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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청소년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정책을 교육양극화와 교육복지소외의 관점에서 복지정책 산출분석틀에 의하여 분석하고 정
책적 함의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급여할당 차원에서는 학교급별․연도별․지역별로 급여대상자 선정이 되고 있어서
외양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학업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계층이 많았다.
둘째, 교육복지급여형태 차원에서는 현물급여나 현금급여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회제공
형태나 역량강화형태의 프로그램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급여전달체계 차원에서는 교육
부, 통일부에 비하여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교육복지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교육
부, 통일부 이외의 타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진한 상태였다. 넷째, 급여재정충당 차원에
서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소요재정충당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교육부
에서는 일반예산사업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자활능력을 구비하고 국가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설정과 개선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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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의 문제를 거론할 때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치 이데올로
기적 측면에서 사회 내의 집단이 상․하위의 양극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
다. 양극화는 사회구성원들 중에 하위계층이 사회적 상승 이동 기회가 차단되는 의미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사회계층구조가 고정화 되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위협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계층간 사회이
동(inter-generation social mobility)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교육이
이제는 계층의 대물림과 같은 양극화의 핵심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층간의 교육
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교육차원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사회적 불평등과 함께 교육불평등 및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콜만 외(Coleman et. al,
1966) 동료들이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적 양극화현상을 중심으로
이른바 ‘20대 80의 사회’ 라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의 맥락을 설명하는 일종의
화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를 강화
시킨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세계적으로 커졌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
자리 창출 및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로 대변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
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이탈청소년계층은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서 남한
내의 사회적 소외계층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된다는 측면에
서 교육복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 속한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청소년계층은 2010
년 6월말을 기준으로 2,972명(0-9세 748명, 10-19세 2,224명)을 넘어서고 있고, 교육부의 각급 정
규학교 재학생 기준 통계자료에서도 2008년 966명, 2010년 1,417명에 달하고 있어서 전체 북한이
1)

대 법칙은 원래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Vilfredo Pareto)가 처음 주창했다. 즉 전체 인구 중 20％
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 상태를 연구하던 중에 우연히
개미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약 20% 정도이고, 나머지 80%의 개미는 빈둥대는
것을 발견하고는 ‘전체 부의 결과 80%는 전체 원인 중 20%에서 비롯됐다’고 결론내린 부의 불균형 현상
이다. 그 이후 20대 80 법칙은 1997년 독일의 언론인 출신인 한스 피터 마르틴(Hans Peter Martin)과 하랄
드 슈만(Halald Schmann)이 쓴『세계화의 덫(Die Globalisierungsfalle)』이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 세계
화 시대에서는 전 세계 인구 중 20%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나
머지 80%는 20%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빈곤층 80%와 부유층 20%로 사회가 양극화
된다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

1)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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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민 20,000명 정도에 비하면 북한이탈청소년층은 15% 정도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서 절반 정
도인 7% 만이 학교 내 교육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해마다 학업
중도탈락생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교육복지소외문제 뿐만 아니
라 일차적으로 교육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내용이나 교육환경 부적응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정책
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물은 다소 있으나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물은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하여 소외계층으로 남지 않고 자활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이고 복지적인 정
책이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교육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의
연구는 극히 미진하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북한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해마다 북한이탈청소년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부처 내에서도 체계적인 교육복지전달체
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여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으로 활용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서 교육소외로 인하여 하위적
양극단으로 몰리게 될 개연성이 많은 북한이탈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현행 교육복지프로그램
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교육복지소외계층의 하나인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
복지정책의 방향설정을 제안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자활능력과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을 강화하
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목적에 따라 사회양극화 현상의 새로운 국면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양극화와 교육복지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교육지원과 복지지원 정책과 프로그
램의 적실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된다. 즉 앞에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구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4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전반부는 서론 단계에 이
어서 이론적 기초로서 양극화와 교육복지소외를 개념화하는 단계의 2단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는
단계와 현황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적실성에 맞추어 결론적 함의와 정책제언을 하는 단계의
2단계로 구분이 된다.
좀 더 구체적이고도 간략하게 연구내용을 정리해보면, 북한이탈청소년계층을 교육복지소외계
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남한 내에 조기정착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현행 정책
과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육복지소외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을 기초로 정책
제안을 하는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육양극화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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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양극화 현상을 교육복지정책의 배경으로 파악하고 교육복지소외계층인 북한이탈청소년에 대
한 교육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명료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발표되거나 연구되어진 선행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교육복지정책이나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
지정책 차원에서 지원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거나 남한사회 적응문제를 다루는 연구경향에 머물
고 있는 정도이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실적물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구체화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적이고 복지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교육부와 통일부 등의 현행 내부자료나 발표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길버트
와 터렐(Gilbert & Terrell, 1993)의 정책내용분석 기준에 한정하여 분석한 후, 그 개선방안이나 정
책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현재까지는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관계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자료 수집과 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 연구자료 수집단계에서는 이론적 기초정립을 위하여 사회적양극화와 교육양극화 및 교
육복지소외를 다룬 국내의 문헌 및 정책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차적
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현황분석을 위해서 우선 정책수행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고 2
차적으로는 정책 실무담당자들과 전화면접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책 내부자료
를 수집하는 절차를 취하였다.
둘째, 이를 기초로 정책내용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버트와
터렐(Neil Gilbert & Paul Terrell, 2005)이 정책분석의 산출분석틀로 제시한 급여할당체계, 급여형태
체계, 급여전달체계, 급여재원체계의 4가지 영역의 차원(dimension)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근거한 정책제안에서는 교육복지소외계층인 북한이탈청소년의 역량강
화와 사회성장동력의 강화라는 연구목적에 맞는 사회통합적 관점을 견지하였다.
<표 1> 정책 산출분석틀에 의한 교육복지정책 분석차원과 기준

분석차원
교육복지 급여할당
교육복지 급여형태
교육복지 급여전달
교육복지 급여재원

분석기준(사회적 가치 / 대안)
보편성(복지서비스 대상자선정)
다양성(현금, 현물, 기회 및 역량강화)
다원성(공공, 민간, 혼합)
공공성(급여수준, 부담방법,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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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1. 교육양극화 및 교육격차

양극화 관련 개념 논의는 경제․사회․교육 등의 분야별로 별도의 접근을 할 때는 개념적 선
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 중첩된 영역이 많다. 즉 소득분배문제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계층을 구분 짓게 되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교육기회제한 등으로 인한
교육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양극화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교육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나 경
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사회양극화 현상이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부의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고 중산층이 몰락하
면서 극빈층과 부유층의 양극단으로 사회계층이 편중되는 현상으로 규정할 때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양극화의 원인변수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교육양극화는 사회양극화의 한 국면으로 볼 때는
‘교육에서의 양극화’로 정의하거나 ‘교육을 통한 사회양극화’라는 두 가지의 차원에서 개념화 될
수 있다.
먼저 ‘교육에서의 양극화’는 교육기회, 교육경험, 교육의 성취도 등에 있어 집단이나 계층 간
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상호이동이 어려운 고착상태가 된다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그리
고 ‘교육을 통한 사회양극화’ 개념은 경제양극화가 소득을 통한 집단이나 계층 간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조적인 제약으로 이질적인 교육 상태에 노출되고 그것이 또다
시 경제양극화나 사회양극화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양극화는 개인의 지능이나 노력 등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격
차가 발생하는 차원이 아닌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은 물론 교육제도 자체의 특성이 독립
변수가 되어 학업성취도나 진학률, 나아가서는 사회진출 시에 종사하게 될 직업수준에 이르기까
지의 격차를 유발하는 다차원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령기에 있는 인생주기 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정규적 학제기간에서 학습이 배제되거나 중단되는 계층과
정규 학제 이후 시기의 성인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정책이 사회안정과 사회통합이라는 복지적
이념에 기초한 교육복지정책이 대안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양극화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은 ‘교육격차’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격차라
는 용어는 ‘교육불평등’이라는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
격이 강하다. 교육격차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의 과정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기회 요인의
격차로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격차를 말한다. 둘째, 실제 교육기회가 주어졌
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요인에서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셋째, 교육의 결과를 통해 얻어지는 학
습량인 산출단계의 격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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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학생이 타고난 능력이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요
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개인적 요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불평등문제에 배경요인
을 찾고자 하는 경향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헤드스타트
(Head Start)프로그램은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 발달 및 건강 상태가 떨어지는 빈곤층 및 이민자,
이혼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3세에서 5세 사이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0세에서 2세 영아에게까지 수혜대상이 확장된 조기 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영아보육ㆍ가족지원 뿐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진단ㆍ태아검진까지도 보조
해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콜만(Coleman, 1968)의 연구에서 소외계층, 저소득계층 아동들에게
구제적 평등(redemptive equality)을 강조한 점과 그 뒤의 다른 학자들의 연구(Jencks, 1972; Hauser,
Swell and Alwin, 1976)에서의 주장에 영향을 입은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연구
에서도 가레이스 외(Garaces et al., 2002) 동료들이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
과에 대한 연구를 한 바가 있고, 2002년 이후에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소외가 되는 학생들이 나
오지 않도록 NCLB(No Child Left Behind)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3년에 이르러 교육복지는 사회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
는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신념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학교 내에 ‘교육복지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도시 저소득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교육․문화․복지를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 것과 특수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2003∼2007), 교육복지
종합계획(2004.10),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2004.11)등을 수립․시행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이라는 사회구조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격차해소
방안이나 교육복지적인 프로그램에 교육양극화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사회
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복지소외와 교육복지정책

교육양극화 문제는 앞에서 규명해 본 것처럼 교육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
는 교육복지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즉 교육적인 통로에서 일어나는 소외문제를 복지적 차
원에서 대응하는 공공적 대책이 교육복지정책이라고 볼 때 여기에서는 교육적인 통로에서 일어
나는 소외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복지소외’에 대한 개념화를 필요로 한다. 우선 교육복지소
외는 ‘교육’이라는 단어와 ‘복지’라는 단어, 그리고 ‘소외’라는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정책은 교육복지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노력
이라고 볼 때 교육복지소외는 교육복지정책의 요인이 되며, 역으로 교육복지정책은 교육복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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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
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현행 교육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교육복지’라는 개념
과 ‘교육소외’라는 개념간의 관계를 합성하여 교육복지소외의 정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돈희(1999)는 제도로서의 교육은 정의로움을 전제로 성립하며, 교육에서의 정의로움이란 교
육적 가치, 즉 교육기회의 배분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정의로움의 기준은 교육
기회가 복지적 동기에 의한 것인가, 투자적 동기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
리고 복지적 동기에 따른 교육기회의 제공을 ‘교육복지’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데, 여기서 복지적 동기에 따른 교육이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하며, 이
는 교육을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투자적 동기와는 달리 교육 그 자체가 지
닌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복지는 교육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직적인 활동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지적 교육정의’가 교육복지의 개념과 일치할
수 있다.
김인희(2006)는 복지적 교육정의가 실현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학습경험 또는 교육기회가 학습자에게 유의미해야 하며, 둘째는 교육
기회의 배분이 평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교육제도운영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박성희(2011)도 우리나라보다 교육복지사업이 먼저 시행된 독일사회의 아동-청소년의
행복보장을 위한 교육복지의 개념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소외의 개념에 대해서도 김인희(2006)는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교육적 욕구에 맞는 학습기
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교육소외는 일차적으로 교육기
회의 제한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육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적응문제와 교육공급
의 불충분문제가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제 교육소외에 대한 정의를 교육복지의 개념과 합성하여 개념화 해보면 교육소외란 교육복
지를 요구하는 어떠한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생애주기 상에서 교육의 시기에 있는 사람
들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교육기회나 학습경험을 갖지 못하여 나타나는
욕구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처럼 복지적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역할이라면 결국
‘교육’과 ‘교육복지’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동일 영역에 위치한 것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교육
소외’는 같은 맥락에서 ‘교육복지소외’라는 용어의 의미와도 별도로 구분이 어려운 동일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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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표 2>에서는 교육복지소외라
는 개념을 바탕으로 그 문제별 유형과 현상을 제시하였다.
구분

<표 2> 교육복지소외 문제 유형과 현상

교육복지소외문제 유형
교육기회 제한 / 교육기회 단절

교육복지소외 현상
교육기회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제한되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상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학습자
교육내용 부적응
의 교육적 욕구에 맞지 않는 현상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교육방법이 학습자
교육부적응
교육방법 부적응
의 교육적 욕구에 맞지 않는 현상
받고 있으나 교육환경이 학습자
교육환경(물리적, 심리적, 문화적) 부적응 교육을
의 교육적 욕구에 맞지 않는 현상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교육공급량이 학습
교육공급 불충분
자의 교육적 욕구에 맞지 않는 현상
자료: 김인희(2006) p. 297 재수정.

다음은 지금까지 논의해본 교육복지소외의 개념화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한다. 즉 교육복지정책은 앞에서 논의해온 교육복지소외나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의미하지만, 기존 학
자들의 견해는 주로 교육복지를 어떻게 바라다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다.
첫째는 교육복지를 교육의 영역에서 규정하거나 교육을 복지 그 자체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기범(1996)은 “교육복지는 복지가 교육에 내재되어 있다는 상식을 명시화한 것이며, 교육은 삶
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만큼 같은 목적을 지닌 복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하였다. 둘째는 교육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견해이다. 한만길(2000)은 교육복지
를 교육에서의 사회보장이라는 관점을 보인다. 따라서 교육복지는 사회복지의 하위개념으로 규
정하게 된다. 아울러 홍봉선(2004)도 교육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두고 교육영역 중에서
학습권리 등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분야가 교육복지영역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구체적 영역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윤정일(1990)은
“교육복지란 교육소외, 결손집단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확충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학생집단에
대하여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
고 자아를 실현케 하며, 사회전체가 학습하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하는 교육서비스와 제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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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혜영(2003)은 “교육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소외․부적응․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능력을 최대
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그 영역을 좁게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육복지정책은 이상과 같은 견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
여 교육적 차원과 복지적 차원을 포괄하여 개념화하고 실제 분석대상 정책범주에서도 교육부
소관 정책뿐 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의 개별정책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르
면 “교육복지정책은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교육복지소외와 교육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적 교육기회제공, 교육조건의 적합성 유지는 물론, 충분한 학습량을 공급하는 제반 사
회복지활동과 교육활동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다.
3. 북한이탈청소년

이제 교육복지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수급을 필요로 하는 정책
의 급여대상자인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adolescence, Youth)은 라틴어로 성장한다(to grow up) 또는 성숙에 이른다(to come to
maturity)란 의미의 용어이지만, 청소년의 연령 은 시대, 학자, 관련법규 및 국가에 따라 다양하
게 규정되기 때문에 하나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청소년의 개념은 “인생
과정에서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이 전재되는 성년의 중
간시기로 사춘기인 12세 전후시기에서 성년 진입기인 18세 정도까지의 인생의 성장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청소년의 개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13시행) 제2조 1항에서 ‘북한에 주
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 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
니한 청소년’에 해당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복합적 개념을 수용하여 “12세에서 19세 정도까지의 연령범위에 있는 자
로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학교 등을 두고, 북한을 이탈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
한 자들 중 남한으로 입국하여 정부 부처(통일부 등)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북한이
탈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동반이 없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하게 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2)

2)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별 개념은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인 자 아동, 민법 만 20세 미만인 미
성년자, 소년법 20세 미만인 소년,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인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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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통일부에서는 2002년 5월부터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을 특별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지
원하고 있으며, 범위는 20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나, 20세 이상 24세 이하라도 무연고라면 희망
자에 한하여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게는 지원기간을 확대하
여 적용하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이탈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허가를 받은 주민 전체를 포괄하
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를 파악해보면, 일단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에서 이탈한 주민을 가리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법
률상 용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대한민
국 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
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몇 차례 바뀌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월남귀순자(歸順者) , 월남귀순용사(歸順勇士) 로 통칭되다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귀순북한
동포 ,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탈북
자’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통일부가 2004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설문조사
를 전자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하여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선정되었다. 간단하게 그 의미를 보면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2005년 1월 9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국거주 탈북자를 순화 용어인 ‘새터민(-民)’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에 이르러 탈북자 단체와 남한 사회 일부에서는 해당 용어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
여겨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21일에 통일부는 가급적이면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3)

4)

5)

6)

Ⅲ. 북한이탈청소년 교육복지정책의 산출분석
1. 교육복지 급여할당의 차원

할당(allocation)은 ‘교육복지서비스를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라는 급여대상자선정과 관련
된 차원이다. 일반적으로 급여대상자 할당을 결정할 때에는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1962. 4 제정)의 규정
4)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1979. 1 제정)의 규정
5) 귀순북한동포보호법(1993. 6 제정)의 규정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1 제정)의 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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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회적 가치가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보편주의는 수급자를 소득과 재산규모
에 상관없이 대중 모두에게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주의는 드러난 욕구에 초점을 두
는 것으로 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나 기준설정이 이루어진다.
(Selectivism)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정책에서 할당의 대상은 주로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자
녀 중에서 청소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가족동반이 없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하게
되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이탈주민 확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지만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2009년 7월의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대책’이 마련된 이후부터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의 법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1997. 1. 13 제정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우선 북한이탈청소년이 속한 북한이탈주민 전체인원을 파악해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6월 기준으로 19,205명에 달하여 말 그대로 탈북하여 입
국허가를 받은 인구가 20,000명을 넘어서는 단계에 와 있다. 이 중에서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
이 13,157명으로 남성 6,048명에 비하여 2배 정도가 많다. 아울러 2006년부터는 해마다 입국허가
를 받는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정책대상으로 비중
이 커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구분 ~1998 ~2001 2002
남 829 563 506
여 118 480 632
합계 947 1,043 1,138
자료: 통일부 내부자료(2012).
구분 0-9세 10-19세
누계
748
2,224
비율
4
12
자료: 통일부 내부자료(2012).

<표 3>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합계

469

626

423

509

570

612

666

275

6,048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946

13,157

1,282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1,221

19,205

<표 4> 북한이탈주민 연령 현황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단위: 명, %)

세 이상 합계

60

5,263

6,240

2,961

898

871

19,205

27

33

15

5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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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2010.6 기준)을 보면 20세에서
39세까지의 청장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북한이탈청소년계층은 아동인구 748명을 포함하여
2,972명에 달하며, 전체 인원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 재학생 현황
(1) 학교급별․연도별 재학생 현황
북한이탈청소년계층은 앞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약 3,000명 정도이나 각급 정규 학교에 재학
하는 인원은 2010년 4월 기준으로 1,417명이다. <표 5>에서 연도별 재학생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 4월 기준으로 421명이 2006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9년에 이르러 1,000명 수준을
초과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상황이 극심한 침체기에 처하
고 최근에는 식량난까지 겪게 되자 전체 탈북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
아진다.
아울러 학교급별 재학생 비율을 보면 중․고등학생에 비하여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북한이탈청소년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책이 조기연령을 중
심으로 계획되고 검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7)

초

․
각급 정규 학교
중

고

2005.4

247(58.7)

131(31.1)

43(10.2)

421

2006.4

248(52.3)

166(35.0)

60(12.7)

474

2007.4

341(56.6)

181(30.1)

80(13.3)

602

2008.4

492(50.9)

294(30.4)

180(18.6)

966

2009.4

562(49.1)

305(26.7)

276(24.1)

1,143

2010.4

773(54.6)

297(20.9)

347(24.5)

1,417

<표 5> 북한이탈청소년 학교급별 연도별 재학생 변화 추이

구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2).

(단위: 명, %)

합계

학교급별․지역별 재학생 현황
북한이탈청소년 중에서 초․중․고교에 재학(2010. 4 기준)하는 1,417명을 대상으로 광역시․
도별로 구분해보면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에 487명이 재학하고 있고, 그 다음은 경기
(2)

7)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교육시설(전일제)에 재학하는 인원은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156(9.1%)명이며, 북한
이탈청소년 인구 중 정규학교나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고 미수학하는 인구도 138명(8.1%)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 탈북청소년 수학 인원은 1,71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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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381명, 인천시가 144명, 부산시가 75명, 경상남도가 43명,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 41명의
순이다.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253 47 29 104 18 13 13 153 20 21 19 9 10 26 33 5 733
중 109 14 7 29 3 6 2 82 5 7 5 5 3 8 9 3 297
고 125 14 5 11 7 8 1 146 2 1 10 1 4 7 1 4 347
계 487 75 41 144 28 27 16 381 27 29 34 15 17 41 43 12 1417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2).
<표 6> 북한이탈청소년 학교급별 지역별 재학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학업 중도탈락 현황
북한이탈청소년은 교육기회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혹은 교육환경부
적응으로 인하여 교육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은 계층이다. 즉 북한이
탈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학교적응의 어려움은 높은 중도탈락률이란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울러 2010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교 진학률도 66.6%에 그치고 있다.
남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북한이탈청소년의 낮은 진학률은 이후
이들의 사회ㆍ경제적 적응에 문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7>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초ㆍ중ㆍ고교생 중도탈락 현황을 보면, 2007년에 74명(12.8%),
(3)

구분

<표 7>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학업 중도탈락 현황

초

중

고

재학생
341
232
114
2007년도
중도탈락생
12
30
32
중도탈락률
3.5
12.9
28.1
‘08. 4. 재학생
492
294
180
2008년도
중도탈락생
7
26
26
중도탈락률
1.4
8.8
14.4
‘09. 4. 재학생
585
298
265
2009년도
중도탈락생
5
26
25
중도탈락률
0.9
8.7
9.4
주 1) 중도탈락률 = 학교급별 (각 학년도 중도탈락자 총수 / 각 학년도 재학생 총수) ×100
2) ‘06학년도 중도탈락률: 초 2.8%, 중 10.1%, 고 12.8%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2).
‘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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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80
74
12.8
966
59
6.1
1149
5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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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59명(6.1%), 2009년에 56명(4.9%)으로 이는 같은 기간 내 남한 학생의 중도탈락률에 비
하면 5배 정도가 된다.
2008

학업 중도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
<표 8>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이 2000년 이후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탈락하는 사유를
분석해보면 학교(교육)부적응이 122명으로 41.3%를 차지한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연령
이 남한 학생들에 비하여 많음으로써 부적응하는 경우가 95명(32.2%), 학습능력 부족이 14명
(4.7%), 기타 환경적인 부적응이 6명(2.0%)이다. 그 외에는 검정고시나 미인가 교육시설, 학력인
정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장소를 이동하는 경우가 50명(16.9%)로 가장 많으며, 비행으로 인한 중도
탈락 사유는 4명(1.4%)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4)

<표 8> 북한이탈청소년 학업 중도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학교부적응 1 3 6
장기 결석
경제적 사정
검정고시 등
1
1
가사
질병
비행
1
기타
계
1
5
7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2) 재수정.

(단위: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5

7

13

7

16

21

24

122(41.3)

4

2

6(2.0))

3
1
2

2

6

4

17(5.8)

4

1

8

14

6

50(16.9)

2

1

2

4

5

23(7.8)

3

3

9(3.1)

2

4(1.4)
64(21.7)

1

12

13

5

2

6

26

12

24

11

34

74

56

2. 교육복지 급여형태의 차원

교육복지급여(provision)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데, 이는 급여형태(유형)와 관련된 차원이다.
일반적으로 급여형태는 현금(Benefit in cash)과 현물(Benefit in kind)이 중심이 되지만 기회제공․역
량강화․할인․감면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소비자 주권이냐?’, ‘사회적 통제냐?’ 의 사회
적 가치가 대립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 소비자 주권원칙에 따르면 주로 현금형태가 선호되지만
사회적 통제원칙에 의할 경우에는 기회나 역량강화 등의 급여형태가 대안으로 선택될 개연성이
많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급여되는 교육복지서비스 중에서 현금(cash)형태는 사회복지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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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현물급여의 수치심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채
택되고 있는데, 중․고교생 및 국립대 재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대 재학생
의 경우에는 50%를 보조해준다.
둘째, 현물(goods)형태는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소비단계에서 수치심(stigma)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수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급여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관료나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급여
형태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교육복지업무 주관 부처에서 수행하는 상당수의 급
여형태는 현물급여방식의 교육서비스에 해당하게 된다. 우선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및 학교단
위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서비스를 보면 크게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에 따른 4대 영
역과 15개 과제 중에서 초기 적응교육 지원 영역의 ‘하나원 초기적응교육지원’과제, ‘한겨레 중
고등학교 기능보강사업 과제’,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영역의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트 배치(8
개교 시범사업)과제’, 학교 밖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영역의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 및 컨설팅,
평가실시과제’,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영역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KEDI) 기능강
화 과제가 현물형태로 급여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무지개청소년센터) 및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 ‘위기청소년지원 대책’ 사업의 북한이탈청소년 학습․정서 발달 지원,
빈곤․위기아동․청소년지원 프로그램도 현물형태나 증서(voucher)형태로 급여되고 있다.
셋째, 기회(opportunity)형태는 무형의 급여형태로 북한이탈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했던 급여에
있어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이나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불이
익집단에게 유리한 교육기회를 주는 특례입학이나 편입제도 등이 있다. 교육부에서는 대입입학
사정관 전형제도에 북한이탈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특례입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아
울러 앞에서 논의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의 4대 영역과 15개 과제 중에서 등이 ‘탈
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에 따른 4대 영역과 15개 과제 중에서 초기 적응교육 지원 영역의
‘탈북청소년 학력인정 절차 개선’과제,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영역의 ‘탈북청소년 학부모간담회
및 참여수업기회제공’, 학교 밖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영역의 ‘탈북청소년 평생교육기회제공’, 종
합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영역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포탈(www.hub4u.or.kr) 구축으로
탈북청소년의 교육정보접근 기회제공’과제가 기회형태에 속한다.
넷째, 권력(power)이나 역량강화(empowerment)형태는 수급자인 탈북청소년에게 정책결정에 있어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현금이나 현물처럼 쓰일 수는 없지만 실제적인 선택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부의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의 4
대 영역과 15개 과제 중에서 등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에 따른 4대 영역과 15개 과
제 중에서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영역의 ‘탈북청소년 학생 적응 역량 강화’, 학교 밖 탈북청소
년 교육지원 영역의 ‘학교 밖 탈북청소년 학교복귀지원’,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영역
의 ‘탈북청소년 우수학습사례 발표회 개최 및 확산’과제가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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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수행되는 역량강화정책으로는 ‘탈북청소년아동․청소년 사회․문화 역량강화지원’ 사
업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시설, 문화의 집 등 아동청소년시설을 활용한 문화예
술교육지원 프로그램과 탈북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강화활동 체험지원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3. 교육복지 급여전달의 차원

교육복지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차원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이탈청소년에게 급여를 전달하
는가?’에 관련된다. 전달체계의 선택에는 ‘관료중심이냐?’ 혹은 ‘시민참여 체계냐?’ 라는 사회적
가치 기준에 따라 정책대안들이 결정되며, 이러한 교육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안에는 공공전
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그리고 혼합체계가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앞에서 분석되어진 교육복지서비스의 주
요 급여형태에 따라 정리해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일부가 북한이탈청
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하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이제 이러한 교육복지 전달체계들 중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이 정규학교에 재학하면서 교육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황(2010년 기준)을 별도로 분류해보면 전국에 484개 학교가 해당된다. 이
중에서 서울지역이 135개 학교가 북한이탈청소년을 재학생으로 두고 있고, 그 다음은 경기 86개
소, 부산 32개소, 인천 27개소, 경북이 26개소, 대구와 충남이 각 24개소이다(<표 9> 참조).
4. 교육복지 급여재정의 차원

북한이탈청소년 교육복지서비스에 사용되는 ‘재원(finance)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재원체
계 차원의 분석은 지금까지 논의해온 3가지 차원을 포괄하며 수립된 교육복지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관건이 된다. 즉 계획단계의 시초부터 해당사업에 필요한 재정충당문제를 소홀하게
다룬다면 급여대상자 선정의 보편성이나 급여형태의 다양성 그리고 전달체계의 다원성이 확보
될 수 없으며, 결국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복지수준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책수행에 요구되는 재정충당문제가 핵심이 된다. 교육
복지관련 정책의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복지수행업무가 원칙
적으로 국가업무라는 점에서 본다면 공공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수행에 필요한 재원체계는 지원수준과 부담방법, 예산액
정도의 공공성의 기준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2010년 6월의 교육부 소관의 ‘2010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에 편성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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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알선 및 생
활ㆍ의료 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
학ㆍ편입학 등
교육 지원
-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협조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협조

(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지원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
계 구축
-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
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
획의 수립․조정
- 가출․비취학․학업중단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
- 북한이탈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지원

-

계획
수립

(

-

성과
보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무지개청소년센터 / 교육청 / 지자체
∘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
∘ 교육청별 사업우선순위 도출 및 실행계획 수립․이행
- 실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교육청 주관의 정책과제 이행
∘ 재정 및 인프라에 따른 단계별 사업 추진
- 지방비 확보 및 지역 내 민간 가용자원 연계․활용
계획시달
집행결과
및 지원
보고
대학 / 초중등정규학교 / 대안학교 / 하나원 ‘예비학교’ / 협조
한겨레 중고등학교 / 삼죽초등학교
∘ 북한이탈청소년 학생 맞춤형 교육 실시
∘ 북한이탈청소년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민간 북한이탈청소년 지원기관 /
민간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 북한이탈주민 교육 관련 전문가 및 프로
그램 연계지원
∘ 북한이탈청소년보호 및 자립지원

[그림 1] 북한이탈청소년 교육복지 전달체계

8)

급여전달체계에서는 교육부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상호 협조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서
비스를 급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는 교육부와는 달리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단일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체계에 대한 공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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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학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등 62 13 13 11 9 6 7 38 7 11 10 5 9 15 11 4 231
중 33 10 6 7 2 5 2 24 5 6 4 4 2 5 6 3 124
고 40 9 5 9 6 7 1 24 2 1 10 1 4 6 1 3 129
계 135 32 24 27 17 18 10 86 14 18 24 10 15 26 18 10 484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2).

우선 2010년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사업별 소요예산은 총 33억원 정도로 2009
년도 30억원에 비하여 10%가 증가하였다. 이를 4가지 주요 사업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초기 적
응교육지원 사업에 200백만원(6.1%), 학교교육 내실화지원 사업에 1,415백만원(42.9%), 학교 밖 탈
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880백만원(26.7%),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사업간 연계강화 사업에
805백만원(24.3%)을 편성하고 있다(<표 10> 참조).
<표 10> 북한이탈청소년 교육복지 사업별 소요예산 현황

사업명
초기 적응교육 지원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학교 밖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연계 강화
소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2).

년

‘09

년

‘10

(단위: 백만원)

계

150(5%)

200(6.1%)

350(5.5%)

1,150(38.4%)

1,415(42.9%)

2,565(40.7%)

910(30.3%)

880(26.7%)

1,790(28.4%)

790(26.3%)

805(24.3%)

1,595(25.4%)

3,000(100%)

3,300(100%)

6,300(100%)

이러한 4가지 주요 사업 영역을 세부 과제별로 구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적응교육 지원 영역에서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에 소재한 삼죽초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예산 10백만원과
위탁교육운영비 30백만원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둘학교
교육과정 중등용 교재 5종 개발비 100백만원, 중등용 2종의 진단도구 및 매뉴얼 개발비 60백만
원이다.
9)

9)

하나원의 정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해 1998년 7월
8일 개원한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관계 기관의 합동신문이 끝난 탈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조
기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 6∼8개월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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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북한이탈청소년 초기 적응교육 지원 소요예산 현황

지원사업명
삼죽초등학교 연구학교 지원

성과물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삼죽초등학교 위탁기관 지원
초기 적응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진단평가도구 및 매뉴얼 개발
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2).

위탁교육 운영
하나둘학교 교육과정
중등용 교재 5종(국영수사과)
중등용 2종(언어, 수리)

지원사업명

예산
10
30
100
60

수행기관 비고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
시․도교육청 ‘09년부터
(자체 사업)
계속사업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200

<표 12> 북한이탈청소년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소요예산 현황

시․도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 취업 연계강화
탈북학생 밀집학교 지원
우수아에 대한 역량 개
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지도 역량 강화
대학 적응 지원
학부모교육지원 역량 강화
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2).

(단위: 백만원)

성과물
탈북학생 대상 1:1 멘토링 실시
맞춤형 교과 보충교육 실시
진학․진로봉사단 운영
시․도교육청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공통 기본 교육과정
맞춤형 보충 교재 (사회, 역사 2종)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사전
진로 직업교육 자료 개발
전담 코디네이터 시범 운영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 8개소)
NK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사용 매뉴얼 개발
멘토교사 연수(찾아가는 연수)
전문교사 심화연수
대학 예비프로그램 제공 및 진로진
학설명회
자녀교육 매뉴얼 개발

예산
425
216
20
149
20
100
40
40
200
50
10
35
40
50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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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단위: 백만원)

비고
계속사업
시․도교육청 계속사업
(자체 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신규사업
탈북청소년 계속사업
교육지원센터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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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영역에서는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도 맞
춤형 교육지원비 810백만원,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비 160백만원, 교육취업 연계강화비 40백만원,
탈북학생 밀집학교 지원비 200백만원, 우수학생 역량개발비 50백만원, 교사교육 프로그램개발비
10백만원, 교사지도 역량강화비 75백만원, 대학적응 지원비 50백만원, 학부모교육지원 역량강화
비 20백만원이다.
셋째, 학교 밖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영역에서는 <표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
간교육시설 위탁교육지원비 50백만원,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비 700백만원, 민간교육시설 컨설
<표 13> 북한이탈청소년 학교 밖 교육지원 소요예산 현황

지원사업명
성과물
민간교육시설 위탁교육 지원
위탁교육 실시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 교재 구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우수사례 발표대회
(
시․도교육청도
포함하여 추진)
민간교육시설 컨설팅 및 평가
컨설팅 및 성과평가 실시
탈북청소년 교육지도자 연수
민간교육시설 교육역량 강화 (시․도교육청도
포함하여 추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성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직업ㆍ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2).

예산
50
700
20

(단위: 백만원)

수행기관
비고
시․도교육청 계속사업
(자체사업)
시․도교육청 계속사업
(위탁사업)

20
25
30

탈북청소년 계속사업
교육지원센터

35
880

<표 14> 북한이탈청소년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연계 소요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사업명
성과물
예산 수행기관 비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555
계속사업
탈북청소년 교육포탈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및 상담 콜센터 운영
30
계속사업
탈북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협력체제 강화 중앙 및 지역단위 연계협력 지원
20
계속사업
청소년
탈북청소년 연구 단계적 확대
중장기 연구(1개)
60
교육 계속사업
재교육(연수 및 경비 보조) 100 지원센터 계속사업
북한 출신 전문인력 발굴 지원 탈북지식인
및 통일교육 강사 육성
인식개선 및 통일 대비 교육역량 강화 탈북청소년 인식 개선 홍보
40
계속사업
소계
805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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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및 평가비 40백만원, 민간교육시설 교육역량강화비 25백만원, 성인(탈북청소년) 평생교육 지
원강화비 65백만원이다.
넷째, <표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연계강화 사업 영역에서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555백만원, 탈북청소년 교육포털 구축 및 운영비 30백
만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협력체제 강화비 20백만원, 탈북청소년연구 단계적 확대비 60백만원,
북한출신 전문인력 발굴 지원비 100백만원, 탈북청소년 인식개선 홍보비 40백만원이다.

Ⅳ. 결 론
1. 연구결과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적인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Gilbert와 Terrell
(2005)이 제시한 정책분석방법 중에서 정책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는 산출분석방법을 사용하였
다. 즉 북한이탈청소년 교육복지정책의 현황을 급여할당의 차원, 급여형태의 차원, 급여전달의
차원, 급여재정의 차원의 4가지 영역에서 다루었다. 교육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이 혼재하
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을 사회복지학자인 길버트 등의 산출분석틀(frame of product analysis)에 따라
분석한 주요 근거로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복지를 요구하는 교육소외현상에
대한 교육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직적인 활동이 교육복지정책이라고 볼 때,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정의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일치하기 때
문이다.
결국 북한이탈청소년 교육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교육복지 부문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
며, 보편적인 전체 사회구성원과 북한이탈청소년 간의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시킴으로서 사회통
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육복지소외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요약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 급여할당의 차원에서는 학교급별․연도별․지역별로 대상자가 파악이 되고,
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
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과는 달리 사회문화적으로 상이한 북한체제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입
국하였으며, 자아정체감 혼란과 인생주기 상으로 성장 시기에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이다. 즉 정규학교의 학업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계층이 많다는 점은 이들을 학교라는
남한사회의 기성화 된 교육제도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정책관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체제의 획일적인 교육문화양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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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남한의 자율적이고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에 쉽게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문
화가정의 자녀들보다 우리말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이 학습의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그
동안 살아온 생활양식이나 환경이 남한사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맥락에서 판단하면 다문화가
정 자녀들에 비하여 특별히 우월한 점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학교보다는 학교 밖
의 교육지원 대상자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복지 급여형태의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되는 기초생활보호사업에서는 현
금(cash)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부나 통일부에서 급여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은
현물급여형태가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급여되는 복지프
로그램의 형태는 급여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만큼 납세계층으로부터의 저항의 소지가 많
지 않으면서도 실제의 수급자에게는 복지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회제공형태나 역량강화형
태의 프로그램을 늘리는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급여전달체계의 차원에서는 교육부의 학생복지정책과에서는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정책
의 전달체계 구축, 교육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수립,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 등
을 포괄하면서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부의 정착지원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과 학력인정, 취학, 편입학 등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
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아 북한이탈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을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2010년 말 기준으로 교육부와는 달리 별도의 독립적
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급여재정충당 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별 소요예산을 제시
한 계획서가 없는 관계로 주로 교육부의 ‘2010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에 편성된 소요
예산 33억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단, 한겨레 중고등학교 증축지원비 64억원은 별도로 편성
하고 있다. 분석결과 2009년에 비하여 약 105% 정도의 예산증액이 이루어졌고, 4가지 주요사업
영역별로도 목표로 하는 성과물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편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낮
게 책정되어 있어서 소요예산액 자체가 미약한 실정이다. 분만 아니라 재원의 부담방법도 ‘특별
교부금’형태로 배정하고 있어서 일반예산사업에 비하여 예산집행의 안정성이나 불투명성 측면에
서 지적이 될 수 있다. 차후에는 국회 등의 예산심의를 거치는 일반예산사업으로의 개선이 요구
된다.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이제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북한이탈청소년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적
함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설정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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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급여대상자 할당차원에서는 교육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보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견지가 요구된다. 2010년 기준으로 북한이탈청소년 인구가 3,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인구인 20,000여명에 비하면 15% 정도에 불과하므로 자칫하면 청소년계층으
로서 자아정체성 확립을 해야 할 시기이고 사회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특수성이 매
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이나
분석을 위한 정부 부처의 업무담당자들과의 전화 인터뷰 상에서도 일부 관계자는 소수그룹에
속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행정적 요인이 적다는 인식을 나
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소수의 교육소외계층이지만 전체사회를 건강하게 구성해나가는 주
요 인적자원으로 처우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적이고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는 인식전환이 요구되
는 측면임에 분명하다.
둘째, 급여형태는 다양성을 유지하는 정책방향설정이 요구된다. 즉 교육복지서비스는 의료복
지서비스와 유사하게 현물급여형태가 주류를 차지하지만 현금, 기회부여방식 및 역량강화 형태
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담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공급자의 입
장에서 본다면 가급적이면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급여형태를 채택할 가능
성이 많지만, 서비스의 수급자 입장에서 판단하면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선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급여전달체계차원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부처를 중심
으로 개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민간단체의 업무역량강화를 통한
민간 위탁방식이나 제3섹터의 자원을 활용하는 전달체계의 다원성 확보가 요구된다. 즉 교육부
산하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나 여성가족부 산하의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운영체제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개발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수급자인 북한이탈청소년
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넷째, 북한이탈청소년 교육복지정책 수행의 재원조달 차원에서는 앞에서 개선방안에서도 제시
했듯이 예산조달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법령상 내국세의 20.275%로 규정되어있는 교부
금 중에서도 교육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정책수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납세계층으로
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를 비롯한 북한이탈청소년 교
육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부처는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의 외부 통제장치와 검증을 담보할
수 있는 일반예산사업으로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을 사회복
지정책의 분석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분석대상의 특성상 2010년 이후의 자
료는 현행 정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최근 정책분석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정보공개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는 측면으로 보인
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본 연구는 분석틀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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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나 교육정책 차원이 아닌 양자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
복지정책의 특성에 부합된 정책분석틀의 정립이 요구된다. 아울러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관련 정부 부처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자료의 축적과 공개도 요구됨
을 강조하면서 본 연구가 교육양극화와 교육소외계층으로서의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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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Output Analysis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on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al Polarization and Alienation

Ko, Soo Hyun

Guemg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the adolescent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which are
being emerged as socially alienated class, o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polarization and alienation through
policy outputs analysis framework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Study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ducation welfare benefit allocation, beneficiary is selected by school, class, year, and region
so that externally it seems good. However, actually, there are many people who drop out of school curriculum.
Second, when it comes to education welfare benefit type, large portion of the benefit includes benefit in kind or
cash benefit so that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not enough programs giving opportunities to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or giving chances for them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Third, in terms of benefit delivery
syste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GEF) has a separate education welfare delivery system in
comparison with Ministry of Education(ME) and Ministry of Unification (MU). However, other ministries except
ME and MU do not have concrete plans. Fourth, when it comes to benefit financial resource, MGEF and MU do
not establish necessary financing plans in detail. It is analyzed that ME pursues benefit delivery system as a
special grants project instead of normal budget one.
This study resul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setting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welfare
policy, which can allow North Korean defector youth to have self-support ability and grow as a national power.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 educational polarization, educational alienation, education welfare policy, policy
outpu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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