어요. 별로. 그러고 뭐, 남한에서 뭐, 

또 온전한 사람이 잘생기고 그러면 남한 애들 만나지 북한 애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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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거잖아요. 남한 사람은 가깝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좀 

우리를 무서워하고. 이상하게 보니까.

(16년 03월 08일 참여자G 면담)

(2)같이 지내지만 친하지 않은 고향친구

남한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은 고향친구를 통해

남한사회 응에 도움을 받는다(정서윤,2015).고향친구는 북한 거주,탈

북 과정, 국 거주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에서 북한이탈청소년

이 남한사회 응과정에서 정서 지지를 주고받는 상이다.무연고 북

한이탈청소년 한 주로 만나는 친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이나 조선족 친구

다.북한이탈청소년과 조선족 친구는 자신과 처한 상황이 비슷했으며,

자신의 고민을 구보다도 잘 이해해 수 있는 존재 다.같은 고향으

로부터 온 친구는 ‘옛날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수 있는 (참여자A)’

존재 다. 국에서 등학교와 학교를 다녔던 참여자D는 국의 친구

와 휴 화 메신 를 통해 연락을 하 으며,방학이 되어서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함께 만나기도 하 다.

초등학교 친구들도 한국에 많이 오고, 조선족들이 이미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걔네들도 한국에 오고 이러니까 만나고. (중략) 중국에도 

막 QQ6)라는 카톡7)같은 게 있거든요. 페북8) 같은 것도 있고. 그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계속 친구들이랑 얘기도하고. 나 이번에 한국 간

다 이러면 그래 만나 이러고 만나고. 

(16년 04월 28일 참여자D 면담)

그러나 모든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고향 친구에게 편안함과 친 감

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이들은 남한친구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청소년

6)TencentQQ. 국의 메신 하나.

7)카카오톡

8)facebook



-46-

이나 조선족 친구와도 래 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학교

에서는 같은 반 친구라도 나이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에는

어려운 이 있었다. 한 자신이 부모가 없다는 열등감은 친구를 사귀

게 어렵게 만들었다.특히 탈북과정에서 겪은 신뢰감 상실 경험으로 인

해 다시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 군가를 믿지 못하게 하 다.이

로 인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비 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에서,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반 이상이 교우 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최경자

외,2011).이들은 학교 내 교우 계에서 특별한 갈등상황이 없기 때문에

교우 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하지만,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 며 친

한 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친구는 사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타인에 한 불신감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참여자A와 G는 어머니가 북한에 생존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A와

G의 경우,자신의 어머니가 체력 으로 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북한

내에서도 경제 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이러한 어머니의 상황은 A와 G

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도 비슷하 다.경제 으로 어려운 집,체력 으

로 약한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참여자 G는 어린 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아버지가 돌아가

시고 집이 어려워지자 어머니는 국에서 수를 시작했다.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는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부모가 없는 상

황에서 오빠는 술만 마시며 방황했고,언니와 G는 생계유지를 할 수 없

었다.결국 G는 언니와 함께 ‘재간 없이 국으로 시집을 가게’ 다.먹

고 살기 해서 로커에게 자신을 것이다.‘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오늘 못 벌면 내일은 못 먹는’삶이 싫었던 A는 집을 떠나서 ‘이리 리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했다.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 마가 국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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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벌 수 있고,자기가 국에 데려다 주겠다고’했다.어린 나이

에 혼자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A는 아 마를 따라 국에 가게

되었다. 국에 가서야 A는 ‘그 여자가 자신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A는 국에 있는 ‘작업장에 갇 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일을 했

다.A는 우연한 기회로 작업장을 나올 수 있었다.

그 사장님이, 그니까 그 같이 있던 북한 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들이 한 언니가 거기 자유를 안주고 그러니까 창문으로 도

망갔어요. 도망가다가 한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명은 허리 다치고 

그랬는데. 사람 죽었으니까, 그 신분증 없으면 화장도 못한대요. 그

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체는 거

기다 두고, 우리는 도망 갈 형편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여자(사장님)

가 한국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보내주겠다 하고 우리를 브로커

들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브로커가 그 목사님들한테 애들 있는

데 사겠냐고 한 거예요. 그니까 목사님들이 우리를 사겠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저희를 사서 한국에 보내셨어요. 그 언니가 죽지 않았다

면 한국에 오지 않았겠죠?

 (16년 03월 05일 참여자A 면담)

이 듯 사람이 사람에 의해 사고 팔리는 경험,자신이 군가에게 팔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타인에 한 불신감을 강하게 만들었다.사람에

한 불신감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도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같은 고

향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으며,같이 생활을 하는 친

구들도 ‘결국엔 남 (참여자A)’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과 달리 명확한 어

머니 상실을 경험한 참여자C,D,J는 다른 참여자에 비해서 타인에 한

불신감을 보다 빠르게 극복해 가고 있었다.이는 뒤에서 다룰 가족의 재

구성과 련된다.명확한 어머니 상실은 남한에서 새로운 부모를 맞이하

도록 하 으며,이에 따라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특히 불신감을 보

다 빠르게 이겨내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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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지원 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돈을 벌어야

했다.북한이나 국에 남겨진 가족들을 해서는 돈이 보다 많이 필요

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부담을 경험한 참여자는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었다.이들은 어머니가 물리 으로 부재

한 상황에서도 심리 으로 존재하는 어머니에 해 자녀로서 경제 지

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그 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에 새로운 환경에서 응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제활동을 했다.어

머니에 한 경제 지원은 이들이 어머니와 심리 유 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선택한 행동이자,심리 유 감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Solheim etal.,2015).

참여자A는 탈북한 이후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남한에 입국하

고 1년이 지나서 자신이 살아있으며,남한에 살아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

게 알릴 수 있었다. 화통화를 통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그동안의

이야기를 나 수 있어서 좋았지만,어머니의 생활이 ‘많이 어려웠기’때

문에 그 기뻐할 수는 없었다.겨울 방학이 되어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기간 동안 A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제가 첨에 연락했을 때는 많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돈 보

냈어요. 그 후로는 괜찮다고 하시네요. (중략) (어머니께 돈을 보내

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거죠. 사실 혼자 살면 돈 별로 안 들어요. 

돈 나오는 걸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또 혼자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

이랑 연락도 되고. 그래서 돈 보냈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서 돈 

보내고 그랬어요. 그냥 식당 같은데서 일도하고. 그 공장 같은 데서 

포장하는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뭐 별

로 돈 필요 없어요. (중략) (최근에 어머니가 생각난 적은) 없어요. 

최근에 전화 통화 한 적 있으니까. 그니까 좀 안심 된 거죠. 내가 

연락도 못하고 그랬을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연

락하고 나니까 내가 돈도 좀 보태줬으니까. 그러면 생각하거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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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면 얼마만큼 살 수 있겠다. 

(16년 03월 13일 참여자A 면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참여자G는 주변의 친구들에

게 비 로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과 일을 하면서 ‘많이 마셔야하는

술’때문에 힘이 들었다.그러나 돈을 벌어야 국의 아들이 있는 집에

돈을 보낼 수 있으며, 한 아들을 보러갈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G는

시집을 간 국의 집에서 아들을 한 명 낳았다.남한에 입국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남편이 ‘나이가 조 있어서 더 이상 아이

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자신의 아이는 를 이어야’해서 데려올 수 없

었다.자신이 떠나온 상태에서 그 아이까지 데려오는 건 염치없는 일인

것 같았다.그러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G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북한에서 고생하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북에 남겨진 어머니, 국에 남겨진 아

들을 생각하면,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제가 한국 온 거 알고 하니까. 되게 내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싸움

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에 오

는 건 다 토의가 되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 와 있는 상태에

서 이제 애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와서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

래서 그냥 가서 보고. 집이 좀 어렵고 하니까 가서 나도 또 알바해

서 벌은 것도 있고 하니까 가서 도와도 주고. 또 애가, 애를 키우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또 엄마인데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고. (중략) 힘든 때가 많아요. 재간 없이 견뎌야죠 뭐. 어

머니에 비해, 어머니가 거기서 고생하는 그, 그거에 비해서는 내가 

여기서 완전. 완전 행복한거죠. 돈도 뭐 일하면 벌수도 있고 그러니

까.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엄마가 일을 못하고 하니까. 또 일을 

해봤자 돈도 안 줘요.

(16년 03월 08일 참여자G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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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체성 혼란

(1)내가 구인지에 한 고민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한 기 새로운 환경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참여자 F).’죽음을 무릅쓰고 탈북

하고,더 나은 삶을 해 입국한 남한은 ‘말은 통하면서도 어색한 (참여

자 G)’나라 다.남한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내가 구

인지에 한 고민 (참여자 F)’이 많아졌다.자신을 이방인으로 보는 남한

사람들의 시선,정부 등의 지원 등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은 없지만 자신

이 쓸모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참여자D의 친구들 에

서는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 비를 평생 타 먹으면서,미래를 포

기해버리는’친구들이 있었다.

부모의 부재는 자신이 구인지에 한 고민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었다.부모 상실은 단지 자신을 보호해 성인의 부재가 아닌,자신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연결고리에 한 상실이었다.북한과 국에서는

생존과 안 에 한 험 속에서 살아남기 해서 고군분투 했다.남한

입국 이후 이들을 힘들 게 하는 것은,‘왜 살아야 하며,무엇을 해 살

아야 하는 지 (참여자F)’다.

(2)잘하는 게 없는 나

자신의 래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이 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에 거주할

때와 탈북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은

게 ‘육체 고통’이었다.남한에 입국한 이후 겪는 고통은 ‘정신 고

통’이었다.남한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해 래와 경쟁을 해야했

다.그러나 자신이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쁘고,공부도 잘하

는’사람들이었다.이런 친구와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한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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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차 커져갔다.

지금까지 겪은 거는 솔직히 정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거

였거든요. 물론 정신적인 것도 좀 있지만 솔직히 육체적인 고통이잖

아요. 힘들게 산 넘어 오고. 뭐 이제 숨어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중략) 근데 여기 와서 딱 봤을 때, 어 정말 여기 와서 봤는데 다 이

쁘고, 여자애들 다 이쁘고, 키도 다 크고. 거기다 이제 뭐 공부도 우

리보다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몇 십 년을 먼저 했으니까? 비

교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다보면 이제 내 자신이 

점점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16년 03월 10일 참여자F 면담)

3.어려움 극복과정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다양

한 방식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간다.해체된 가족을 재구성하려는 노력

을 통해,주변 사람의 도움 제도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으며,남한 사회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1)가족의 재구성

(1)가족주의 가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참여자D)’이라

생각하 으며,이들이 원하는 가족의 모습은 ‘구성원 간 결속력이 강하고

(참여자C)’,‘아버지가 생계부양자 (참여자A)’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이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이유

는 이들이 가족주의 가치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북한에서 경험하 던 가족의 모습은 그리 화

목하지 않았다.‘어려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보고 자라면서 (참여자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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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한 두려움이 커졌다.참여자G참여자는 군가를 믿고 평생 같

이 사는 것,특히나 그 상이 남자라는 것에 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

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우고’,무엇인가를 이 나가면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정 폭력이나 해체를 경험한 다

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이 경험했던 가족의 모습이 그리 행복

하지 않았다.하지만 그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은 행복한 가족을 이루어서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 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생각할 때 결혼은 선택이 아닌 ‘다들 하는 (참여자D)’

일이었다.

결혼을 해야죠. 제가 친한 친구도 많고 하지만 가족은 다르잖아요. 

진짜 내편이고. 우리 양부모님 보면서 ‘아 부부가 좋구나. 저런 모습

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했거든요. 또 다들 결혼 하니까. 여기 선

생님들도 아직 안한 사람도 있지만 다들 하거든요. 다들 결혼도 하

고. 저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

단 돈을 벌고.

(16년 04월 22일 참여자D 면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이루고 싶은 가족의 모습은 구성원 간 결속력

이 강한 가족이었다.청소년 시기를 부모와 분리되어 살아가면서,이후에

자신이 부모가 된다면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 다.

남한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겼을 때마다 만약에 부모가 있었더

라면 이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부모가 된다면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다.가족끼리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은 로망이 (참여자C)’있었다.남한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겪은 외로움,가족에 한 그리움은 ‘끈끈한 가족’에 한 소망으로 이어

졌다.

제가 부모랑 없잖아요. 없이 보지 않고 저 하나만. 그리고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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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잖아요.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어,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런 

거. 되게 가정적이고. 저는 좀 가족끼리 끈끈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

어요. (중략) (아들, 딸을) 골고루 키워보고 싶고. 근데 딸을 더 많이 

원해요 제 상태에서는. 저는 엄마가 빨리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제

가 사랑 못 받은 거, 같이 딸 같이 다니면서. 로망 있어요.

(16년 03월 12일 참여자C 면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혹은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상실한 가족의 빈자리를 남한에서 다시 구성해나가고자 하

다.이러한 재구성의 모습은 그들이 어떠한 상실을 겪었는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다.상실의 유형에 따라 새로운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남한

에서 가족과 재회를 소망하기도 하 다.

(2)새로운 부모가 생긴 기쁨

연구 참여자 에서 입양을 통해 새로운 부모를 만난 참여자는 참여자

C와 D 다.참여자C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몸이 아

셔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하여 명확한 상실을 경험했다.형제,자매가

없던 C는 남한에서 오롯이 혼자 삶을 살아가야 했다.양어머니와의 만남

을 통해 C는 남한에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

다.

한국에 와서 ○○학교 있을 때. 이런, 저희들 대안학교 같은 건 축

제 있어요. 1년에 한번씩. 저희를 알리는 그런 거. 그 축제 때 보러 

와서 부모님이 없는 걸 알았나 봐요. 다른 애들은 와서 꽃을 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저는. 그때 혼자 나와서 독창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걸 보고서는 저를 보는 순간. 엄마 되어주겠다고 그런 맘을 먹었대

요. 꼭 안아주면서 엄마 해줄게, 내가 엄마 해줄게 이제부터.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국 와서 한 달 만에 그 엄마 만났어요. 

오빠도 있고 저랑 4살차이. (중략) 학교 행사할 때마다 엄마가 오거

든요. 엄마가 와서 선물도 주고, 그래도 저한테 엄마라는 게,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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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양엄마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든든해요. 나 혼자 아

니라는 거. 나 양엄마 있으니까. 아니면 양엄마가 없었으면 제가 어

떻게 버텼을지 그런 거 있어요. 힘이 되는?

(16년 3월 12일 참여자C 면담)

참여자D의 부모는 D가 6살 때 이혼을 했다. 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

이 이혼했기 때문에 D는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고 이름만’기

억할 수 있었다.이혼 후에 D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들은 소식이 없

었다.D는 국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후,양부모를 만나게 되었다.양부

모님 덕분에 D는 ‘친부모님을 많이 생각 안하고 잘 살 수 있었다.’

고아원에 갔는데 그 고아원이 1년, 1년? 1년정도 운영되고 또 고아

원 자체가 문을 닫게 됐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고아원에서 만난 

분이 양부모님을 소개시켜줘서 그래서 그 분들이랑 쭉 살았죠. 그 

다음부터. 7년. (중략) 친부모님을 많이 생각 안하고 잘 살 수 있었

던 원인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16년 4월 28일 참여자D 면담

참여자C와 D처럼 부모에 하여 완 히 단 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

탈청소년은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 남한사회 응의 어려움

을 이겨내고 있었다.이들은 친부모를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극 으로 가족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었다.입양을 통해 친부모

의 빈자리를 양부모로 체하고자 하 다.친부모 상실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느 지만,새로운 부모의 존재를 통해 의지하고,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찾을 수 있었다.반면,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의 재구성을 이루어나가고 있었다.

(3)남한에서 가족과의 재회를 소망

참여자E는 ‘이 게 까지 엄마와 오래 떨어지게’될 몰랐다.E는 국

에 잠시 건 가 돈을 번 뒤,다시 어머니가 계시는 북한으로 돌아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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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그러나 북한에 돌아가려 할 때에는 자신이 ‘감시 상이 되었으며,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험한’상황이 되었다.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바에야 남한으로 가서 돈을 더 벌어서 어머니를 데려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남한에 입국하게 되었다.그러나 남한에 입국해 보니

국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남한에서 ‘엄마를 잘 모

시기’ 해서는 일이 아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북한과

국에서는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어머니를 잘 모시기 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나가면 제가 좀, 이런, 징역은 아니고, 거기 가기 전에 가는 

단계 있잖아요. 되게 낮은 단계. 그런 데 갈 수도 있고, 집이 위험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동안에 

번 돈을 다 집에다 보내고 저는 그냥 아예 빈몸으로 한국으로. 그

래서 제가 처음에 넘어올 때는 공부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동생하고 어머니만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데리

고 오려고. 1년만 기다리라고, 아 3년 기다리라고 했나, 1년 기다리

라고 했나. 그렇게 말해놓고 제 친구 삼촌하고 통화하고 그렇게 얘

기해놓고 왔거든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대한민

국이 살자면 공부도 해야 되고, 제 체력 가지고는 계속 그런 노가

다 같은거 일 해가지고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와서, 일단 배워야 되

겠다. 내가 배워야 엄마도 잘 모실 수 있다 해서 오자마자 바로 학

교를. 

 (16년 3월 3일 참여자E 면담)

참여자F 한 가까운 미래에 어머니와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F의 동생은 ‘자신

보다 공부를 잘’했다.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F와 동생 모두 학교에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F는 학교 신 일을 해야 했다.‘어렸을 때 배우지 못

했기 때문에’남한에서 학교에 다니고,공부를 한다는 것은 F에게 어려

운 일이었다.‘하루라도 어린 나이에’배운 다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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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고,이러한 생각이 들자 동생이 빨리 남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F가 생각할 때,동생이 남한에 입국하기

한 방법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었으며,그러기 해서

는 공부를 해야 했다.한편으로 F는 남한에 넘어온 동생에게 자신도 ‘공

부를 잘 할 수 있으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F는 공부가 어렵지만 ‘하기 싫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않았으며,오히

려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다.탈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쉬

운 일은 아니었지만,주변의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에서 다시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자신도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가족과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동생 데려오고 싶은데, 공부시키고 싶은데. 올해 3월 달에 원

래 오기로 했는데 지금 워낙에 북한이라 이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올 수 있을는지. 기다리고 있긴 한 데. (중략) 만약에 

안오면 엄마랑 같이 들어오겠죠. 어차피 들어오면은 다 연락이 오

게 되어있으니까. 국정원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찾은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먼저 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식이 

오면은 이제 그, 국정원에서 전화가 와요. 딸이 왔다고. 그래서 여

기 와서, 제가 아는 언니도 여기 와서 엄마를 만나고. 그런 게 굉장

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문제가 아닐까.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

하고.

(16년 4월 14일 참여자F 면담)

참여자E와 F가 가족과 재회를 꿈꾸며 남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던 이유는 이들이 어머니의 부재를 상실로 바라보지 않고 일시 분리

로 바라보는 것과 련된다.이들은 어머니와 화통화를 할 때마다 어

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희망 커졌으며,남한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이러한 희망을 실

시키기 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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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지원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은,함께 남한에 넘어온 가족 구성원,학교 선생

님,교회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삶

을 시작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정서 ,도구 지지를 제공하

다.

(1)함께 남한에 온 가족 구성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에서는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다른

가족원이 남한에 있는 경우가 있었다.이 연구의 참여자 B는 이모가,D

는 언니가,I는 나가 함께 남한에서 지내고 있었다.이들에게 있어서

형제자매나 친척은 낯선 환경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이며,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국에서 떠나신 후 계속 함께했던 언니는 참여자D에게 있어

‘엄마와 같은’존재 다.매일같이 싸우면서도 언니를 엄마처럼 따르면서

D는 남한 생활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언니가 정부로부터 집을 받

으면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참여자 I는 북한에서 남한까지 안

하게 올 수 있도록 경제 으로 지원을 해 나에 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자신은 ‘부모가 없어도 한 일이 생기면 나에게 도움’

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참여자B는 이모와 함께 입국하 다.이모

가 남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 수는 없지만,‘통화를 엄청 하

면서’친하게 지내는 사이었다.다만 이모에 한 B의 느낌은 D와 I가

언니, 나에 해서 느끼는 감정과 달랐다.이모는 ‘친척이지만 가족은

아니라고’생각했다는 것을 통해 B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 에 이모는 포

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모는 결혼하셔서. 한국 와서 한국 분이랑 결혼하셔서 자기 집에서 

살고. 저는 그냥 하나원 나오면서 학교 들어왔어요. 또 친척이긴 하

지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모랑은 통화를 엄청 하는데, 이모부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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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친해요. (웃음).

 (16년 04월 12일 참여자B 면담)

(2)엄마 같은 학교 선생님

안학교 교사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부

모 역할을 신해주는 존재 다.교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생활

을 리 감독하고 있었으며,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먼 교사에게 이를 말하 다.교사들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들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생활까지 ‘어떻게 하면 도와 지 (참

여자C)’고민하 다.교사는 혼자 사는 청소년에게 ‘리비를 내는 것

(참여자F)’을 알려주고,‘음식을 챙겨 (참여자C)’주는 것과 같은 도구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참여자J)’

존재로서 청소년에게 정서 지지를 제공하 다.참여자 J는 타인에

한 불신이 강한 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변

화할 수 있었다.J가 변하게 된 결정 인 계기는 필리핀으로 사활동을

가면서 다.자신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래들을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잇

는 삶의 소 함에 하여 생각하게 되었다.J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학교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섬기는 거요.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잘 섬겨줘요. 그리

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도 잘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게 

편해지고 막. 신기한 분이에요. (예전에는 제 상태가) 심각했는데, 

그 분은 다 이해해준다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상담을 이렇게 하면

은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막 그랬어요. 그 분이 이렇게 필리핀 

가는 거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없었다면 필리핀도 못가고 결

국. 학교와서 되게 많이 아들처럼 챙겨주셔가지고.

(16년 3월 26일 참여자J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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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교회사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종교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응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신의 존재는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유일한 존재로 느껴졌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은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는 가족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교사나 친구는 결

국 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 능하며 자신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

다는 신의 존재는 낯선 사회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나의 편을 들

어주는 존재로 다가왔다.교회에 다니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친구

처럼,엄마 아빠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상(참여자 A)’인 신으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참여자G에게 신은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존재

로 다가왔다.

이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게 조금. 감시당하는 느낌

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 ‘아 내 아픔까지도 알아주시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었던 거 같아요. 

(16년 03월 08일 참여자G 면담)

교회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의 래를 사귈 수 있는 공간이었

다.참여자J는 종교생활을 통해 인 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비 도 이

야기 할 수 있는’사람을 사귈 수 있었다.탈북을 할 때, 국에서 거주

할 때 겪은 경험으로 사람에 한 불신이 강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은) 아는 교회 분이 있거든요. 동생들이랑 누

나가 있어요. 많이 친하다 보니까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분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중략) (어려운 일이나 비 이 생겼을 

때) 아까 말씀 드렸던 OOO 누나가. 그분한테는 말할 수 있어요. 친

하니까.

(16년 03월 16일 참여자J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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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남성은 40.2%,여성은 48.8%가 종교를 갖고 있

다(남북하나재단,2014).그러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분 종교생

활을 하고 있었다.타인에 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곳

이 필요하 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종교에 심취할 수 있었으며,그

러한 종교라는 범 내에서 인 계를 맺을 때에는 같은 종교인이라는

제로 인해 보다 쉽게 사람을 사귈 수 있었다.이를 통해 볼 때 종교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심리 지지를 제공하는 역이자, 인 계

를 형성하는 공간인 것으로 보인다.

(4)고마운 형사님과 정착도우미

하나원에서는 남한에 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 한 교육을 한

다.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 다고 하여 남한사회에 쉽게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지원 을 가지고 있지만 남한 사회에 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새로운 사회에서 마치 ‘1살 어린

아이 (참여자F)’처럼 아무것도 할 아는 것이 없게 느껴진다.자신을

보호해 성인이 부재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이러한 어려움에 더

욱 취약하다.낯선 환경에서 이들은 형사와 정착도우미의 도움을 통해

남한에서 생활하는 법에 하여 익히고, 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엇

다.

하나원에서 금방 나왔을 때 이제 한국에 발을 디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한달 정도 교육을 받

으면서 도우미 아줌마를 한 명씩 붙여줘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동사무소 가서 뭐 어떻게 떼고, 뭐도 하고, 뭐 할게 많잖

아요. 신분증도 내고 뭐. 집에 대해서 뭐도 하고 하니까. 그 아줌마

들 붙여. 근데 되게 잘 해 준거 같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아줌마

들한테 물어도 보고. 그러고 뭐 형사님들도 한명 씩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나와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중략)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 형사님들을 하

나씩 붙여 줘요 경찰서에서. 누가 이렇게 뭐 ‘협박하는 사람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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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디 ‘사기당하거나, 사기 당한일은 없냐’ 이렇게 가끔 밥 먹으면

서 형사님들이 불러서 밥 먹으면서 물어보거든요.

(16년 03월 01일 참여자G 면담)

3)제도 지원

경제 지원,진로 탐색을 한 지원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응을 돕고 있었다.제도 인 지원은 경제 으로나 진로 탐색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치 에 변화를 통해 남한사회 응을 돕는 요인이었다.

(1)부족하지 않은 경제 지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 살면서 경제 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다.‘쓸 때 없는 낭비를 안 하면 (참여자J)’생활이 가능했으며,

스스로 ‘그 게 많은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B)’돈이 부족하다

고 생각하지 않았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하면서 정착

지원 을 받고,매 달 정부로부터 기본 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

지원을 받는다.게다가 정부 외 기 혹은 교회에서도 경제 지원을 받

고 있었다. 안학교 등의 기 에서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일상을

리하기 하여 경제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었다.참여자C는 교회에서

운 하는 과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이 교회에서는 과외를 모두 참여할

경우 5만원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었다.때문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용돈을 벌기 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월세) 45(만원)를 내고, 적금 15만원. 그리고 먹을 거. 모자라면 조

금씩 알바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면 돈이 나오고, 부

지런하면 생활이 잘 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요. 공부를 해도 

과외 하러오면 한 달에 5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움직이면 

괜찮아요.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살만해요.

(16년 03월 12일 참여자C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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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살면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은 벗어나고 싶은 일이

었지만,기숙사에 살면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생활비를 약할 수

있었다.부모와 분리되어 남한에 입국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거

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은 많지 않았으며,경제활동이 제한된 상

황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으로

도움이 되었다.기숙사는 심, 녁을 모두 제공할 뿐만 아니라,혼자

살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각종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장소 다.‘학교

를 졸업하면 기숙사를 나와야 되는’상황에서 참여자J은 도사님과 함

께 살기로 결정하 다.자취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들기’때문이었다.

(기숙사 나올 때 처음에는)자취하려고 했는데 혼자 살고 싶어서. 하

도 그분이,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같이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자취하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아, 거의 쭉 단체생활

을 하다보니까 11살부터인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혼자 살고 싶었는

데. 그래도 괜찮아요. 두 명이잖아요. (중략) 모르겠어요. 일단 혼자 

살면 돈이 더 드니까. 저는 지금 일 안하잖아요. 

(16년 03월 16일 참여자J 면담)

(2)진로 탐색을 한 지원

안학교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방과 후에 취미 활동이나 추가

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참여자A는 ‘학교에

서 과외를 신청할 수 있어서,좋아하는 과목을 신청’하여 들었다.이러한

로그램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좋았다.

학교 끝나고 나서는 그냥. 학교에서도 또 과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 그냥 신청해서 하려구요. 뭐 영어 같은 거랑. 

드럼. 피아노는 재미없어서 안 해요. 전 드럼 치는 게 좋더라고요.

(16년 03월 05일 참여자A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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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지 은 놀면 안 된다

고’생각하 으며,‘원래 공부를 잘 안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

에 이러한 로그램을 극 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숨).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월, 수, 금이 지금 자격증 준

비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월, 수, 금에 있는 과외는 다 지웠거든

요. 그리고 화, 목만. 거의 3개 과외를 취소 시켰어요. HSK 자격증이

니까. 그게 중국어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어중문과는, 제가 

고대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최소, 제일 낮은 급수가, 6급이 제일 

높은데 5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딸리지 않으려면 6급을 준

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부를 잘 안 했어서. 많이 후회돼

요.

 (16년 04월 22일 참여자D 면담)

(3)제도 지원으로 인한 가치 변화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경제 지원을 받으며, 안학

교를 통해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물질주

의 가치 의 변화를 경험했다.‘돈이 최고 (참여자B)’라는 생각에서 벗어

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한 삶을 살고 싶어졌다.참여자E는 남한에서는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이 좋다고 생각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가수가, 

그런 꿈을 못 가져요. 꿈이란 게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화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열심

히 뭔가를 하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중략) 여기서 

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앞날이 그래도 보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것도 안보이고.

(16년 03월 10일 참여자E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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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주의 가치 은 연령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남한의 20

는 다른 연령 에 비해 탈 물질주의 가치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김

명숙,2008).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제도 지원을 통해서 탈 물질주

의 가치 을 가지게 되지만,이후에 성인이 되어 제도 지원이 감소하

고,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이러한 가치 의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4)정체성의 형성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내가 할 수 있는 것

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아무것도 잘 하는 것이

없는 (참여자F)’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갔다.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높아지는 자존감을 통해 내가 구

인지,내가 남한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한 생각을 하게 되

었다.

(1)잘할 수 있는 국어

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었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국어를 잘

할 수 있었다.부모의 부재 속에서 국에 거주해야 했던 이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해 배웠던 국어가 남한에서 강 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F는 학교에서 국어를 공하고 있었으며,이러한 공을 살

려 경찰이 되고 싶었다.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던 G는 어린시

부터 경찰이 되고 싶었다.그러나 남한에서 경찰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

다.G는 경찰을 하면,자신이 잘하는 국어를 이용해서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이 듯 국어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향을 주었다.참여자G는 ‘팔려서 시집을

간’집에서 국어를 배우기 해 노력했다. 국어를 할 수 있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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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온 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G는 ‘국어는 조

하기 때문 외국어 쪽 일이나 무역 쪽 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 다.

대학 만약에 가게 되면 외국어 쪽으로. 중국어는 조금 하니까 이제 

영어 조금 더 배워서 외국어나 그런 쪽 아니면 무역 쪽으로. 그쪽

으로 되게 관심이 있긴 한데, (중략) 저는 되게 빨리 배웠어요. 다

른 사람보다. 애를 많이 썼어요. 중국, 중국말을 빨리 배워서 이 집

을 나가야 겠다는 생각에. 중국말 모르면 또 나가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어 빨리 배워야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빨리 배웠어요. 맨날 TV 보고, 그 중국에도 이제 한국 그게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그 한국말 나오면

서 밑에 중국 글이 나와요. 그걸 계속 보고. 이제 그러고 또 반대로 

또 중국말이 나오면서 반대로 또 나와요 조절하면. 그걸 계속 반복

해서 봤어요.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TV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중국말을.

(16년 3월 1일 참여자G 면담)

(2)북한 사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북한이탈청소년의 58.4%는 북한 출신임을 밝히고 싶지 않아한다(남북

하나재단,2014).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서 거주하는 것은 편견과 차

별의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자신의 고향을 계속해서 숨기

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혼란

을 겪게 된다는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청소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

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참여자D는 학에 가면 남

한친구들과 경쟁을 잘 할 수 있을지에 하여 두려움이 커졌다. 안학

교에 있는 D는 시험 성 이 같은 학년에서 최상 권을 유지하는 학생이

었다.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끼리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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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졸업을 하고 학에 가면 남한의 래와 경쟁을 해야 하고,남한에서

계속 살아가기 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끼리만은 살 수 없다고 생각했

다.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D보다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았다.

D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남한

사람보다 못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나가

고 있었다.자신은 통일일 되었을 때,‘북한 사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통일이 되면 저는 북한의, 저희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잘 달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요. 

(16년 4월 28일 참여자D 면담)

이러한 자신에 한 효능감이 재 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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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논의

1.결론

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수가 차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이들의 남한사회 응과정을 살펴보았다.부모와 함께 남한에 입

국한 북한이탈청소년과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이들이 경험한 상실이 다양할 수 있다는 에 주목하여,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상실과 남한사회 응과정을 살펴보았

다.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16-21세 무연고 북학이탈청소년

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면담을 진행하 다.연구 결과를 토 로 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이라는 생태학 환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친구,문화,국가에 한 상실을 경험한다.재북시,탈

북과정, 국 거주시 부모의 부재 여부에 따라 이들이 경험한 심리 고

통은 상이하다.북한에서 부모와 분리되어 탈북한 북한이탈청소년은 자

신에게 익숙했던 가치 ,문화,친구들에 한 그리움을 갖지만,자신이

선택한 상실이기에 이러한 상실을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 한 국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당한 구성

원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소 함을 더 많이 느낀다.

특히,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죽음 등으로 인해 어머니에 하여 명확한 상실을 경험한 청

소년이 있는 반면,물리 으로 부재하지만 심리 으로는 여 히 어머니

가 존재하는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이 있다. 한 재 어머니와

연락이 가능하고,가까운 미래에 재회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부재가

상실이 아닌 일시 분리인 경우도 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

한 어머니 상실 유형에 따라 어머니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계 단

이 다른 양상을 보이며,남한사회 응과정에서 어머니 상실에 처하

는 방식이 상이하다(Ebata & Moos,1994;Herman,1997;Mu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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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모든

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남한사회 기에 어려움을 겪는다.그러나 다른

유형의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과 비교할 때,입양

을 통해 가족을 재구성하고 종교를 통해 상실의 의미를 정 으로 해석

함으로써 극 으로 어머니 상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어

머니가 남한에 부재하지만,어머니의 부재를 단기간의 분리로 생각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존재한다.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어머니와 재

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 어머니 부재의 어려움을 인내한다.

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생존해 있는 어

머니에 한 그리움,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한 슬픔으로 어

려움을 겪는다.북한이나 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 하며 어머니와

의 계를 유지하기 해 노력하고 있지만,홀로 거주하는 남한에서 북

한과 국에 있는 가족의 부양을 해 경제 어려움을 겪으며,어머니

가 생존해있기 때문에 상실에 극 으로 처하지 못하여 심리 외상

을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둘째,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 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

움을 겪는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북한이탈청

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차이가 있다.부모의 부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

년이 남한사회 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양상을 변화시킨다.같은 북

한이탈청소년이지만 부모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구분지어지고,자신들에 한 지나친 심으로 인하여 학교 응의 어려

움을 겪는다.오랜 기간 단체생활로 인해 학교 기숙사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며,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달리,방학이 되어도 기숙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다른 남한 청소년보다 학업능

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어

려움을 겪으며,부모의 부재는 이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부모와

자녀 간 애착은 진로 성숙도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Choi,Hutchison,

Lemberger,& Pope,2012).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자녀 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부모와 친 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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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어머니 상실 유형에 따라 남한사회 응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의 양상이 다르다.명확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

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어머니 상실로 인한 어려움을 극 으로 처하

여,보다 빠르게 정 성장을 경험한다.어떠한 상실을 경험하 는지에

따라서,이로 인한 심리 외상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상이하다

(Tedeschi,& Calhoun,1996).어머니의 부재를 상실로 여기지 않고 일

시 분리로 받아들이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은 가까운 미래에 어머

니와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통해 어머니 분리 경험 부재로 인한

외상을 극복한다.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은 어머니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돈을 보내 주기 해 남한에서 어려

움을 겪는다.어머니와 재회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지만 실 으로 불가

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 부 응을 겪는다.

셋째,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인 지원,제도 지원과 함께 가족을

재구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응해 나간

다.가족은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을 돕는 요한 환경요소이

다(백혜정 외,2006;이 심 외,2011;장창호,2001).무연고 청소년은 가

족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에 응하는데,그러한 과정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 유형에 따라서 상이하다.

양부모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응과정을 돕는 존재이지

만(김 경,2013),입양은 명확한 부모 상실을 경험한 무연고 북한이탈청

소년에게 의미 있는 수단이며,모호한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입양 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어머니의 부재를 일시 분

리로 여기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오히려 자신의 친어머니와 남한사

회에서 재회할 것이라는 희망을 통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응은 이들이 다른 남한 청소년의

삶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오히려 북한이탈청소

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며,남한사회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남한사회에 응한다.부모의 부재

는 남한사회 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지만,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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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실로 인한 심리 외상을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성장한다.이러한

극복과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학교 선생님,교회사람,형사와

정착도우미이다.

2.의의와 한계

이 연구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첫째,남한에 입국하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남한에서 어떠한 삶을 살

고 있으며,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밝혔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모습을 담아낸 연구는

소수이다.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학교 내에서,학교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담아내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과정이 다른 북한이탈청

소년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과 유사하게 학교 응,사회

계,심리 외상을 겪었지만,보다 구체 으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과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이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어려

움이 다른 북한이탈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이러한 과정은 실 으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삶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남한사회 응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한 근

거를 제시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이론 으로 청소년이 환경에

응하기 하여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 하는 과정에서 부모 상실이

상호작용과 어떠한 연 이 있는지 밝혔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익숙한 환경 상실에 하여 살

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어렵게 만들

었던 환경요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여러 환경 상실을 경험하 으며,그러한 상실은 남한사회 응과정에

향을 주었다.부모의 부재로 인해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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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국가,익숙한 가치 과 문화,친 감을 느낀

친구,부모 외에 다른 가족원 상실은 남한사회 응과정과 련되는

요한 경험이었다.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익숙한 환경상실에 해서 알아

으로써,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북한과 남한의 환경 차이를

보여주고,그러한 환경 차이가 응과정에서 어떻게 향을 주는지 밝혔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한 어머니 상실의 다양한 유

형을 다루고,남한사회 응과정에서 상실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

습을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부모

상실을 경험하고 남한사회 응과정을 겪는다는 에서 공통 이지만,

어머니 상실유형에 따라 남한사회 응과정의 모습이 상이하 다.북한

이탈청소년의 보편성과 구분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개별성까지 고려하는 을 제시한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이러한 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을 한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첫째,이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을 알아보기 해서 10명

의 참여자를 상으로 하 다.남한 사회에 보다 다양한 무연고 북한이

탈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에서 다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특히 안

학교에 다니지 않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이 연구의 참여자는 16-21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다. 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과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무

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응과정이 상이할 수 있다.이들의 발

달과정이 다르며,상호작용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이 연구에서 다

룬 후기 청소년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뿐만 아니라, 기 청소년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재 남한사회에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아니지만,실

질 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이 존재한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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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비하여 제도 으로

나 사회 으로 심을 게 받는 것이 사실이다.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사회 응 측면에서 이러한 청소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는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

의 남한 사회 응을 돕기 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더 나아가 통일

한국을 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통일 한국에서의 남북한 사람들

의 통합을 이끌어 내고,통일 한국의 국민이 새롭게 변화한 한민국 사

회에 응하기 한 비로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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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면담 질문

1.첫 번째 면담

1)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

-성별

-연령

-탈북연도

-남한 입국 연도

- 재 거주 유형

-동거인 유무 성별

-기숙사 거주 경험

-친부 생존 여부 분리시기

-친모 생존 여부 분리시기

-북한 국에 거주하는 기타 가족원 유무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원 혹은 친척 유무

-입양 유무

- 재 재학 학년

2)남한에서의 일상생활

-남한에 처음 왔을 때 거주한 곳은 어디인가요?

- 재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 재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 다니고 계신가요? 재 학년은 어떻게 되시나요?

- 학교에 진학하실 계획인가요?그 다면 원하는 학과는 무엇인가요?

(혹은 학교에 진학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 학과를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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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무엇인가요?)

-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 재 부모님이 살아계시나요?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과 연락이 가능하신가요?

-가족을 해 경제 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가장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은 구인가요?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2.두 번째 면담

1)남한에서 겪는 어려움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어려웠던 은 무엇인가

요?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학업 측면/교우 계 측면)

-경제 으로 어려움을 겪나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려움을 겪는다면,그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처하고 계신가요?)

-비경제 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처하고 계신가요?)

-북한, 국,남한에 거주하면서 느 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2)재북시 경험

-어렸을 때 가족 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형제,자매가 있다면)형제자매 계는 어떠했나요?

-북한에서의 일상생활 모습은 어떠셨나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남한에 입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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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 거주시 경험

-탈북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 국에서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남한에 입국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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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ssandSocialAdaptation

oftheSeparated

NorthKoreanRefugee

AdolescentsinSouthKorea

Kim,Daewoong

DepartmentofChildDevelopment& FamilyStudie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aimstoexaminetheprocessofsocialadaptationamong

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living in South

Korea.Inparticular,thisstudyfocusesonhow theirexperienceof

lossrelatestosocialadaptationinSouthKorea.

Researchquestionsareasfollows.

1.Isthereadifferenceinthewayandthedegreeoftheparental

lossandecologicaltransitiondependingoneachseparatedNorth

Koreanrefugee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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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hatarethedifficultiesfortheseparatedNorthKoreanrefugee

adolescentsinadjustingtotheSouthKoreansocietyandhow are

thesedifficultiesrelated to theparentaland environmentalloss

theyexperienced?

3.How aretheseparatedNorth Korean refugeescoping with the

difficultiestheyhaveencounteredinadaptingtotheSouthKorean

society?

10separatedNorthKoreanrefugeesof16to21yearsofage,having

been lived in South Korea overa year,were interviewed.The

contents ofinterview were alltranscribed,given the codes,and

categorized.Finally,theinterrelationshipsamongthesewereanalyzed.

Thekey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First,theseparatedNorthKorean refugeeadolescentsexperiences

lossoffamiliarenvironments,suchasthenationthattheycouldbea

legitimate member of,the values and culture that they were

accustomedto,andthefriendsandfamilywhotheywerecloseto.

The loss ofmothers could especially be classified as clearloss,

ambiguousloss,non-loss.

Second,the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arising from school adaptation, social

relationship,distrustofothers,burdenofsupportingtheirfamily,and

alackofself-esteem.Theaspectsofthesedifficultiesappearedas

differentaccording tolossexperienceoffamiliarenvironments,as

wellasthetypesofmotherloss.

Third,NorthKoreanrefugeeadolescentstrytogetoverdifficulties

by reconstituting their families, receiving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supports,andbybuildingtheiridentities.These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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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recoveryvary,dependinguponthelossandhardshipstheywent

through.

Theresultsimplythatfamiliarenvironmentallossoftheseparated

NorthKoreanrefugeeadolescentsisdifferentaspectsdependingon

reasonforseparatingfrom theirparents.

Theadolescentswhoexperiencedseparationfrom theirparentsin

NorthKoreaembracevalue,culture,andlossofpeerswhichwere

usedtothem moreeasilybutsuffergreaterdifficultyduetotheloss

of a nation which they could have become ordinary members.

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s who experienced clear loss of

motherstrivetoovercomethelossthroughactivecopingsuchas

adoption and religion and utilize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

support.SeparatedNorthKoreanrefugeeswhoexperiencedambiguous

lossofmotherdisplaygreaterdifficultyinformingpeerrelationships

andbiggerdistrusttowardothersduetothepsychologicaltrauma.

Moreover,they go through the hardship ofbeing a partofthe

economicallyactiveintheSouthKoreasoastofinanciallysupport

theirmotherintheNorthKoreaorChina.SeparatedNorthKorean

refugeeswhodon’tregardabsenceofmotherasloss,buttemporary

separationobtainthepowertoovercomeanumberofhardshipsin

theSouthKoreansocietythroughthehopethattheycanreunitewith

theirmotherintheSouthKorea.

Thisstudyissignificantinthatitshowsthedifferentialadaptation

between theseparatedNorth KorearefugeeadolescentsandNorth

Koreanrefugeeadolescentwholivewiththeirparents.Theseparated

North Korean refugeeadolescentssuffered from schooladaptation,

socialrelationships,andpsychologicaltraumasimilartoNorthkorean

refugee adolescents with parents.However,the difficulties they

experienceand theprocessesthey getthrough toovercome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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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n addition,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investigatingthelossoffamiliarenvironmentsseparatedNK refugee

adolescentshaveundergone.Theynotonlyhavelosttheirparents,

but also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which affected their

adaptation in South Korea.Finally,this study is relevant for

consideringdifferenttypesofmotherlossexperienceoftheseparated

NorthKorean refugeeadolescents.Theyhavesomeexperiencesin

common,whichtheymettheprocessofadaptationtoSouthKorea

aftertheyseparatedtheirparents,buttheiradaptationprocessesvary,

dependinguponthetypesofmotherloss.

keywords:separatedrefugee,NorthKoreanrefugee,adolescent,

loss,social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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