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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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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부산지역의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 9명이었다. 연구결과 총 100개의 개념과
32개의 하위범주, 17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 하였다. 이 범주들은 인과적 조건(다른 환경에 전입), 중심현상
(위축, 막막함), 맥락적 조건(소외감, 대화의 어려움, 기초학습의 부재), 중재적 조건(의지할 친구, 가족의 지
지, 선생님의 도움, 다양한 지지체계), 작용/상호작용전략(의지력 발휘, 신분을 알림, 인정받으려는 노력, 또
래와 어울림), 결과(학교에 통합, 감사하는 태도, 의기소침)로 분류되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
은 '낯선환경 전입단계, 위축단계, 대처단계, 적응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차이
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이다. 유형은 ‘적극 노력형’, ‘소극적 대응형’, ‘위축형’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
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주요인은 다양한 지지체계, 원만한 친구관계, 적극성, 신분노출 등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과 유형 등을 밝힘으로써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에 대
한 실제적 이론구축 및 정책적, 임상적 개입에 그 함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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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년 11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자의 수는 20,050명으로, 2001년 1,990명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2006년부터 년간 2천명 이상의 북한이탈자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매
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일부, 2009). 특히 북한이탈자의 입국유형이 ‘가족동반
화’ 됨으로써 북한이탈자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교육
과학기술부(2009)에 따르면 전체 북한이탈자의 15.5%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
한 증가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남한으로의 탈출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게 되며,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북한과 차이를 보이는 남한사회에 대해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드러내며,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불안, 긴장,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호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 2006; 손용훈, 2009; 한선영 외, 2007).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에서
도 학교부적응문제는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한국교육
개발원, 2009; 이수연, 2008; 이향규,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부적응문제는 이들의 높은 학
교중도탈락율에서 잘 드러나는데, 남한 중고교생의 학교중도탈락율이 약 1%정도 인데 반해, 탈
북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율은 중학생 12.9%, 고교생 28.1%에 이르고 있다. 눈여겨 볼일은 동일
한 북한이탈자라 하더라도 초등학생의 중도탁락율이 3.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서 볼 때 초등학생 보다는 중고교생에서 학교부적응 문제가 더 많으며, 특히 고교생에서 학교부
적응문제가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은 추후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사안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탈자의 실태와 특성 및 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
구가 주로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김형태, 2004; 문성호, 2005; 양영은 외, 2010; 이선화, 2006; 이수연, 2008;
이향규, 2006; 장문강, 200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의 학교생활이나 적응
에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는데 관심과 공감을 끌어내고 대책수립의 필요성 제기에는 공헌하였지
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북한이탈청소년이 지닌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적응의 문제는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큰 어
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개인적인 노력과 환
경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해 간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
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바, 북한이탈청소년이 학교부적응과 관련한 제반의 어
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역할모델 제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행연
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을 과정중심(process̵̵̶-oriented)으로 탐색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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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이 북한과는 다른 문화와 교육체계를 가진 남한의 학교상황에서 어
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낯선 남한의 학교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이 학교적응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북한이탈 청
소년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 가는지, 그리고 이러한 적응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학교에서의 적응결과 어떠한 상황에 도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은 개인이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 내는 역
동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이 처한 개인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
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고자 시도하며, 이로써 개인의 삶도 변화하는 과정
을 겪는다(김경화,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
응 과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근거이론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근거이론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과정을 분석하고 개인의 적응과정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
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에 대한 특수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이탈청소년의 원조와 개입에 필요한
실천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Ⅱ. 문헌고찰
1.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난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남한이라는 새로운 거
주지에서 ‘적응’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자아정체감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안고 있어 보다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요구된다(양영은, 배임호, 2010).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에 편입하기까지의 과
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위축을 경험하며,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남한사회의 삶은 그들에게 엄청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문성호, 2005; 이향규,
2006).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목숨을 건 탈북과정에서의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
스로 인해 다양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지니며(최명선 외, 2006), 낯선 문화와 이질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내면적으로는 당혹감, 외로움, 소외감을 경험하며, 용모의 왜소함에 따른 자
신감 저하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향규, 2006; 장창호, 2000).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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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청소년들은 낯선 남한문화로 인한 적응장애, 정체성 혼란, 또래관계의 어려움, 사상적 가치
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북한 억양이나 사투리가 남한 청소년들과의 대화에서 드러날 까봐 말하
기를 꺼려하고 조심스러워 하는데,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숨기기’의 문제로 나타난다(김종국,
2007; 이향규,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제3국 체류 기간이 평균 2년 5개월에 이를 만큼 장기간 타국에서 불
안정한 삶을 살다가 남한에 입국하게 된다(통일부, 2009). 가족 중의 일부가 먼저 남한에 입국하
여 추후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당수의 청소년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가족
해체의 경험이 있고, 이러한 측면은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심각한 불안과 심리적인 상흔을 야기한
다(길은배, 문성호, 2003). 대다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의 앞선 사회문화적 상황에 놀라움
을 보이며, 문화적 동경심을 드러내지만 적절한 규범과 역할학습이 되지 않을 경우 혼란과 무규
범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자칫 일탈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유가효, 방은령, 한유진, 2004). 북
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유형을 연구한 금명자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입국 첫 4개월의 기간
은 ‘동화유형’, 그 이후의 1년 동안은 ‘분리유형’, 1년에서 2년 동안은 ‘주변인유형’, 2년 후에는
‘통합의 유형’을 보인다는 연구를 통해 보듯이,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최
소 2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남한사회의 부적응문제는
발달상 예민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
이 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청소년이 엄청난 위험과 역경을 이기고 탈북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큰 남한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바, 이
들이 남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요청된다.
2.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북한이탈 시도가 점차 가족단위로 변화함에 따라 북한이탈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에서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사회화
되는데 학교의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양영은, 배임호, 2010; 유가효 외, 2004).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학생이 학교의 상황에서 지적, 정의적,
심리운동적 발달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을
자신들의 요구에 적합하게 변화시키거나 바르게 받아들여 수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한
다는 의미가 공통적이다(조윤미 외, 2008; 한정애, 2009).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제반의 이유로 인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많은 어려움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9)에 따르면 북한이탈청소년의 취학형태를 보면
일반고등학교에 1/3, 한겨례고등학교 1/3은, 나머지 1/3은 전일제 대안학교에 취학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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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즉, 북한이탈청소년의 상당수는 남한의 청소년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일반학교의
재학이 힘들기 때문에 북한이탈청소년들만 구성된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지만, 대안학교 재학에 대해 다수는 졸업 후 남한사회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
장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수연, 2008).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가장 큰 고민의 1순위는 ‘학교공부’이며 다음이 ‘진로문
제’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통일부(2009)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학습 및 학력 격차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북한이탈 초등학생과 중
학생의 학력수준을 비교한 김미숙(2006)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학력저하 현상이 초등학생에 비
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명자 외(2004)의 연구에서도 대안학교와 같은 비정규학교 재
학생보다 일반 공교육체계에 속한 북한이탈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교우 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데, 이
는 북한이탈 학생이 남한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점, 남한학생으로부터의 편견에 따른 위축,
탈북과정에서의 상처로 인한 위축 및 폐쇄성에 기인한다(이수연, 2008).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일부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홍덕기(2001)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요인으로서 교육과정의 차이, 학
습문제, 언어차이를 들었다. 강희석(2007)은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의 학교에서 정체성을 획득하
는 과정에 사회적 지지체계의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기영(2002)은 북한이탈청소년의 부적응
을 심리·사회·문화적인 영역으로 분류하고 부적응의 주요인으로 신체적 왜소, 탈북자라는 신분
의 예민함, 남한학생들의 부정적인 편견, 학습능력 저하,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꼽았다. 장문강
(2005)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질적으로 분석하면서 교우관계, 교사관계, 그리고 교육
정보의 부족을 주요한 학교부적응 사유로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적응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강희석, 2007; 김은경 외, 2010; 김종
국, 2007; 이수연, 2008)를 보면 남한거주 기간, 의미 있는 타자와의 친밀한 관계, 교사의 관심,
주변의 지지, 학교성적, 건강수준, 친부모와의 동거여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부모 및 교
우관계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부적응실태와 부적응 및 적응요인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적응에 이르게 되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다시 말해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을 과정중심(process-oriented)으로 탐
색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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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근거이론 접근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에서 경험한 생생한 소리를 담아낸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을 그들의 관
점에서 분석하는데 근거이론방법(Strauss & Corbin, 1998)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근거이
론이 기반하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관계적 속성과 과정에 관한 사회현상을 기술하고 해
석하고자 하는 철학으로서, 이는 본 논문의 주제인 학교적응의 개념이 의미하는바 자체가 관계
속에서 내재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거이론방법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정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도 탈락 없이 일반 중고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이다. 연구 참
여자 선정은 조사참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관계로 북한이탈자 지원기관이나 단체로
부터 북한이탈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였고, 담
임선생님을 통하여 학생을 추천을 받은 후, 면접조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선
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9명이고 그 중에서 4명은 남학생이다. 연령은 16세에서 19세
<표 1> 연구대상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

남한
사례 성별 연령 현재
가정환경
학력 거주기간
1
남 16 고1 5년 5개월
어머니
2
여 19 고2 1년 3개월 부모, 여동생
3
여 17 고2 5년 6개월 부모, 오빠, 여동생
4
여 19 고1 4년 5개월 부모, 남, 여동생
5
남 17 고1 4년 5개월
부모, 형
6
여 17 중3
5년
부모
7
여 19 고1
4년
부모
8
남 18 고2 4년 2개월
어머니
9
남 18 고1 3년 10개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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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험 해외체류기간 대비 연령
초1~2 3년 1개월
0
초4~고1 8년 1개월
+2
없음 1년 2개월
+2
없음
5개월
+2
6개월
4개월
0
없음
2개월
+2
없음 1년 7개월
+2
없음 2년 2개월
0
있음 1년 9개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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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분포하고 있고, 남학생 1명을 제외한 7명이 고교생이고, 남한의 거주기간은 평균 4년 2개
월이다. 이들의 입국 전 해외 체류기간은 약 2년 1개월이며, 5명이 동학년 나이보다 두 살 많은
나이에 편입한 상태로 나타났다(표 1 참조).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0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1인당 면접은
2-3회였고, 1회 평균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비
교하여 연구참여자로 부터 획득한 정보 중에서 새로운 요소가 발견될 경우 새로운 요소의 포화
를 위해 추가적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면담을 종료하였다. 면담장소는 학교상담실 등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조용한 장소로 택했다. 면접에서 주로 사용한 질문은 “남한의 학교적응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나?“, “힘들었던 일들은 무엇이었나?”,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나?“, ”힘들
때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 ”지금은 어떻게 학교생활하고 있나?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코딩은
근거이론에서 전형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북
한이탈청소년이 남한의 일반학교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 대하여 핵심범주와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
(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학교상담전문가로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터뷰에 임하였
고, 질적연구 전문가의 조언과 지지를 통해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보증받고자 하였다. 또한 연
구참여자 2명에게 연구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 패러다임 모형에 제시
된 개념과 범주명이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
자들은 학교 교사와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대상을 추천받아 인터뷰를 하였으며, 또한 참
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편안한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중
립성을 유지하고자 본 연구자들은 사전에 어떤 시각이나 결과를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연
구를 시작하였고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하였다. 첫째, 인터뷰 참여의사에 대한 청소년의 동의를
구했고, 동의한 자에 한해 연구에 참여시켰다. 둘째, 인터뷰과정에서 고통이 재현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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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고려하여 인터뷰 전에 조사대상 청소년이 말하기 힘든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개념의 범주화: 개방코딩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총 100개의 개념과 32
의 하위범주, 17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표 2 참조).
<표 2>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개념의 범주화

개념
학년이 북한과 차이가 남, 친구들과 나이 차이가 남, 수업의 내용과 수준
이 북한과 다름.
남한 도시와 학교 풍경을 보고 놀람, 아파트와 차들이 많아 신기함. 낯선
친구들.
문화가 달라 친구들 대화 속에 끼지 못함,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질문하
기 어려움. 북한의 친구가 생각남.
말투가 달라 어려움, 억양에서 생소함을 느낌. 참여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대응하지 못함, 말투 때문에 친구들과 많이 다툼, 북한 말투가 3년
동안 안 풀림.
기초학습 능력의 부재, 바닥을 경험, 수업이해가 안됨.
낯설어 두 달 동안 집에만 있음. 사람 다가오는 것이 부담.
체격의 왜소함으로 기가 죽음.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힘듦, 적응이 어려워 다시 중국이나 북한
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 자신이 부끄러움.
북한이탈자라는 것을 숨김, 자신의 처지가 싫음.
시골출신이라고 속임, 신분이 들통 날까봐 두려움, 말수를 최대한 줄임.
또래와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막막함, 학습과 능력 차이로 인해 갑갑함,
공부를 하고 싶으나 제대로 안됨.
남한사회가 차갑게 느껴짐, 홀로 라는 느낌에 불안함.
세상이 불공평 해 보임, 북에 태어난 것이 억울함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친해짐, 친구들이 다가와 줘서 어울림,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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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범주
낯선 학교
다른 환경
서로 섞이지
못함

범주

구조

다른 환경에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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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능력 부진 기초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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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기피
왜소한 체격
회피
위축
신분을 감춤
중심
현상
신분을 위장
답답함
막막함
차별
친구가 생김 의지할 친구 중재적
조건
어투의 차이

김애진․정원철 /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친구가 있어 좋음, 고민을 나눌 친구가 생김, 친구로 인해 정서적 위안을 함께 하는 친구
받음. 친구들로 인해 소심한 성격이 바뀜,
부모님의 위로가 도움,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줌,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를 위로를 주는
받음.
가족
부모님이 정보를 줌, 가족들과 고민을 의논, 부모님이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족과 논의
가짐.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음, 교장선생님을 자주 만남, 선생님 선생님의 관심
들이 배려해 줌. 선생님들이 이끌어 줌.
선생님의 소개가 많은 힘이 됨. 신분을 스스로 밝히기가 곤란했는데 선생 선생님이
님이 도와줌.
신분을 밝혀줌
맨토링의 도움을 받음, 맨토링으로 학습과정을 잘 소화함.
다양한 멘토링
대학 진학 시 북한이탈자 특례지원정책에 감사함, 지원정책에 만족함, 지
다양한
원정책에 희망을 가짐.
교육지원정책
역경을 이겼던 만큼 앞으로도 극복할 수 있음,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겠다
는 의지로 노력함. 준비물이 없으면 다른 반에서 빌려 옴, 깡으로 버팀, 극복의 의지
북한에서 잘 했던 기억을 떠올려 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 일반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 학습향상의 의욕
음. 공부방법에 대해 고민함.
고등학교 와서 북한이탈자라는 것을 밝힘, 즉각 북한이탈자라는 것을 스 북한이탈자의
스로 밝힘, 말투가 달라 자연스레 북한이탈자라는 것을 밝히게 됨.
신분 밝힘
보충수업 들으며 학습향상을 위해 노력함, 방과 후 수업으로 학습향상을 학습향상을
위해 노력함, 학습보충을 위하여 학원을 다님.
위한 노력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음, 공부나 운동으로 인정받고자 노력
인정의 욕구
인정받고 살았던 북한시절을 회상.
체육시간에 주도, 학생단체의 리더가 됨, 친구들을 자주 리드하는 편. 운동 또래관계 주도
기술을 친구들에게 전파.
인기가 있어 이성친구도 사귐, 매스컴에 여러 번 나온 자신을 자랑스러워 인기를 얻음
함, 이성 친구를 사귐. 학교에서 인기를 끔.
목표를 향해 나아감, 좋은 상급학교에 가고자 노력,
진로모색
교사가 되어 가르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함.
친구와 더 많이 어울린다, 학교행사에 적극 참여, 재미있는 과목이 생김,
융화
학교가 좋다.
남한으로 데리고 온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다. 힘들었을 때 도와준 사람이 보답의 마음
생각난다, 북한의 친구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
북한에 비하면 훨씬 좋다, 잘 왔다고 생각.
다행스럽게 생각
남한학생에 비해 뒤쳐진 느낌,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어 한계를 실감
쩔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홀로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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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코딩

패러다임을 통한 범주분석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Strauss and Corbin, 1998), 즉 인과적 조건, 중
심현상,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에 따른 모형으로써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을
파악하였다(그림 1 참조).
1)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전략
또래와 관계 개선
⇨
⇨
다른 환경에
자신을 당당히 밝힘 ⇨
위축과 막막함
전입
의지력 발휘
인정받으려는 노력
⇧
⇧
맥락적 조건
중재적조건
의지할 친구
소외감
가족의 지지
대화의 어려움
선생님의 지원
기초학습능력 저하
다양한 지지체계

결과
학교에 통합
감사하는 태도
의기소침

<그림 1>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인과
적 조건은 ‘다른 환경에 전입’으로 나타났다. 이의 위범주로는 '낯선 학교‘, 다른환경’ 등을 포
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택시를 타고 내렸어요. 꿈을 꾸고 있나, 막 꼬집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참여자 5
북한의 학교와 많이 달랐구요, 학생수도 다르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남한의 학생들이 공부를 북한학생들 보다 훨씬 잘 하는 것
같아요? 못따라 가겠어요. 참여자 4
북한에서는 안 배우는 영어가 나오니 당황스럽고 바보 된 것 같고, 특히 수학은 하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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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북한에 있으면 고등학생인데 여기서는 중학생이어서 동생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못마땅하고 창피했어요. 북한에서는 동생과 함께 공부하면 바보취급 받거든요. 참
여자 2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남한의 학교와 북한의 학교가 너무 달라서 힘들었어요, 저
는 북한에서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었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
생이 되어버렸어요. 참여자 6
중심현상
중심현상이란 참여자가 일련의 전략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말
하는 것으로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준다. 본 연구의 중심현상은 '위축'과 ‘막
막함’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로는 ‘대인기피’, ‘왜소한 체격’, ‘회피’, ‘신분을 감춤’, ‘신분위장’
등이었다.
(2)

같은 또래인데 제 키가 엄청 작더라구요, 북한에서는 중간키였는데 여기서는 엄청
작아요, 그래서 기가 많이 죽고 창피하기도 하고... 참여자 5
남한 학생들이 말 시키면 북한 억양이 나올까봐 친구가 다가오는 게 싫었고, 특히
말을 걸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한 적이 많았아요. 참여자 4
공부를 하려 해도 안 되고 물어볼 수도 없고, 부모님도 도움이 안되지요.. 혼자 버려
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3
내가 왜 남한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고 울기도 많이 했어요... 남한학생들
과 차별받는다는 느낌도 많았고, 북한으로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었습니다. 참여자 2
예를 들어 그걸 말하잖아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면 애들 안 놀아주고 그
럴까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무서웠어요. 참여자 3
공부 같은 것은 제가 공백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기초가 안 되니까... 처음에 되게
힘든 게 성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안 배웠는데... 와서 막 도형이란 걸
처음 만들었거든요. 제가 5학년 때... 분수도 안배우고 이런 상태니까 너무 힘든 거예
요, 초반 기초다지기가...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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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왔을 때) 힘든 건요, 말투? 억양 같은 거... 우리는 알아듣는데 상대방은 못 알
아 들으니까요. 애들도 이야기를 하는 데 어떤 거는 알아듣는데 어떤 거는 못 알아 듣
고 ... 놀 때도 있잖아요. 나는 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걔들은 못 알아 듣고 나는 계
속 이야기를 하니까 걔들은요 말을 똑바로 하라면서요. 뭐 그런 거요. 참여자 9
(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으로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취해지는 일련의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외감', '대화의 어려움', ‘기초학습부재’로 나타났다. 이의 하위범주로
는 ‘서로 섞이지 못함’, ‘어투의 차이’, ‘학습능력의 부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어에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걸 물어 볼 수가 없었어요. 참여

(

자7

솔직히 많이 울었어요, 정말. 북한에서 배우는 과정이랑 여기서 배우는 과정이랑 너
무 다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참여자 4
스케치북, 호츠케츠 그런 게 북한에선 못들은 말들이거든요. 아~ 뭐지? 하고 되게
많이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어요)... 참여자 6
처음 와서 못 알아들었던 말은?) 여기는 영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북한은 더하기 덜기). 가끔 가다 영어 외래어를 여
기 한국 아이들은 다 아는 건데 물어보면 “너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참여자 9
(

어려웠죠. 수업시간이요... 그런데요. 학교 가서 앉아 있으면 (공부)하고는 싶은데 이
해를 못하니까 “하~” 이렇게 한숨만 나오고요... 참여자 8
처음에 되게 힘든 게 일단은 차별...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진짜 세상이 나한
테 등 돌린 것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차가운 한국 문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이 한국이란 세상도 생각만큼 쉬운 세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 경쟁적이고 정이 안 드
는 거예요 참여자 8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주어진 상황 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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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조건 속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의미
한다. 본 연구의 중재적 조건은 ‘의지할 친구’, ‘선생님의 도움’, ‘가족의 지지’, ‘다양한 지지체
계’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으로는 ‘친구가 생김’, ‘함께하는 친구’, ‘위로를 주는 가족’, ‘가족과의
논의’, ‘선생님의 관심’, ‘선생님이 신분을 밝혀줌’, ‘다양한 멘토링’, ‘다양한 교육지원정책’ 등이
었다.
친구들 아니면 아직도 저는 학교생활이 힘들었겠죠.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하
니까. 참여자 4
지금 와서도 제가 인생에 성공하려는 목표가 엄마를 위한 것이고... 원래 엄마도 저
를 위해서 지금 너무 어렵게 사시고... 엄마가 계속 밤마다 계속 전화 오는데 그게 저
한테 힘이고... 참여자 1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교장선생님도 물론 좋은 분이고, 그 분이 제 인생을
바꿔 놓은 것 같고... 아마 졸업해서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은인 같은 사람이예요.
참여자 1
멘토링을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중 1 때 3개
월 정도 했어요. 도움이 되었어요. 공부에 대한 불안은 멘토링을 받아서 많이 수그러
들더라고요. 참여자 6
이 학교에 와서 북한이탈자 전형이 대학교에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북한이탈자
전형을 따로 만들고, 대학교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고맙고... 희망이 생겼고... 참
여자 1
제 스스로 신분을 밝히고 싶엇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연스
럽게 제가 북한에서 온 학생이라고 소개하자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저도 자
신감이 생기더라구요. 이게 아주 컸습니다. 참여자 2
학년이 바뀌고 바로 선생님이 저를 학생들에게 따로 소개를 해 주었는데 아주 멋지
게 소개를 했고,,, 아무래도 선생님이니까... 그 후부터 말씨가 달라도 당황하지 않게
되더라구요. 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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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이 (제가 북한이탈자이라고) 말하니까 애들이 궁금해갖고 와서. (저는)가만히 앉아
있는데 애들이 와서 말 시켜서요. 애들이 와갖고 물어 보던데요.... 참여자 3
작용/상호작용전략
작용/상호작용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전략은 ‘의지력 발휘’, ‘신분을 알림’, ‘인정받으려는 욕구’,
‘또래와 어울림’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변인으로는 ‘극복의 의지’, ‘학습의욕 향상’, ‘스스로 신
분 밝힘’, ‘학습향상을 위한 노력’, ‘인정의 욕구’, ‘친구관계 주도’, ‘인기를 얻음’ 등이었다. 북한
이탈청소년의 작용/상호작용전략은 적극성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적극 알리고, 인정
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주 (친구들을) 리드 하는 편이예요. 놀러 갈 때도 (제가) 항상 장소는 여기서 만나
고 너희 집 가서 만나서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그러는 편이예요. 공부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러고, 남을 내 쪽으로 이끌려는 그런 게 있어서 자주 그러는(리드하는) 편이예
요. 참여자 6
애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려고 무척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제가 사회에 나오면
남한 친구들이 필요하고 그들과 어울려야 하니까요... 참여자 6
처음에 (중)학교에 들어 왔을 때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안 밝히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친해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될 거 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학생이라
고 당당히 말하니까 애들이 흥미있어 하더라구요. 친구도 생기고 ...참여자1
스스로 신분을 밝혔을 때 친구들) 반응이요?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갔었으니까, 그
학교에요. 애들이 무지 좋아했지요. 인기가 많았죠... (친구들이) 막 물어 보고 찾아오고
이러니까요. 참여자 5
(

중국에서 고생하고 북한에서 고생하고 왔잖아요? 한국에, 그만한 고통들이 있는데
뭐 다른 고통이라고 못 이겨 내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우면 어려워
봤자 뭐 국경 넘는 것 보다 어렵겠냐. 참여자 1
남한 사회에 적응하게 되었던 요인은?) 친구... 친구들 아니면 아직도 저는 적응을
못했겠죠.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참여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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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1명 정도예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대화하는 게 아직도 어렵습니다. 참
가자 8
어울리고, 제가 도와주고 성격을 활발하게 행동을 해요... 적극성, (저는)많이 웃어
요... 저는 지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응을)한거죠. 참여자 5
남한에 살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거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거라는
생각에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멘토샘에게 도움받고 여튼 공부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참여자 1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중
심현상이 조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모색’, ‘융화’, ‘보답의
마음’, ‘다행감’, ‘한계를 실감’으로 나타났다.‘학교에 통합’, '감사하는 태도‘, 의기소침’ 등으로 나
타났다. 하위범주로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에 임하며, 북한생활에 비
해 현재의 처지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고 의기소침
하여 수동적인 생활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6)

남한에) 잘 왔다고 생각되죠, 네. 꿈이 생기는 건데. 거기(북한에)서 꿈은 없잖아요.
여기 와서 꿈이 있으니까 꿈을 내가 펼칠 수 있는 이런 뭐지? 바탕 이런 거 있잖아요.
참여자 5
(

여기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19세까지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니까 감사하지요. 참여자 7
학교 다니는 것에 큰 불편은 없어요, 이제 다 알잖아요. 재밌어요. 친구들도 좋고 ...
참여자 1
북한과 틀려 노력해도 잘 안 되요, 공부는 관심을 많이 안두고 있습니다. 어자피 공
부로 승부를 걸 수 없잖아요... 참가자 9
아무리 북한에서 왔지만 남한학생처럼 노력하고 배우다 보면 나도 잘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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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 참여자 6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북한출신이라서 한계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참여

자3

이전보다는 좋지만 여기는 남한이잖아요, 공부도 한계가 있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뒤쳐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참여자 8
과정분석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정이란
시간의 흐름, 공간, 상황, 맥락에 따라서 변해가는 순차적인 순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적응과정은 크게 ‘낯선환경 전입단계’, ‘위축단계’, ‘대처단계’, ‘적응단계’로 진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2)

탈북

⋅심신의 외상

⋅ 막막함
⋅ 위축됨

낯선 환경
전입단계

위축 단계

․ 낯선
교육환경에
노출

․ 어투가 달라 당황
․ 친구 사귀기 곤란
․ 학습수행 곤란

⋅ 의지할 친구
⋅ 가족의지지
⋅ 선생님의 지원
⋅ 다양한 지지체계

⋅ 진로모색
⋅ 또래와 융화
⋅ 한계를 실감

대처 단계
․ 적극적으로 다가감
․ 의지력을 발휘
․ 인정받기 위한 노력
․ 여러 원조를 활용

<그림 2>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 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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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환경 전입 단계
남한에 입국하여 낯선 학교와 낯선 교육시스템에 적응을 요구받는 단계이다. 입국초기 연구
참여자들은 낯선 학교에 적응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주위를 주시하며 상황을 파악하
고자 애썼다. 학교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사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탈북을 주도한 부모들과는 달리 수동적으로 부모를 따라 남한에 왔기 때
문에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고,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채 남한
의 학교에 전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한 땅에 도착했을 때 주어질 혜택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북한사회와 확연하게 다른 정치, 사회, 문화, 경제체제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꼈다.
(1)

위축단계
학교에 다니면서 이들은 우선 남한의 학생들과 어투가 다른 것에 당황해 하고, 남한의 어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수가 줄게 되고 심지어는 대인기피 반
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남한의 학생이 말을 걸어오면 당황하게 되는데, “북한말이 튀어 나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북한말을 사용할 때 남한학생이 보이는 반응이 어떨지 염려되어 움츠리
는 모습이 많았다. 하여 가능하면 남한학생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혼자 지내려고 하였다. 상대적
으로 왜소한 체격을 지닌 경우가 많았고, 북한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남한학생들을 부
러워하는 감정이 교차하였다. 이들을 더 당혹케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이 북한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다. 교과 과정도 차이가 나지만 탈북과정에서 많게는 2-3년씩 중국에서 숨
어 지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은 시간이 많아 학습능력이 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
어와 수학은 이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교과목이었다. 어떤 이들은 고교생임에도 알파벳
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공부도 공부지만 남한의 학생들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같이 어울려 보고 싶지만 신분이 들통날까하는 조바심
과 남한학생들이 사용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이들은 자신이 학교에 겉
돌고 있음을 느끼고 심한 위축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북한출신임을 알면 애들이 뭐
라고 할까?”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차별적이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이 이들의 머리를 스치
고 지나갔다. 하지만 속 시원하게 상담을 받아보거나 어려움을 호소할 대상이 없어 답답함은 더
욱 커지게 되었다. “내가 왜 남한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할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차라리 북한
에 있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 북한에 있는 친구들 생각 등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
갔다.
(2)

대처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위축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처방안을 드러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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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들에게 친구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점차 또래와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를 리드하면서 또래들로부터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연예인 이름이
나 컴퓨터게임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그야 말로 중요한 의지처이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었다.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어 온 탓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이들의 경우 삶의
네트워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들로 부터의 격려와 지지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선생님은 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의 지지
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담임선생님이 이들의 신분을 세심하고 우호적으로 동료
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학교생활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북한출신이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고 어떻게 자신을 알려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였고, 이러한 멘토링을 통해 남한사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획
득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기보다는 당당히 말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는 남한사회에서 지내면서 상당한 자신감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당당히 알리게 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더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자신의 신분을 말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하
게 자신을 은폐시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이 지닌 장점들을
부각시켜 나가려 했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고, 회피하기 보다는 직면하는 경향이 증가하
였다. 학업성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부에 치중하는 시간이 늘었으며, 자신의 장점이 주위 사람
들에게 드러나면서 자신감도 자라났다. 하지만 학습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탓에 학업성취 수준
은 노력한 만큼 획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운동이나 노래 부르기, 춤 등과 같이 공부 외
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었다.
적응단계
탈북청소년이 남한의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적응된 단계이다. 남
한의 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많아졌다. 이는 자신감이 커진 결과이
다. 과거에는 힘들었던 학교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져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늘었고, 이전에 비해
학교 다니기가 힘들지 않았다. 북한에 있었더라면 지금쯤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자신
의 모습을 상상하였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남한에 잘 왔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느
낀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이들 중에는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
전히 남한의 학교생활에 융화되는 것이 어려웠고, 학습이나 대인관계 문제들로 인해 위축되어
지내는 이들도 있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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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범주: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
선택코딩에 따라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의 핵심
범주는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힘
든 환경에서 지내다가 남한에 입국하고, 일반학교에 전입하여 언어차이와 기초학습의 부재, 또
래와 융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적응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이들은 남한학생을 같은 말을 사
용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한 동족이라고 느끼지만 문화와 경제, 교육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심한
이질감을 느끼고 자신의 신분에 따른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어투의 차이, 학습부진, 대
인관계위축, 원조체계의 미비에 따라 막막하고 위축되어 지내면서 탈 북한 것에 대해 양가감정
을 가지기도 한다.
이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적극성과 신분을 당당히 밝히는 것,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학교생활에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다. 또한
가족과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학습향상에 노력한다. 그리고 멘토링이나 북한이탈자 교육지원
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간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노력과 다
양한 원조를 통해 남한의 학생들을 모델링함으로써 남한의 학생들과 동화되는 수준이 향상되며,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한다. 그 결과 학교에 대한 통합수준이 증가하고, 현재에 감사하는 자세가
확립된다. 반면 학습과 대인관계 등에서 일정한 인계를 인식하고 위축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로 설정하였다.
1)

학교적응 과정’의 유형분석
본 연구를 통해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위범주
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적극 노력형’, ‘소극적 대응형’, ‘위축형’의 세 가지로 파악되었다.
2) ‘

적극 노력형
적극 노력형은 호기심이 많고 도전하기를 좋아하며 자신감이 강하다. 학교에 전입할 당시에
부적응 수준에 있었지만 여러 행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을 지닌 유형이
다. 새로운 일에 적극 나서고 친구들을 리드하는 유형이며, 자신의 앞에 주어진 현실에 신속하
게 대응하며 성장으로 나아간다. 이 유형은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생활에 임하기 때문에 친구관
계와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다. 학습수행능력도 뛰어나며 전반적으로 볼 때 학교적응에 유리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적극노력형이야 말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에 유리한 변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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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
상호작용
전략
결과

<표 3 >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의 유형분석

범주
적응유형
연구참여자
다른 환경에 전입
소외감
대화의 어려움
기초학습 능력 저하
위축
막막함
의지할 친구가 있음
가족의 지지
선생님의 지원
다양한 지지체계
자신의 신분 밝힘
또래와 어울림
인정받기 위한 노력
의지력 발휘함
학교에 통합
감사하는 태도
의기소침

속성
정도
정도
정도
수준
강도
강도
정도
강도
강도
수준
강도
강도
강도
강도
정도
수준
정도

차원
적극 노력형 소극적 대응형
1, 4, 5

강함
강함
강함
심함
중간
약함
많음
강함
강함
많음
강함
강함
강함
강함
강함
많음
약함

2, 6, 7

강함
강함
강함
심함
강함
강함
보통
강함
강함
보통
보통
보통
강함
약함
중간
많음
약함

위축형
3,8,9

강함
강함
강함
심함
강함
강함
적음
약함
약함
적음
약함
약함
강함
약함
약함
보통
강함

소극적 대응형
소극적 대응형은 적극 노력형과 유사하게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지지체계를 적절
히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적극 노력형에 비해 학교에 통합되는 수준은 떨어지는 편이
지만 위축형에 비해서는 보다 양호한 학교통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적극 노력형에 비해 적극성
이 낮고, 또래와 어울리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문제해결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적극 노
력형에 비해 자원을 동원하기 보다는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외적 자원을
활용하는 수준이 낮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위축형
위축형은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성이 빈약하고 의기소침하는 정도가 강한 특징을 보인다. 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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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분류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학교통합의 정도가 가장 빈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인
정받으려는 욕구는 강하지만 교사나 친구, 부모 등의 지지체계가 약하고, 학교적응에 필요한 자
원들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력이 빈약한 특징을 보인다.
문제상황에 직면할 경우 자포자기 하고 직면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많고, 자신의 내적 자
원과 외적 자원을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Ⅴ. 결론 및 논의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의 낯선 학교에 편입하여 생활하는 여러 상호작용의 과정을 발견하기
위하여 Strauss와 Corbin(2001)이 제시하는 근거이론에 토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패러다임, 과정분석, 유형분석, 핵심범주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인과적 조건에서 볼 때 북한이탈청소년은 학교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한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
이탈청소년은 남한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나 외래어 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남한학
생과의 언어소통에 상당한 곤란을 경험한다. 또한 기초학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특히, 수학과 영어의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
한이탈청소년의 학업부진은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체계, 교수용어, 교육내용, 평가방식과 연관된
다는 장주영(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
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아
울러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학교의 편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낯선 환경
으로의 이동에 따른 충격은 전입학 초기에 가장 크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북한이탈청소
년이 학교에 편입하는 시점부터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은 학교적응 과정에서 막막함과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유와 희망을 찾아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심리적, 신체적 외상을 겪으며 도착한 남한에서 어투의
차이, 학습과 의사소통 및 학업수행의 곤란 등으로 인해 답답함과 위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고(손용훈,
2009), 남한사회의 적응에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향규(2006)와 문성호
(2005)의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막막함과 정서적 위축을 다룰 수 있는 지
원프로그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편입학 초기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적응장애
(adjustment disorder)의 해결에 초점이 주어지는 심리, 정서적 서비스(psychosocial service)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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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거나 교사에 의해 신분이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것이 이들의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자신의 신분이
일반학생들에게 드러남으로써 정체성확립에 도움이 되었으며, 언어적으로나 학습능력 면에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이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학교당국은 북한이탈청소년이 해당 학교에 편입할 당시부
터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데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관심
과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친구관계 역시 학교적응의 중요 요소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또래가 미치
는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박현선, 1998; 정규석, 2003)를 고려할 때,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
응에 또래의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우관계를 향상시키는 제반의 노력이 요청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한청소년
을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멘토(mentor)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지원체계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윤숙, 윤인진, 2007)와 일치하며, 부모의 지지 및 또래의 신뢰와 친밀도는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한다는 강희석(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실한데 따른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추후 탈북청소년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에서 ‘탈북청소년 학교적응지원기관’의 설립과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메뉴얼’의 개발을 포함하는
지원체계가 서둘러 개발되어지도록 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여섯째, 본 연구의 ‘핵심범주’인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탈북자의 신분에서 남한주민의 정체감을 획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어투의 차이, 북한 출신이라는 낙인에 따른 위축감, 학습능력의 저하, 신체적 왜소함, 또래가 즐
기는 문화에 대한 몰이해 등은 자칫 이들을 주변인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남한의 학생이
자 주민으로서의 정체감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청되며, 이러한 정체감 형성의
방해요인과 촉진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의 유형에는 ‘적극 노력형’, ‘소극적 대응형’, ‘위축형’ 등
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는 개별화된 개입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적극노력형의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들에게 성취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만족감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소극적 대응형의 경우 학교적응에 관련되는 자원을 활용하는데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다양한 지지체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위축형의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고 쉽게 체념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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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이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요청되며, 아울러 높은 수
준의 심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지체계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팁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는 청소년 당사자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관계 속
에서 파생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학교적응문제는 개인이 겪는 삶의 과정
이기도 하지만, 학교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공유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결
과에서 드러난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촉진요소 즉, 부모와의 관계, 교사의 지지, 또래와의
관계, 다양한 지지체계 등의 요소들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를 통해 각 요소의 특성과 상호관계를 보다 구체화함으
로써 각 개념들을 보다 정교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편입학
초기부터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심리, 정
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학교생활 정보, 대인관계훈련, 자기관리기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남한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청소년 이해
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학습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부수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추후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요인, 학교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희석. 2007.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
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화, 2010. “재미 기러기 어머니의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한국가족관계학회
지』14(4): 211-239.
김미숙, 2006. “북한이탈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친구.”『교육비평』21(1): 140-141.
경기도 교육청, 2006.『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마련 연구』113-114.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7. 16.
길은배⋅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청소년학연
구』10(4): 168-183.
김은경 · 허석재. 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 문화적응의 상호
주의를 향하여.”『민족연구』41: 97-120.
- 239 -

학교사회복지, 제21호

김종국.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형태.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16(2): 295-308.
문성호, 2005.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청소년복지의 과제.”『청소년복지연구』 7(1):
5-13.

박윤숙⋅윤인진. 2007.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한국사회
학』41(1): 124-156.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연
구』11(1): 23-52.
손용훈. 2009.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영은⋅배임호. 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사회복지연
구』41(4): 189-224.
유가효⋅방은령⋅한유진. 2004.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
초기 사회적응 교육을 중심으로.”『한국가정관리학회지』22(5): 185-196.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한국청소년연구』13(1): 175-224.
이선화. 2006. “북한이탈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업성취 방안 연구: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의 ‘하누리 교실’ 사례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청소년학연구』15(1): 81-113.
이향규, 2006. “새터민 청소년 학교적응 실태와 과제.”『교육비평』21호: 193-207.
정규석, 2003.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복지학』56(1):
235-252.

장문강. 2006.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서강대
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주영. 2009. “새터민 청소년의 수학과 학습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창호, 2000.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한국사회복지』5: 203-235.
조윤미ㆍ이숙. 2008.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19(4): 641~658.
최명선⋅최태산⋅강지희. 2006. “탈북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놀이치료
- 240 -

김애진․정원철 /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

연구』9(3): 23-34.
통일부, 2009.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부.
한국교육개발원, 2009.『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연구: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1차 년
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선영⋅윤여상⋅김현아. 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
구.”『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19(3): 693-718.
한정애. 2009.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정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덕기. 2001.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학교 및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서
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Strauss, A. & Corbin, J. M. 1998.『근거이론의 이해』. 신경림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논문접수일: 2011. 10. 4. / 논문심사일: 2011. 11. 9. / 게재확정일: 2011. 11. 14.
- 241 -

학교사회복지, 제21호
Abstract

A Study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ho Were
New Settlers from North Korea: A Grounded Theory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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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Weon-Cheol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grounded theory for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ho were new
settlers(North Korean defectors). With the question of ‘how young new settlers have adapted to a school?’
the study attempted to adapt a grounded theory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1990). Nine new settlers
who were currently attending secondary school in Busan area were investigated. A total of 100 concepts
with 32 sub-category and 17 upper-category were classified for the study. These categories in turn were
classified as cause and effect condition (transference to the new environment), main phenomenon(withdrawal,
helplessness), contextual condition(isolation, difficulty in communication, low function in studying), mediating
condition(willpower, dependable friends,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several support system),
action/interaction strategy (active encounter, being sociable, endeavor for recognition, planning for the
future) and result (integration, satisfaction, depressive state). The process of adjustment for the school had
the following steps: ‘transfer to strange environment’, ‘withdrawal’, ‘coping’, ‘adjustment’. Main theme
was ‘to overcome their identification and assimilation’. Types were ‘active endeavoring’, ‘passive coping’,
‘shrinking’. This study wa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ke a practical theory, and to provide policy and
empirical application.
Key words : adolescents who are new settlers, school adjustment proces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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