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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Mook Cho/ Young-Hua Key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process of the perspective on life
through democratic civil education experiences for North Korean settlers by
examining the education that they experienced in Hanawon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is purpose, the contents and delivering methods of
democratic civil education programs in Hanawon, including their problems, and
how their perspective of life has been changed through those programs were
investigated. For this study, nine North Korean settlers(7 males and 2
females) were interview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program
development or special policies were needed to accept the good system in
North Korea, understanding program goal that 12 weeks of education in
Hanawon is the most influential process in North Korean settlers’ life and to
produce and make use of vivid video clips were needed for Hanawon to be
the best quality educational organization, more customized education in
Hanawon curricula considering age and vocational context for the various
educational targets was needed, and a program through which they can
experience the blind spots in South Korea was needed to eliminate a false
Korean dream.
주제어 :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민주시민교육, 참여학습, 질적연구
Key Words: Hanawon; North Korean Settlers; Democratic Civil Education;
Participation Learning;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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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듬지 못한 현상들이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발생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에 있는 고향 사람들 간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지
금 남한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사단법인 물망
초 이사장 박선영에 따르면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개인 보듯 한다.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조선족보다 못한 취급을 한다. 와서 개고생 한다.” 등이라고 한다(강원일보 32
면, 2014. 10. 24). 심지어 “남한으로 올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할 짓 못할 짓 다해
서 돈 보내 줄 테니, 장마당에서 돈 벌어 거기에다 집 사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
이다(강원일보 32면, 2014. 10. 24).
통일부 자료(2015)에 의하면, 2014년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남한 내 북한이탈주
민 숫자는 27,518명(남자 8,251명, 여자 19,267명)이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여, 2010년도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입국
자수가 매년 2,000~3,000명으로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강
력한 통제로 남한 입국자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도 매년 1,500여 명 정
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은 곧 3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남한 사람들과의 화합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통일 영향력을 키워 실질
적인 통일 역할을 담당케 하려는 정부정책방향의 차질이 우려된다.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인도주
의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통일을 대비한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4).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지역을 극적으로 탈출한 후 중국, 몽골,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를 놓쳐 남한 입국부터 학습의 공백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심리적인 위축감에 시달
리고 있다.
박경미(2014)는 조선일보 칼럼 ‘박경미의 수학프리즘’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아래와 같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종이 발명 이전에는 동물 가죽인 양피지에 글을 적었다. 양피자가 귀하다보니 필요없는
내용은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쓰는 일이 많았다. 이와 같이 다시 활용하는 양피지를 팰림프
세스트(palimpsest)라고 하였다. 인간 생애에서도 과거의 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설정하는
재활용 양피지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강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들
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에서의 생활과 관습을 무시하고 남한의 것을 다시 새긴다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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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렇다. 팰림프세스트에 묻힌 내용을 읽어내는 데는 첨단기술이 동원되지만 북한이탈
주민 이면에 새겨진 북한이력을 받아들이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그들을 동등한
동반자라는 넓은 가슴이면 족하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단체 등과 협치하
여 시스템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최초 교육기관은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이다.
1999. 7월에 안성소재 하나원(본원)을 개원하였으며, 2012. 12월에는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분소)을 개원하였다. 본원은 여성 특화교육을 실시하며, 분소는 남성 특화
교육 및 심화교육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9. 7월부터 2012. 12월까지 총
22,800여명이 하나원에서 교육과정 수료 후 남한사회에 진출하였다(통일부, 2013).
하나원 교육은 정규프로그램과 비정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영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 성인반, 경로반 등 7개 반으로 운
영한다.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들에게는 봉제·기초조립·한식 조리·여행가이드·사무행정
등의 직종 중 1인 2개 직종을 탐색케 하며, 남성들에게는 중장비·자동차정비·용접 등
3개 직종 중 1인 1직종에 대한 기초직업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하나원 정규교육과정은 12주 392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서안정 및 건
강증진 분야에 46시간을 편성하였고, 우리사회 이해증진(민주시민교육) 분야에 121
시간을 편성하였다. 진로지도·직업적응훈련 분야 174시간과 초기 정착지원 분야 51시
간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일과 전후와 주말과정으로
자율 참여형 보충과정 259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 중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또 교육과정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북한생활 중 자신도 모르게 고정 관념화된 부정적인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듣고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입국초기에 그들의 필요에 맞는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 방향 및 방안을 강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
에 대한 연구이며,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위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과정 중 경험한 하나원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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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 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얼마
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한 것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노희숙(2012)·신두철(2011)·유시은(2012)은 하나원의 주입식 교육과 제한된 공간
에서의 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교육받은 자본주의에 대한 극단적이며
부정적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의미관점 전환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적 사례를 제시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 노희숙(2012)에 따르면, 의미관점(meaning perspective)은 의미체계
(meaning schems)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구성체이다. 이론, 믿음, 타입, 평가체로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논쟁의 연결체로 구성되며, 의미관점은 인지적 관점, 사회 언어
적

의미 관점, 심리적 의미 관점으로 분류하며, 의미관점 전환이란 인식 및 행동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노희숙, 2012). Mezirow(1991)는 의미
관점 왜곡은 개인의 인지적인 왜곡으로, 굳건히 믿고 있는 신념과 판단의 의미를 가
지고 있는 인지적 왜곡과 사회화 배경과 사회화 과정으로 무비판적으로 형성된 의미
구조인 사회문화적 왜곡과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잘못 형성된 의미구조인 심리적 왜곡
등으로 구분한다(노희숙, 2012).
김도태(2012)·유병선(2012)·정인수(2009)는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정착지원 내용인
‘우리사회 이해교육’은 정체성을 의식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맞춤형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있는
지, 그래서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어떠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
는 등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므로 민주시민교육을 이들이 주체
가 되는 참여 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원에서 현재 실시하
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비현실성이나 맞춤형 교육의 구체적인 사례, 피부에 와 닿는
참여 학습의 실제적인 사례와 프로그램 제시 등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허준영(2012)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쉽사리 통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식의 동화주의 자체에 있다는 선언적인 제
시정도만 기술함으로써 통합에 도움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사례분석에는 다소 미흡
한 면이 있다.
이덕정(2011)은 북한이탈 중년여성이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남한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참여교육제도 보완을 특별
히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참여교육 사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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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교육과정 내용이 광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계층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취약하므로 교육내용 차별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방
법 면에서는 체험학습 위주로 전환하여 지식교육 보다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생활교육
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기술하였으며, 만일 안전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원의 교육
운영 체제를 구동독 동화계획의 사례와 같이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주민들과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적응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도 가능(김한목,
2002)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오래토록 폐쇄생활을 해온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개방형 교
육 자체가 아직까지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이며 특정분야에 치우쳐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복적 한국어 교
육, 단기적 시스템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또한, 프로
그램의 질이 낮으며, 취업에 관한 사전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취․창업의 연계가 어렵
고, 아동교육지원 프로그램이나 가족상담, 보건․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 가동율은 매
우 낮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수준과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육과정의 표준화, 수준별 차별화된 과정이 마련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11)하는 것을 볼 때, 다문화가족이나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 문제점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스트라우스는 “인간은 거대한 사회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라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능동적인 대행자(Active agent)”라고 하였다(Charmaz,
2006 재인용). 북한을 이탈하여 입국한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능
동적으로 대처해 온 대행자이다.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삶을 개척하지 않으면 곧 죽음” 이라는 절박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
주민들이 가장 바람직한 남한의 민주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입국 후 최초 교육기
관인 하나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원의 교육과정 중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민주시
민교육이 어떠한 전환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라는 독특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방경(一方鏡) 너머로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
찰(조용환, 1999)하는 기존의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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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론
Atkinson et al.(2003)에 의하면, 근거이론 방법이란 “자료 그 자체에 근거를 둔 이
론을 구성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이지만 유연한
지침”이라고 했다(Charmaz, 2006 재인용). Glaser는 로버트 머튼(1957)이 제안한 중
범위론 이론의 구축을 옹호하였다. 중범위이론은 자료에 근거를 두는 특정한 사회현
상을 추상적으로 가공하는 것이었다(Charmaz, 2006 재인용). Glaser & Strauss
(1961)는 기존 이론에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연역해 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
를 둔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자신의 전략을 정교화 하였다(Charmaz,
2006 재인용). 연구란 실증적 지식을 찾는 것으로서,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연구결과
를 보완하여 또 다른 지식을 발견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강찬석, 2013). 그러므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론(강찬석, 2013)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이 연구의 전제가 된다(강찬석, 2013).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
정 중 민주시민교육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관점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명
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론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의 인식
론적 토대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다. 인간은 언어 등의 상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
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의식을 형성하고, 주관적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입장이고, 이것은 거대 구성주의 안에 있는 인식론이다(강찬석, 2013).
연구자는 풍부한 자료에서 강력한 근거이론을 생성해 낸다(Charmaz, 2006). 현장에
서의 노트정리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집중면접, 다양한 기록과 정보 등 풍부한 자료
입수는 신뢰받을 수 있는 근거이론을 구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풍부한
자료는 사회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표피 밑에서 얻을 수 있다(Charmaz, 2006). 근거
이론은 구성주의적 근거이론과 객관주의적 근거이론으로 구별하며, 객관주의자는 어
떤 사건이나 상황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관심을 표명하는데 반해, 구성주
의자는 참여자의 용어, 상황, 사건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
함축적인 의미, 묵시적 규칙을 다루어보고자 한다(Charmaz, 2006). 구성주의적 접근
은 연구현상에 우선권을 두며, 한 치의 의심 없이 해석학적 전통에 위치하고, 참여자
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의미와 행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연구하며, 자료와 분석
모두가 참여자와 공유된 개념과의 관계로 만들어 진다(Charmaz,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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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의 성공적인 전략은 범주와 속성에 초점을 둔 자료를 보다 많이 얻는 것인
데, 이러한 전략이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이며, 출현된 이론에서 범주를
정교히 하고 다듬기 위해 적절한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것을 뜻한다.(Charmaz,
2006). 이런 이론적인 표집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 표집은 단지 개념과 이론 개발
에만 제한해야 한다(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election)으로 진행되었다.
눈덩이 표집을 통해 9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9명 모두 최근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 하였다. 2014년 4월 10일 1차적으로 3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그리고 2차로 2014년 7월 14일 3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3
차로 2014년 7월 18일 3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3개월 동안 총 9명에 대한 인
터뷰를 모두 마무리 하였다. 9명중 남성이 7명이고 여성이 2명이며, 연령별(50대 3,
40대 2, 30대 3, 20대 1)로 볼 때 3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다. 입국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 입국자가 3명이고, 2014년도 입국자가 6명이다. 출생지별로 살펴보면 함경
북도 3명, 평안북도 3명, 양강도 2명, 평양시 1명 순이다. 북한 직업별로 살펴보면 중
학교 교사 2명, 기계기사 2명, 광산근무자 2명, 교환수·외화벌이·초등학생 각 1명이다.
탈북 경유지를 보면 라오스·태국 등을 거쳐 입국한 자가 5명, 중국에서 바로 입국한
자가 3명, 러시아에서 벌목하다가 입국한 자가 1명으로 라오스·태국 등을 거쳐 입국
한 자가 가장 많았다. 인터뷰 참여자(가명)의 프로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프로필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출생지

입국연도

북한 직업

경유지

1

박평찬

남

33

함경북도

2013

운전수

미확인

2

노영원

남

33

양강도

2013

교 사

중국,라오스,태국

3

고정선

남

42

양강도

2013

교 사

중국,라오스,태국

4

한양춘

여

23

함경북도

2014

학 생

중국,라오스,태국

5

김후원

남

50

평안북도

2014

기계기사

6

신희남

여

33

평안북도

2014

교환수

7

최우정

남

51

평양시

2014

광산근로자

8

김국정

남

49

함경북도

2014

외화벌이

중국

9

고철주

남

52

평안북도

2014

군수시설

중국

러시아
중국
중국,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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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인터뷰와 관찰 등이다. 인터뷰는 민주시
민교육 경험 내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관찰은 경험 내용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되며, 문헌자료는 인터뷰나 관찰을 보완하는데 유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주로 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 관찰 분석을 좀 더 깊
이 있게 했어야 하나, 재접촉의 한계가 있어 관찰 분석은 거의 진행하지 못했으며, 문
헌자료를 보충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는 아래 표와 같이 의도된 결론이 유도되지 않도록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법을 사용하였으며, 질문형식도 연구자의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연구
참여자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하였다.
개방형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사전에 준비한
질문 이외의 보완 답변을 순간적으로 요청하면서 정보를 추가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표 2> 인터뷰 가이드
① 출생과 학력, 직업, 탈북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② 12주간의 하나원 교육은 어떠셨습니까?
③ 하나원 교육 중 남한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내용(*남한사회 이해
증진 교육 : 121시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 민주시민교육
④ 남한사회 이해 증진 시간을 통해 내 자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바람직한 남한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원에서 꼭 해야
할 참여 학습 내용은 무엇입니까?
※ 참여 학습 : 생활현장 체험, 역사문화 탐방 등

4. 자료 분석
근거이론에서 분석의 첫 단계는 코딩이다. Charmaz(2006)에 따르면, 코딩은 줄 단
위 코딩(line-by-line coding), 초점코딩과 축코딩(focused and axial coding), 이론
적 코딩(theoretical coding) 등 세 단계로 나눈다. 또한 메모쓰기는 자료수집과 논문
최초 작성 사이의 중간단계로 보고 있다(Charmaz, 2006). 이론화하기 작성은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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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기, 도표로 나타내기, 통합하기, 이론의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강찬석,
2013).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9명을 대상으로 하위 연구문제인 “북한이탈주민이 하나
원 교육 중 경험한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전사자료를 바탕으로 줄 단위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최초코딩을 하였으며, 최초코딩을 바탕으로 하위주제와 범주를 결
집시켰으며, 결집된 하위주제와 범주를 바탕으로 상위범주와 주제를 정하는 등 구성
주의 근거이론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5. 연구윤리와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크게 연구 참여자 확인법과 연구
자 편견 공개법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강찬석, 2013).
Charmaz(2005)는 근거이론 연구의 평가기준으로 신빙성(credibility), 독창성(origi
nality), 공명성(resonance), 유용성(usefulness)을 들었다(강찬석, 2013 재인용). 신
빙성과 독창성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면 공명성과 유용성을 증진시키고(강찬석,
2013 재인용), 나아가 기여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찬석, 2013 재인용).
Lincoln과 Guba(1985)는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성을 사실적 가치와 적용성으로 구
분하였으며, 신뢰성의 개념을 일관성, 또는 의존성, 신뢰성 등으로 기술하였다(엄미란,
2013 재인용).
연구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연구자는 인터뷰하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연구제목,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였다. 질적 연구는 자칫 잘못하면 연구 참여자 개인 인권을 침해
할 우려가 다분하다.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하면서도 연구자가 논문의 생동
감을 제고하기 위해 비밀보호 원칙을 망각하고 연구대상자 개인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고 연구 참여자 비밀보호를 위
해 인터뷰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했으며, 연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연구 참여자 9명 모두에게 자필서명을 받았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평소에 잘 사용해서 익숙하면서도 편안하고 조용한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녹음여부 결정도 인터뷰하기 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 1명에 대해서는 일반
적 대화만 나누고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연구에 더 이상 참여시키지 않았다.
인터뷰는 핸드폰 녹음기(Galaxy S4)를 통해 진행했고, 녹음한 인터뷰 내용은 음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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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저장했으며, 수집된 음성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모든 음성
자료를 전사하였다.
자료전사 내용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 인증된 속기사가 전사한 것을 남한에
비교적 오랫동안 거주하면서도 북한 사투리까지 잘 이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여
성)에게 협조를 얻어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가 워낙
심하게 북한 사투리를 사용해서 정확한 전사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전사한
자료는 연구자의 관점과 배치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정리하였
다.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적 이론을 구성하는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의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 중 경험한 민주시민교육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연구를 통해 제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 연구를 통한 발견내용 개요
하위 연구문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
중 경험한 민주시민교육의 특
징과 문제점,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
는 무엇인가?

주제, 상위범주

하위 주제 및 범주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
·
·
·
·
·

교육의 유익성
외래어 교육의 유용성
폴리텍대학 실습 만족
IT 교육 만족
심리검사 유용성
한국사 개념 정립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
·
·
·
·
·

특성화 학습 미고려
내용중복, 주입식
불필요한 과목 상존
남북한 학습개념 미고려
남한의 사각지대 홍보미비
교육에 대한 무관심, 무용론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

·
·
·
·

진로에 대한 결심
좌우명 설정
참여교육의 중요성 인식
진정한 민주시민 모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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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대체적으로 하나원 교육 과정들이 실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았고, 남한
사회 생활에 대한 적응자료도 잘 제공되고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컴퓨터·
직업체험·한국경제·사회생활·법률·기술취득 과목 등은 매우 유익했으며, 성공한 하나원
선배의 특강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하나원에서 남한사회에 대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배움에 대해 갈급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북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가 있어 여유까지 누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원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시민이 되기 위해 필수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교육생들이 있어, 교육과정 인식측면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통일부에서 우리 탈북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써 주니까는, 배려를 해 주는구나 하
는 이런, 다 실생활에 밀접한 연계가 되니까(박명찬).
좋은 과정도 있고 정말 이건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컴퓨터 교육이라든
가 직업 체험 같은 건 정말 필요한 교육들이고요. 민주주의 뭐 이런 한국경제. 언어생활이
라든가 사회생활 요소요소에 필요한, 그리고 기술자격 취득을 위해서 기술공부도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교육과정은 대단히 좋습니다(한양춘, 김국정).
하나원에서 교육 받는 기간에 한 시간 한 시간이 좋은데 완전 금 같은 시간입니다. (중략)
실질적으로 우리 탈북자들이 남한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나원 과정이 꼭 필수적
이다 하는 것, 이런 인식부터 빨리 가지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중략)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 북한사람들 자체가 하나원에서 이 과정이 우리한데는 천금같이 귀
한 시간이라는 걸 못 느끼는 게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대신 이걸 빨리 인식시켜 주기
위해 조금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고철주).

외래어 교육은 유익했고 인기 있는 과목이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외래
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외래어로 인해 민
족문화가 말살되었다는 북한선전은 새빨간 거짓임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말한다.

외래어 교육. 정말 우리가 나가서 써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학을 가든 무슨 학원을 다
니든 취직을 하든. 그러니까 외래어 같은 건 정말 도움이 되죠. 외래어나 컴퓨터는 실생활
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데 정말 필요 없는 강의들이 힘든 거죠(한양춘).
한국은 이제는 민족문화가 아예 말살된 형식으로 인터넷에 쳐도 초보적인, 나가면 간판들도
모두 영어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조선말이라는 게 다 없어지듯이 이렇게 됐다 하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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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교육 받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민족문화 말살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한글을 되살려서 미국말이 어쨌든 간에 세계
공용어가 된 지금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네요(노영원).

폴리텍 대학에서 자동차 정비·용접·지게차 운전 등의 실습은 재미있고 실감났으며,
경제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유익하였다. 지금은 단지 3~4가지 종류
만 실습하는데 폴리텍 대학 실습과목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폴리텍 대
학 실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실습을 하는 동안 북한
이탈주민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특별한 지도를 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남한사회에서 살아나갈 방향을 터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기학습, 자아학습,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삶의 일상에서 깨달은 학습, 즉 무형식학습을 경험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덕정, 2011). 일을 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식을 쌓는 경험
학습이라고 주장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폴리텍이라면 다 재미있고 다 실제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니까. 폴리텍이라는 것도
세 가지 부류인데 거기서 차 정비사나 용접, 지게차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서 한 교육이라는
게 적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박평찬).
제일 좋은 게 폴리텍 대학입니다. 폴리텍 대학생활이 제일 좋았습니다. 대학에 가서 하루
종일 수업도, 자기가 해보고, 거기 교수들이 열하루 했는데 두 주 동안 하고 하루는 저기,
성남시에 직접 이런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관람 죽 해 보고서, 그게 아주 실효하고 실감
있고 그게 최고 좋습니다(고정선).

컴퓨터에 장착된 시스템과 대화하면서 북한 억양을 교정하였고, 인터넷 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등 그야말로 컴퓨터 시간이 유익한 것이 분면한 것은 컴퓨터 시간엔
휴식을 마다하고 좀 더 공부하는 교육생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접 몸에 제일 먼저 부딪치고 제일 먼저 접해야 되고 꼭
필요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컴퓨터와 언어생활, 언어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래 언어교육 같
은 거는 지금 많은데 컴퓨터교육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작습니다(김국정).
컴퓨터 시간은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재미있어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뭘로 표현하는가. 휴식
이 대체입니다. 휴식하면 다른 시간에는 고저 휴식시간에 떠들기 바쁘게 우르르 나옵니다.
컴퓨터 시간엔 휴식을 마다하고 자리에 앉아서, 그걸 앉아서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입니다(김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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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교육시간이 있었다. 바로 심리검사 시간이었는데,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북
한에서는 이로한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심리검사를 통해 내 성격
과 기질을 알게 되고 거기에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뢰가 생겼다고
한다. 또한 한국사 시간을 통해서 한국역사의 발전을 이해했으며 우리역사와 남북 간
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국민제일주의는 감동 그 자체였다고 한다.

제 소견에서는 사람마다 여기 들어와서 처음 적성, 무슨 심리검사도 받아보고 하지 않습니
까? 거기 보면 다 거의 따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아직 들어도 못 봤는데... (중
략) 여기 와서 적성검사 하는데, 한국 분들은 다 자기 무슨 형이라는 걸 압니까? 그런데 이
거 검사해 보면 남자라는 게 저 같은 거는 무슨 C 관습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
기는 이거 성격도 원래 이렇게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직업도 나온 것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니(노영원)
적성검사 아주 우리는 그런 거 못해봤단 말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야, 이거 뭐 인간의 성
격, 기질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서 정말 빠른 길 가게끔 만들어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직업 가지는, 선택하는 것도 다 과학적으로 하니까 괜찮구나. 멋있구나 이런 교육이 아
주 첫걸음인데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고정선).
우리역사 바로알기와 언어, 남북차이 언어 그 시간이 제일 사람들이 모르던 걸 제일 많이
알지. 남북한 간의 문제에 대해서(최우정).

2.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교육생 연령층이 다양한데 교육내용을 보면 다양성을 고려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금년 입소한 제000기 교육생 20여 명 중 젊은 교육생 5명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하나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했으나, 공통과정인 직업체험을 예외 없
이 참석시킴으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했고, 이들에게 관심 없는 과정이 진행되
는 동안 매우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공부보다는 하나원 수료 후 직업 선택
을 원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과정을 아주 지루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쓸데없는
과목은 하지 말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과정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40
대 이하는 직업선택 하는데 있어서 40대 이상만큼 절실하지는 않았다.
폴리텍 대학 체험학습시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와 근로자나 종교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한계점을 느꼈는데, 그것은 피차간에 접촉시간이 너무 짧아 마음의 문이 활
짝 열려질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추구하는 방향 즉 관심도가 다르며, 60년 이
상 분단역사에 따른 오래된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다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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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000기 놓고 보면 스믈 한 서너 명 된다 해도 그간에 공부할 만한 사람이 이십대래도
애죠. 꽹과리 치던 사람, 무직치던 사람, 별난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절반도 공부하기 싫
어하는 상태인데 고정적인 틀에 매여 가지고, (중략) 점수 준다 어쩐다 하니까는 마지막 때
꿀려 가지고 앉아 참기는 하는데 대개 틀에 박힌 교육은 어떤 건 좀 지나치니까(김국정).
이게 뭐 한두 번 만나가지고선 사람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생각하는 게... (중략)
토요일, 일요일 기독교 이래 나가보면 그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려고 하지만 어
딘가 모르게 경계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중략) 저도 좀 경계 아무래도 좀 하
고, 내 자신도, 오래된 친구도 아니고 분단역사에 오래된 서로가 다른 체제에서 생각을 다
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김후원).
40대 이상들은 다 무조건 난 뭔가 해야 돼. 자격이라도 하나 취해야 돼 하는 각오가 든든한
데 그 아랫사람들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자율성이 대단히 부족하고(김국정)
사람들이 여기 있는 수료생들 애기하는 게 받아주기 힘들길래 현실 가서 보고 하는 게 더
머리에 들어간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애기하는 게 쓸데없는 거 배워 주지
말고 과목을, 진짜 나가서 생활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교육을 주면 좋지 않은가 다 지금 그
렇게 애기해요(최우정).

교육내용이 중복되고, 북한식 주입·명령식 교육을 해서 좀 지루하고 무엇인가 부족
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부강의 중 일부는 차라리 안 듣는 것만 못한 과목도 있
다” 면서 외부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교육생이 상당수 있었다. 그들은 북
한체제가 싫어서 온 것이지 북한사람이 싫어서 온 것은 아닌데, 고향사람을 폄하 할
때는 가슴이 아프며 특강할 때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의외로 일과시간 중 음악이나 건강프로그램은 별로 필요치 않은 과정이라고
이야기 하는 교육생도 있었다. 일부 학자 중에서도 학습자인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지 일방적으로 실시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조찬래, 2012;
신형식, 2012; 김미경, 2009), 노희숙(2012)은 “A는 B일수 있다”에서, “A는 B이어야
한다”는 하나원 교육의 맹신은 도리어 희망고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목들로 볼 때, 그러니까 들을 소리도 많고 우리가 깨달은 것도 많은데 어떤 때는 좀 교육
이 겹치는 내용, 겹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고럴 때는 좀 지루하고, (중략) 우리 북한사람
들이 교육받았던 그게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하면 하나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겹쳐지니 하는 것도 벅차니까 야, 우리 자유시민이다. 누가 날 건드
리지 못한다. 이런 특견이 배김세거든. 지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게 하나원에서
교육 주는 기가 다 우리를 위해서 교육 주는 건데 나 배우기 싫다. 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하기 싫은데 너 삐치지 마라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박평찬).
여기서 우리 건강상태 같은 거는 자체 운동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프로그램을 또
저녁시간에 한 시간을 넣어서 한 주에 세 번씩 넣어서 하는데 건강프로그램 없애고 그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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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라리 우리가 실제 나가서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이 더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욕망
이죠(김국정).

이해보다는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북한습성으로는 남한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기감정을 앞세우는 소위 “몰칵정신” 으로 낭패를 당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감정
을 앞세우는 이들에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으면 법 판결이 반드시 있고,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모르고 법보다는 비법적
으로 돈을 벌던 습성이 남아있어 북한습성을 고치기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일부는 대
화내용을 통제하거나 북한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반발심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택시타고 가다가 차 춥다고, 추우니까 문짝을, 유리를 좀 닫아 달라 했는데 닫지 않고 그냥
가서 내리겠다. 그래서 자기네 내리는데 그럼 이때까지 요만큼 타고 온 돈을 내라 해서 봉
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돈을 아니 내겠다. 서로 앙담하다가 그런 데서 그게 됐다 하는
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배려놔서 때린 게 자기 300만원 벌금을 했다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
다(박평찬).
북한사람들이 이해를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감정을 먼저 앞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 같은 것도 싸움도 종종 해 오는데 큰 싸움 나기 전에 말 대화로 하긴 했는데 저도
여기서 살아가는 게 느낀 게 아, 먼저 이해를 앞세우자. 여기서 선생님들도 배려하는 마음
을 가지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래 긍정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생활수칙으로 한단
말입니다(박평찬).

사회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되 남한사회의 어두운 면도 보여줘야 하며, 없는
것은 없다고 실감나게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했다. 또한 한국사회란 어떤 사
회인지 교과서적이 아닌 실제의 상황을 통해서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
이었다. Kolb(1984)·Javis(2006)에 따르면, 경험학습이론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였다(전주성외 2인, 2013).

하나원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정착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김후원).
하나원에서 시키는 이런 교육이 지금 다 좋은데, 프로그램이 좀 더 진실로 부딪히고 여처럼
북한이탈주민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법을 어겨서 어떤 실례 돼서 어떻게 처벌받고 어떻게
됐다는 실지 행동자료와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해도 그런 걸 이
렇게 좀 동영상 같은 거라도 좀 그런 재판 과정이라든가 아래 법이 엄하다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김국정).
솔직히 우리가 여기 남한사회 왔지만 남한 선생님들이 남한사회 나쁜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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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더 아, 옳구나 하고 가진단 말이에요. 사실대로, 있는 거 있
는 대로 얘기하고 없는 건 없다하고, 그렇게 교육을 실감 있게(최우정).

한국의 현실을 말보다는 생생한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받아들이는 교육효과가 클 것
같은데, 그러한 시스템 교육이 너무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영상 자료들, 그러니까 한국법이 이렇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 북한이탈주민들 이런
과정에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다 보죠.
이래서 이게 어느 때 아무개 사람이 몇 기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도
좀 보여주고 교도소 생활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보라,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되면
되겠니?. 이게 실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김국정).
실지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얼굴까지는 아니 나타나도 음성이래도,
이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실지 피해를 봐서 어떤 손해를 봤다
는 거 이런 걸 동영자료 있지 않습니까. 탁 하면 야, 저게 정말 이렇구나. 가뜩이나 원래
말 아이듣지 않습니까, 북한사람들이, 고지식하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호기심을 가지는 거
는, 우리는 갇힌 사회에 살다놔니까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제까닥 받아들입니다(김국정).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아예 무용론을 내세우는 교육생도 있었다. 귀에 하나도 들어
오지 않는 하나원 수업에 참관하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뛰쳐나가고 싶으며, 하
나원이라는 울타리 자체가 스트레스를 준다. 제3국에서의 거주, 국가정보원 종합신문
기간 등 3개월 이상 틀 안에서 구속되어 심리적 부담이 컸었는데, 하나원에서 또 3개
월이란 교육을 실시하니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교육기간만 이라도 스트레스 해소 기회
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탈북과정에서 가졌던 코리안 드림
이 선배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듣고 산산조각 났으며, 선배와 상담하면서 하나원
교육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실제 함남에서 화학교사를 했던 교육생이 북한
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남한에서 교사를 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음을 깨
닫고 기력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실은 서운하기보다도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충동이 좀 있는데 걱정이, 나가서
어찌 살까 하는 걱정도 좀 있고, 하나원에서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 인정하
면서도 아, 그래도 빨리 나가겠다 하는 게 그런 게 충동되니까 귀에는 잘 아니 들어오고 이
런 감이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 이 하나원 선배들이 전달하는 과정에 하나원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유포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고정선).
정말 이 교육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됐다면, 다 각양각색 사람들이 이런 리해를 못한단 말입
니다. 그저 테두리적 어느 한계점까지만 배워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교육생들
보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계획은 세웠는데 이제 폴리텍에도 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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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런 사람들 먼저 탈북했던 사람들이랑 경험담이랑 들어보게 되면 그럼 저희들이 허물어
진단 말입니다. 아, 이게 잘못된 계획이로구나. 여기서 계획이 막 헝클어지기 시작한단 말
입니다(박평찬).

3.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삶의 관점 변화
삶의 관점 변화란 사람들의 인식과 동시에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노희숙, 2012)을
말하며, 삶의 관점 개념을 독고순(2000)·전우택(2004)·윤인진(2000)·한만길(1996)
등은 문화접변 이론과 인간 생태학적 이론, 그리고 재사회화 이론으로 나누고 있다
(노희숙, 2012).
교육생들은 경쟁력 강한 한국사회에서 뒤쳐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공부하자, 무
조건 배우자, 나가서 부딪치자”라는 다짐 속에 점차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지고 진
로를 개척하고 있었으며, 남한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안정된 정착생활을 이
루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식당 주방 일 하면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닐 계획을 가지
고 있는 여성이 있었으며, 중국어 교사를 목표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공부할 계획
을 세우고 있는 여성도 있었다. 당초에는 돈을 벌 욕심을 많이 냈으나, 폭 넓은 삶을
위해 지식을 쌓기 위한 배움의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었다.
Mezirow(2006)·Kegan(2000)에 따르면, 패러다임 전환의 키는 인식 주체인 ‘나’가
무너지면서, 보편적이고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것(전주성 외 2인, 2013 재인용)이라
고 기술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 입국 후 여러 차례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마
음의 여유를 찾고 ‘나’ 자신을 좀 더 자세히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조금 여유 좀 갖자. 좀 더 사회를 디다 보자. 그러면서리 정신적으로 좀 그 시간에 틀이 잡
혔던 데서 벗어나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진로를 개
척하자 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돈돈돈돈 해가지고선 하루 일당제
라도 한 번 해보겠노라고 기러는데 저로서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
위 환경을 좀 둘러보고 내가 할 것이 뭐냐. 하는 걸 좀 정리해 가지고선 정착을 해야 되겠
다란 마음을 가져보거든요(김후원).
나는 원래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 있으니까 공부는 못하니까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우선 자식들을, 가족을 다 데려다가 우리 자식들이라도 한국에서 희망을 좀
꽃피워 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김국정).
중국어 교사 쪽에 조금, 우리가 암만 10년 남의 그릇으로 배워도 거기 가서 살은 사람보다
는... 그러니까 니가 그쪽으로 해서 어쨌든 한국에서는 중간에 손대는 거보다 공무원쪽으로
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10년 정도 각오하고 공부를 해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한양춘).

남한사회 생활 중 왕 따를 당할 수 있으니까 부딪쳐서 경험을 많이 얻자, 참고 이

288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9권 제1호

겨내자, 개인 존중하는 것을 우선하자,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
고 살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좀 더 나은 생각으로 바꾸자,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
자 등의 좌우명을 설정하고 열심히 살 것을 결심했다. 이 중 좀 특이하게 “일생동안
남한사람 만큼은 못하겠다고 하고 살자” 라는 좌우명을 설정해 놓은 교육생도 있었는
데, 이는 최선을 다하지만 남한사회에서의 한계는 부인할 수 없음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서 내가 제일 중시하는 게가 뭐인가 하면은 혹간 생활하는데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왔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참고 이겨내냐는 그 의지를 가다듬게 됐단 말입니다(박평찬).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부딪쳐서 경험을 해야만,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로서는 부딪쳐
가지고선 거기서 경험을 얻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김후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되겠다. 좀 한국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저는 좀 와서 후회도
많이 했고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 내가
한국을 선호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내가,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좀 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한양춘).
내가 남한사람 만큼 따라 가겠는가. 지금까지 머릿속에서도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일생
사회 나가서 살면서도 내 남한사람 만큼은 못하겠다 하고 살 것입니다(최우정).

참여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다. 상품 구매방법이나 신용카드 사용방법 등에 대해 현
장실습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형차 운전이나 용접차 운전 등 자유로운 경
험을 통한 삶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 남한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현장 교육시간 확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일부이긴 하지만 참여 교육에 불성실한 사람에게 정착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참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최적방안은 내가 참
여해서 유익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딱 제 분야 공부하고 가서 조금 현장하고 현장실습이나 날짜 좀 길게 그렇게 해서 좀 동반
해 주면 나가서 생활하는데도 좀 동반되고. 그렇게 하고. 우리 남자들은 나가면 계속 술이
나 먹고 복잡하게 노니까 그래 그런 거 없앤다는 소리도 듣긴 들었는데 사회 사람들하고 도
망치려면 이 한국에 와서 어디 교육받는 기간에 도망치겠습니까? (중략) 자유롭게 우리 북
한처럼 공장실습이라고 현장에 풀어놓고 기대별로 맡겨 주던지 그러면 한 두 사람 시켜서
해 가지고 자유롭게 말도 나누면 그러면 말하는 억양도 서로 좀 통해서(노영원)
제일 의미있는 거는 취직하고 나이 있고 조금씩 공부 안하려고, 한국사회 취직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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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은 직업체험, 직업체험에 간호학도 있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려고 바리스타도 하고
간호학도 가르치고, 거기서 원하는 거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12일인가 며칠인가 그런 게 있
어요 직업체험이. 그 과정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한양춘).

진정한 민주시민 모습 인식이다. 집회의 자유, 법질서 지키기, 세월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등 북한에서는 상
상도 못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임을 실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에서는 이런
남한사회의 현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도 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이다.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상 문화적 침투이며, 정치가 똑바로 서지 못
하면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한국사 시간 같은 거는 여기는 민주주의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하
고 경제가 어떻게 발전됐고 여기서 좀 많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국은 국민이 제일 쎄구
나 국민이. 우리 북한 같으면 김정일이 아, 하면 아 그러지. 이게 국민이 아, 소리쳐야지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특이하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박평찬).
북한에서도 이제처럼 북한에서 많이 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의 뜻에 대해
서 많이 사람들한데 그 의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해 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
계적으로는 변했고 뜻이 그만큼 인민자가 거기 들어가고 김정일, 김일성이 다 그랬지 않습
니까. 인민을 위한 이런 국가다. 명칭도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실지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그걸 대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인민이라는 그 단어만 해독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많이 속아 왔고, 인민을 한 게 크게 정책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는 민주시민이라는 이런 결
과도 아하, 확실히 많이 인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리익을 증진하기 위해 가
지고 정책도 펴고, 실지 민주시민으로서의 이런 긍지를 가지리라고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대비적으로 많이 우월하구나 하는 생각 했습니다(노영원).
민주주의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도 과도기라
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북한 정치에 대한 내가 여기 처음 내려오니까 텔레비와 뉴스에 함께
볼 때 야, 세월호 이번 사고도 무슨 대통령이 무슨 그래했겠니. 대통령이 무슨 겨우, 정부
가, 참 시위를 하고 야,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높이 있고... 하는 생각이 대통령이... 더 줘
야지 아닌 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러지 않는다는
걸... 북한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란 말입니다(고정선).
난 부르주아 생활방식을 나쁘게 생각 했댔는데 아, 이게 나쁜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만 알
려지면, 보여주면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로구나. 경제보담도 중요한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방식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민주주의가 그래도 정치가 똑바로 못하면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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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 함의
인터뷰를 통해 보았듯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12주간의 하나원 교육 중
진행되었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통해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경쟁력이 강한 남한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고심하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장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으나, 제한된 정보와 남북한 학습개념의 차이 등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높아
좌절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생활하면서 예상되는 왕따 방지를 위해 경험을 쌓고, 개인 존중하는 것을
우선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좌우명을 설정하고 열심히 살 것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생
중 “일생동안 남한사람 만큼은 못하겠다고 하고 살자”라는 좌우명을 설정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는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는 부인할 수 없음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성화 학습을 철저히 수행하면 왕따 당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현재 하나원의 강사 풀이나 학습과정으로는 한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참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상품 구매나 신용카드 사용방법,
신형차 운전이나 용접차 운전 등 자유로운 실습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를 인식한 것은
물론, 남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의 변화된 모습 중 한 가지는 진정한 민주시민의 모습 인식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시위질서를 잘 지키는 것,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세월호 사건
수습 도중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 야당이 대통령을 거침
없이 공격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남한사회야 말로 북한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임을 알게 되었고, 이런 남한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사례로 하나원
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이와 같은 남한의 현실
에 대한 이해부족은 하나원 교육과정 중 남한사회 이해증진 분야 교육에 근본적 장애
가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원의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및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때가 왔다. 2만 명 이상이 하나원을 수료하면서 피부로 느꼈고
직·간접적으로 건의되었던 내용들과 하나원과 관련된 논문들의 내용들을 분석해 봤을
때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래에 통
일주역이 될 이들에게 입국초기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한 5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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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북한의 우수문화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북한에
서 생활하면서 행복했던 삶을 남한에서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복지수는 점차 상승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지역에서 시행한 교육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치 동독인이 동·서독 통일이 되었지만 합쳐지
기 이전의 추억(제도), 즉 오스탈지 현상을 서독 지역에서 재현했듯이 북한에서 생활
하면서 장점으로 여겼던 교육시스템을 남한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추진이 필요하며, 북한주민들이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는 남한사회에서도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입국 후 첫 번째 교육인 하나원 학습과정이
자신의 생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교육임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양분이
될 교육자체를 귀찮아하고,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원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필수 과정임을
인식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가칭) ‘민주시민교육 강령’을 제정하고,
하나원 교육시작 전은 물론 교육 중에도 수시로 강령을 낭독케 함으로써 교육목적을
인식시키는 한편, 교육의 지루함 해소를 위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당사자의 진술, 범법
자 재판과정, 교도소 생활과 같은 현장감이 넘치는 동영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하나원 교육은 연령별·직업별 특성화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질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세심한 접근이
요청된다. 이러한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노희숙(2012), 신두철(2011), 유병선
(2012), 정인수(2009) 등도 동일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나원 집합교육이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곤란하며, 분야별 교수확보 및 선진 기자재 확충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원 교육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남한사회 탐문 과정 중 미처 알지 못했고 체험해 보지 못했던 남한사회 사각
지대를 상세히 소개하고, 사각지대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환
상적 코리안 드림의 거품을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남한 입
국 전 해외동포, 인터넷 등을 통해 남한 생활을 공부하면서 한국의 발전상과 좋은 점
만을 확인하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남한에 입국하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
던 기대치보다 떨어지면 남한에서의 삶 자체가 힘들어 지게 된다.
다섯째, 하나원 교육이 관·민·기업 등 3자가 협력하는 협업체제가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업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활성화하면 원만한
인성교육으로 준비된 자원들을 민간기업에 취업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 적응까지도
책임지는 등 종합처방적 운영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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