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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아동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n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Methods: A total of 127 related research pap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publication year, 
children's age, research area, topic, and method.
Result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research papers according to publication year and found that 
there was a rising tendency in their quantity since 1999, when the first study was published; 
additionally, we found that 12 or more research papers have been published annually since 2012, 
except for 2017. Second, concerning children's age, there were more papers on children in the school 
ages than children in early childhood. Third, the most popular research area was human ecology 
(22.83%), followed by education (19.69%), and psychological sciences  (18.90%). Fourth, the most 
frequent research topic was family/welfare (28.35%), followed by psychology/sexuality/counseling 
(20.47%), and education/activities (16.54%). Fifth, the most popular methods were qualitative 
research (28.35%), survey research (27.56%), and experimental study (18.90%). 
Conclusion: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research on young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Second, expanding research on fathers as parents is also essential.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welfare programs applicable to the field with various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Fourth, studies need to examine the lives and 
changes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eyond short-term research. 
Finally, comparative studies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should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ir diverse backgrounds and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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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남한사회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누적수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2001년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입국인원은 1,043명

이었으나 2017에는 30,490명으로 증가하였다는 Ministry of 

Unification (2017)의 자료는 이같은 현상을 알게 한다. 흥미로

운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누적수 증가와 더불어 이주를 하게 

되는 원인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경제적 요인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이 주요 원인(Ministry of Unification, 2017)이었으나 

최근에는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자녀와 동반하여 

탈북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Korea Hana Foundation, 

2016). 이같은 현상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하나원(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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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착지원사무소)의 하나둘학교에서 유치반(만 3-5세) 교육

을 받은 유아의 수가 하나둘학교 전체 학생의 약 16%를 차지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29%로, 전체 학생 중 유아부터 초등

학생의 아동이 약 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에 의

해 뒷받침되고 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입국하는 탈북 아

동은 증가하고 있지만, 낯선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아동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탈북 아동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S.-H. Kim, 2017; 

M. J. Kim, 2014; Y. Y. Kim, 2002; H. J. Kim, 2015; Korea Hana 

Foundation, 2017; G.-H. Yoo, Bang, & Han, 2004; B.-M. Lee, 

2003).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탈북 아동들은 탈북의 과정에서 

가족해체는 물론 신변의 위험, 굶주림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억눌린 욕구와 감정이 남한 사회 적응 기

간 동안 분출됨으로써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B.-M. Lee, 2003). 특히 어머니와 분리를 경험한 유아의 경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회피적 성

향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H. J. Kim, 2015).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불안, 열등감, 소외감, 정체

성 혼란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기도 한다(S.-H. Kim, 

2017). 

초등학령기 이상의 탈북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에 진학하

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나 학업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다. 학급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탈북 아동들

이 보이는 행동을 ‘문제아’나 ‘반항아’의 일탈 행동으로 규정

하여 탈북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방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

들에 대해 갖는 지나친 호기심과 동정심 역시 탈북 아동들을 

타자화(他者化) 하는데 기여할 소지가 있다(Y. Y. Kim, 2002; 

G.-H. Yoo et al., 2004; M. J. Kim, 2014). 이러한 심리·정서적

인 어려움과 함께 교육 공백으로 인한 학업 부진의 문제는 탈

북 아동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인식되고 있는데(Korea Hana 

Foundation, 2017), 이는 학교와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발생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탈북 아동들은 자

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건강한 발달을 이뤄가

는 회복력을 발휘한다. 특히 어린 시기에 남한에 정착한 아동

일수록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양상을 보였는데(J. 

Kang, 2010) 이는 발달의 ‘가소성(plasticity)’에 의한 것이라 사

료된다. 가소성이란 삶의 경험에 반응하여 변화할 수 있는 역

량으로, 일반적으로 어린 연령일수록 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요인 외

에도, 부모를 비롯한 가정과 또래 및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역시 적응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탈북 아동의 건강

한 발달을 돕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Kang, 2008; J.-H. 

Park, 2008; Y. M. Kim, 2002).  

이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탈북 아동의 적응과 발달을 

돕는 지지체계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탈북 아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특성 및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

터 지금까지 탈북 아동 및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기초연구들이 

실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이에 대한 동향연구도 이루

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동향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

로 탈북 아동 연구 분야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탈북 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연구 분야

에서는 2011년 Choi와 Park (2011)의 정책연구 동향 분석을 시

작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동향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G. T. Park, 2014; J.-R. Park & Kang, 2011; Yang & Yun, 2017; 

M. Y. Lee, 2015; Choi & Park, 2011; Huh, Yi, Han, O, & Jung, 

2017). 동향 분석 연구들을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분석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적응에 관한 연구(G. T. Park, 2014; 

M. Y. Lee, 2015), 정책과 교육분야에 관한 연구(Choi & Park, 

2011; Huh et al.,  2017),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Yang & Yun, 

2017), 탈북 여성에 관한 연구(J.-R. Park & Kang, 2011), 탈북 

청소년에 관한 연구(Yun, 2014)가 있다. 이 같은 동향 연구들

에서 분석되는 특징은, 성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거나 

학령기 학생에서 성인에 이르는 대상들을 포괄하여 분석하였

다 것에 있다. 이는 특정한 발달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비록 탈북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동향 연구가 이루어지

긴 하였지만 이 역시도 만 7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청소년 초기 즉, 초등학령기에 해당하

는 아동기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발달심리학적으로 청소년 초기와 중기, 말기에는 각각 다른 

특성과 요구를 가지게 되므로,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아동

기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의 동향 연구

에서는 제외되었던 ‘유아기’ 아동에 관한 연구도 포함함으로

써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탈북 아동에 관한 연구 동향

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탈북 아동’이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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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부모로 둔 유아기와 초등학령기 아

동으로서 출생지와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남한)에 주거지

를 두고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연구 문제 1

탈북 아동 연구들에서 매 연도별 학위 및 학술지 논문 발표 현

황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탈북 아동 연구들에서의 연구대상 아동 관련 학령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탈북 아동 연구들에서의 연구 분야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탈북 아동 연구들에서의 연구 주제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5

탈북 아동 연구들에서의 연구 방법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탈북 아동 연구의 동향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탈북 아동 연구의 동향분석을 위한 논문의 수집은 2017년 7

월부터 한 달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와 국

회도서관(http://www.nanet.go.kr/)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아

동’, ‘북한이탈주민 유아’, ‘탈북 아동’, ‘탈북 유아’, ‘새터민 아

동’, ‘새터민 유아’, ‘북한이탈 아동’, ‘북한이탈 유아’와 같은 키

워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고, 추출된 352개의 논문들 중 다음

과 같은 6가지 선정 기준에 따라 132편이 1차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차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 여섯 가지와 같다. 첫째, 탈

북 아동을 연구한 국내 논문으로 한다. 둘째, 탈북 청소년과 관

련된 연구 중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연령의 아동이 포함된 

경우, 연구대상으로 인정한다. 셋째, 다문화 관련 연구 중 탈북 

아동을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경우, 연구대상으로 인

정한다. 넷째, 탈북 아동의 부모, 교사, 또래를 대상으로 한 연

구를 포함한다. 다섯째, 탈북 아동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연구

를 포함한다. 여섯째, 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등재한 경우,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이와 같은 기준

으로 1차에서 선정된 132편의 논문들 중에서 저자의 요청으

로 인해 연람 불가 상태인 5편의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 127편

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동향 분석을 위한 분석 준거 및 내용

탈북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

향 분석 관련 선행연구들(M. H. Lee, 2011; Y. S. Lee, Son, & 

Choi, 2012; Y. M. Lee, 2015)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연구 발

표 연도, 연구 대상 아동의 학령, 연구 분야, 연구 주제, 연구 방

법의 다섯 가지 분석 준거 및 내용들을 추출하였다. 

이 같은 분석 준거 및 내용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연구 동향 

분석 관련 유경험자인 박사과정생 1인이 참여하여 연구 기준

을 분석,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자 2인은 분석 기준에 따라 개

별적으로 자료를 분류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이 때 불일

치하는 내용은 협의를 통해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류 

기준 별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발표 연도별 현황

발표 연도별로 논문을 분류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현황을 분석한다. 연도는 탈북 아동 연구가 처음 발표되기 시

작한 1999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1년 단위로 분류하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분리하여 분석한다. 

연구 대상 아동의 학령별 분포도

연구 대상 아동의 학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분석한다. 첫째, 발달 심리학적인 특성과 한국 사회 내에

서 부과하는 발달 과업에 따라 유아기 및 초등학령기로 구분

하여 분석한다.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의 아동을 동시에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 이를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둘째, 

탈북 아동의 경우, 학력손실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더 어린 연

령의 학년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초등학생 연

령 이상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있다. 이

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포함하되, 재학 중인 학년

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셋째, 탈북 아동의 부모, 교사를 대상으

로 한 논문의 경우, 표집된 연구 대상(부모 또는 교사)의 자녀 

또는 학생(탈북 아동)의 학령을 파악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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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별 분포도

연구 분야의 분류는 논문 저자의 전공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도 있으나 전공의 명칭이 논문의 연구 분야를 설명하기엔 너

무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 

개발한 학술연구분야분류표(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2016)를 기준으로 하여 대분류와 중분류에 의한 

세부내용으로 유목화 하였다. 

연구 주제별 분포도

연구 주제의 분석 기준은 황진구, 임지수가 제시한 청소년 연

구 주제 분석 기준을 Yun (2014)이 탈북청소년 연구에서 수정 

· 보완한 것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대분류와 세부 주제의 

내용을 아동 관련 연구에 적합하게 삭제하거나 첨가하여 총 8

가지의 대분류 체계로 정리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첫째, 연

구자 2인은 개별적으로 기존의 연구 주제 분석 기준을 본 연구

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둘째, 각각의 수정· 보완 내

용 중 공통된 것을 추출하여 수정 사항에 반영하였다. 이와 관

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아

동’으로 대체하였으며, 대분류 체계 중 ‘청소년 노동 · 직업’을 삭

제하고 ‘교육 · 활동’의 세부 주제에 ‘진로’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기존 대분류 체계에는 없었던 ‘기타’를 추가하였다. 마지

막으로,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서만 제시된 수정 ·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 2인과 박사과정생 1인이, 사전에 수집된 탈북 

아동 연구 목록을 확인하며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정 · 보완된 사항은 총 세 가

지로 첫째, 기존 대분류 체계에 ‘건강’을 추가하였다. 둘째, 대분

류 중 ‘의식 · 문화 · 사회’에 세부 주제로 ‘놀이’, ‘또래관계’를 첨가

하였으며 셋째, ‘가정 · 복지’ 대분류에 ‘가족사’, ‘양육’, ‘부모교

육’, ‘가족 내 상호작용’, ‘가족 지지체계’의 세부 주제를 첨가하

였다. 이에 따른 최종 분류표는 아래의 Table 1과 같으며, 논문

을 분류 시엔 대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별 분포도

연구 방법 기준 설정을 위해, 탈북 아동 연구와 연관성이 높

은 기존 동향 연구(Yun, 2014; M. H. Lee, 2011; Y. S. Lee et al., 

2012; Y. M. Lee, 2015)를 참고하여 조사 연구, 실험 연구, 비교 

연구, 문헌 연구, 질적 연구, 개발 연구, 혼합 연구로 총 7가지

의 연구 방법 유형을 추출하였다. 이 중 문헌연구는 기초자료 

조사 등 보조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만을 인정한다. 또한 혼합연구는 

두 가지 이상의 연구 방법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여 사

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논문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었을 시 

혼합연구에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학위 및 학술지 논문 발표 현황

탈북 아동 연구들이 발표된 연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아

Table 1
Research Themes on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Main category Detailed topics
1 General policy Policy, child tutor, teacher
2 Psychology · Sexuality · Counseling Psychology, psychological adjustment, counseling, psychotherapy, psychological trauma, 

mental health
3 Consciousness · Culture · Society Consciousness, cultural/social adaptation, socialization, identity, language, play, peer 

relationship, consumer life, social aspects
4 Family · Welfare Family history, nurture, home education, parent education, family interactions, family 

support system, general welfare, multicultural welfare
5 Education · Activity School education (school adaptation, learning disability, academic achievement, drop out, 

education course, alternative school), activity program, career
6 Behavioral problems · Delinquency Behavioral problems, delinquent behavior
7 Health Health and disease, nutrition, hygiene, physical development, dental hygienist, health 

education
8 Other Fairy tales for North Korea defect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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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의하면, 탈북 아동 연구의 발표 연도 현황은 세 가

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탈북 아동의 연구가 시작

되는 시기로, 1999년에 처음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로 2007년

까지 매해 5편 이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둘째, 탈북 아동 연

구 수의 급등기로, 13편의 논문이 발표된 2008년이 이에 해당

된다. 비록 이듬해인 2009년에 5편으로 논문의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2011년까지 발표되는 논문의 수는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연구의 수가 유지되는 

시기로, 2012년 이후부터는 매해 12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

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가 5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2017년의 

현황은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인 7월까지 발표된 논문의 수

이다. 

연구 대상 아동의 학령별 분포도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학령별로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연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의 학

령은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유아기’와 ‘초등학령

기’, ‘유아기와 초등학령기’의 아동을 모두 다룬 연구, 그리고 

대상 아동의 학령을 추정하기 어려운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범주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 비해 초등학령기를 대

상으로 한 논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127편의 논문 

중, 초등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74편(58.27%)

으로 가장 많았고,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29편

(22.83%)이었으며, 유아기와 초등학령기 아동을 모두 다룬 논

문은 20편(15.75%), 기타는 4편(3.15%)으로 분석되었다. 즉, 초

등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수는 유아기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논문보다 약 2.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초등학령기 논문의 경우, 탈북 아동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유아기 논문의 경우, 탈

북 아동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교사, 또래를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

향이 강하였다. 초등학령기 논문은 74편 중 7편의 논문만이 

부모 . 교사  .  또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유아기 논문은 29

편 중 20편의 논문이 부모  .  교사  .  또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

다. 이처럼 유아기 논문은 초등학령기 논문에 비해 매우 소수

의 논문만이 탈북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으

며, 부모  .  교사  .  또래 등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탈북 아동을 이

해하려는 노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분야별 분포도

탈북 아동 연구들이 이루어진 연구 분야는 학술연구분야분류

표(NRF, 2016)의 8가지 대분류와 152의 중분류 중, Table 4와 

같이 5가지의 대분류와 16가지의 중분류 범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Number of Papers by Year

Year Paper for a degree Journal Sum (%)
1999 1 - 1 (  0.78)
2000 - - -
2001 1 - 1 (  0.78)
2002 3 1 4 (  3.15)
2003 1 2 3 (  2.36)
2004 3 2 5 (  3.94)
2005 2 1 3 (  2.36)
2006 2 2 4 (  3.15)
2007 1 4 5 (  3.94)
2008 6 7 13 (10.24)
2009 2 3 5 (  3.94)
2010 4 3 7 (  5.51)
2011 3 6 9 (  7.09)
2012 9 3 12 (  9.45)
2013 9 4 13 (10.24)
2014 7 5 12 (  9.45)
2015 5 7 12 (  9.45)
2016 5 7 12 (  9.45)
2017 6 - 6 (  4.72)

Sum ( %) 70 57 127 (100)

Table 3
Number of Papers by Children’s Age (%)

Age of subject children Early childhood Elementary school ages
Early childhood, 

Elementary school ages Etc. Sum

Sum (%) 29 (22.83) 74 (58.27) 20 (15.75) 4 (3.15) 1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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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아동 연구들을 연구 분야별로 분류 시에는 다음과 같

은 절차에 의해 분류되었다. 첫째, 연구자 2인은 개별적으로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근거하여 연구들을 분류하였다. 둘째, 

두 연구자간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사과정생 1인

을 포함한 3인이 논문의 내용을 읽어본 후 논의하는 과정을 통

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미술치료가 내적 스

트레스 감소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탈북 아동을 중심으

로(Song, 2008)’와 같은 연구의 경우, ‘심리과학’ 분야와 ‘교육

학’ 분야 중, 논의를 통해 ‘심리과학’ 분야로 분류하였다.

Table 4에 의해, 연구 분야의 대분류와 중분류의 범주로 나

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들의 연구 분야를 대분류 범주에 의해 분석한 결

과,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수

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전체 127편의 논문 중 62.20%에 해

당하는 79편의 논문이 사회과학 분야로 분석되었다. 뒤를 이

은 자연과학(22.83%) 분야와 합하면 약 85%의 논문이 두 연

구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는 탈북 아동 연구 분야의 큰 맥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논문들의 연구 분야를 중분류 범주에 의해 분석한 결

과, 생활과학(22.83%)과 교육학(19.69%), 심리과학(18.90%)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분

류 범주인 자연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는 모두 생활과학 

분야에서 수행되었는데, 생활과학 분야의 경우 가족학이나 아

동발달 . 보육 및 청소년학을 포함하는 아동학 분야의 연구가 

많아 빈도수가 높게 측정되었고 영양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

루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학과 심리과학 분야에서도 다

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탈북 아동을 이해하기 위한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기독교신학, 언

어학, 인류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용 분야에서도 각 1편씩

(0.79%)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탈북 아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연구 분야의 추이는 Table 5를 통해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다.   

Table 5에 의하면, 제1기간(1999-2003년)에서 제4기간

(2014-2017년)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지속

적으로 최다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제2기간(2004-

2008년)에서 제3기간(2009-2013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사회

과학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Field (%)

Main category Subcategory n (%) Sum (%)
Humanities Christian theology 1 (  0.79) 6 (  4.72) 

Literature 4 (  3.15)
Linguistics 1 (  0.79)

Other humanities Sociology 10 (  7.87) 79 (62.20)
Social welfare 8 (  6.30)
Anthropology 1 (  0.79)
Education 25 (19.69)
Law 1 (  0.79)
Public policy 9 (  7.08)
Journalism and broadcasting 1 (  0.79)
Psychological science 24 (18.90)

Natural sciences Human ecology 29 (22.83) 29 (22.84)
Medicine and pharmacy Preventive medicine/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4 (  3.15) 12 (  9.45)

Psychiatry 6 (  4.72)
Dentistry 2 (  1.57)

Arts and kinesiology Dance 1 (  0.79) 1 (  0.79)
Sum (%)                                                1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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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

과학 분야 외의 다른 연구 분야에서 탈북 아동 연구의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과학 연구 분야에

서는 최근 제4기간에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18편을 발표한 

사회과학 분야와 비등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제2, 3기

간과 비교해볼 때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 수는 약 2배 이상 많

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와 의약학 

분야에서도 차츰 더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

한 결과를 통해 탈북 아동에 대한 관심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른 여러 연구 분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주제별 분포도

연구 주제에 따라 논문의 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의하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가

족 . 복지(36편, 28.35%)였고, 심리 . 성 . 상담이 26편(20.47%), 

교육 . 활동 21편(16.54%), 의식 . 문화 . 사회 16편(12.60%), 일

반정책 12편(9.45%), 건강 6편(4.72%), 기타 6편(4.72%) 및 문

Table 5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Field and Year

                                                                            Year
Research field

The 1 period
1999-2003

(5 years)

The 2 period
2004-2008

(5 years)

The 3 period
2009-2013

(5 years) 

The 4 period
2014-2017

(4 years) SumMain category Subcategory
Humanities Christian theology 0 0 1 0 1

Literature 0 1 0 3 4
Linguistics 0 0 1 0 1

Sum of humanities 0 1 2 3 6
Other humanities Sociology 2 4 1 3 10

Social welfare 2 3 2 1 8
Anthropology 1 0 0 0 1
Education 3 6 10 6 25
Law 0 0 0 1 1
Public policy 0 0 7 2 9
Journalism and broadcasting 0 1 0 0 1
Psychological science 0 7 12 5 24

Sum of other humanities 8 21 32 18 79
Natural sciences Human ecology 1 6 7 15 29
Sum of natural science 1 6 7 15 29
Medicine and pharmacy Preventive medicine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0 1 2 1 4

Psychiatry 0 1 1 4 6
Dentistry 0 0 1 1 2

Sum of medicine and pharmacy 0 2 4 6 12
Arts and kinesiology Dance 0 0 1 0 1
Sum of arts and kinesiology 0 0 1 0 1

Sum (Total) 9 30 46 42 127

Table 6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Theme (%)

Research theme n (%)
1 General policy 12 (  9.45)
2 Psychology · Sexuality · Counseling 26 (20.47)
3 Consciousness · Culture · Society 16 (12.60)
4 Family · Welfare 36 (28.35)
5 Education · Activity 21 (16.54)
6 Behavioral Problems · Delinquency 1 (  0.79)
7 Health 6 (  4.72)
8 Other 6 (  4.72)
9 Mixed theme 3 (  2.36)

Sum (%) 1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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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비행 1편(0.79%)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제가 혼합되어 이

루어진 연구는 3편(2.36%)이 있었다.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 순으로 논문의 내용을 유목

화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 복지 주제에서는 탈

북 아동의 부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탈북 부모의 

양육과 부모 역할’에 대한 연구가 다수로 이루어졌으며 프로

그램, 복지 정책 등 ‘부모 및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연

구도 있었다. 또한 ‘가족 내 심리적 역동성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아버지를 단독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심리 . 성 . 상담 주제에서는 탈북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상담 . 심리치료 기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사용

된 치료 기법으로는 미술치료가 가장 많았고 놀이치료, 음악

치료, 독서치료, 놀이와 미술의 통합치료 및 집단 상담이 있었

다. 또한 연구에서 다뤄진 심리적 특성으로는 사회 . 학교 . 심리

적 적응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사회적 기술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심리적 외상 및 불안 등이 연구 되었

다. 이 외에도 정서지능, 자기통제, 정서표현과 같은 정서적 영

역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셋째, 교육 . 활동 주제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생활과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도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술향상 프로그램,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사회적응 멘터링 

프로그램, 동요 지도, 무용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넷째, 의식 . 문화 . 사회 주제에서는 문화 및 사회 적응과 관

련된 연구가 많았다. 이 외에도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나 사회

화, 놀이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섯째, 일반 정책 주제에서는 탈북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

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많았다. 또한 통일 

시대를 위한 교사 양성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섯째, 건강 주제에서는 탈북 아동의 식생활과 성장 정도

를 분석한 연구와 구강 상태를 비롯한 건강 상태를 분석한 연

구, 건강 교육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곱째, 기타로 분류된 주제의 연구로는 다문화 가정 자녀

의 연구 동향 논문과 미디어와 문학작품에 나타난 탈북 아동

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다.

여덟째, 주제가 혼합되어 이루어진 연구에는 탈북 아동의 

특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룬 연구들과 탈북 아동의 학교생활

과 정체성에 대해 함께 다룬 연구가 있었다. 

아홉째, 문제 . 비행에 관한 주제에서는 탈북 아동의 분리경

험과 애착 양상 및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이 있

었다.

아래의 Table 7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주제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7을 통해 알 수 있는 연구 주제의 동향 변화를 기간

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간에 의식 . 문화 . 사회와 교

육 . 활동 연구 주제에서 탈북 아동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2기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데, 이 두 가지 주제와 더불어 심리 . 성 . 상담과 가정 . 복지의 주

제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제3기간부터

는 이전의 추세가 역전되어 가정 . 복지와 심리 . 성 . 상담 주제

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우위를 차지했던 의

Table 7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Theme and Year

 Year
Research theme

The 1 period
1999-2003

(5 years)

The 2 period
2004-2008

(5 years)

The 3 period
2009-2013

(5 years)

The 4 period
2014-2017

(4 years) Sum
General policy 0 1 6 5 12
Psychology · Sexuality · Counseling 0 6 11 9 26
Consciousness · Culture · Society 4 8 2 2 16
Family · Welfare 0 6 14 16 36
Education · Activity 3 6 8 4 21
Behavioral Problems · Delinquency 0 0 0 1 1
Health 1 1 3 1 6
Other 0 2 1 3 6
Mixed theme 1 0 1 1 3

Sum 9 30 46 4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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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 문화 . 사회 주제의 연구는 소수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였

다. 마지막 제4기간에서는 주제별로 발표된 논문 수의 격차가 

커지면서 기존 순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가정 . 복지 

주제의 논문이 16편으로 다수 발표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심

리 . 성 . 상담(9편) 및 일반정책(5편) 주제에서 많은 논문이 발

표되었다.  

연구 방법별 분포도

연구 방법별로 논문의 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8과 

같다.  Table 8에 의하면, 탈북 아동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와 조

사연구, 실험연구의 방법이 다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적연구가 36편(28.35%)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가 35편(27.56%) 이루어졌

다. 질적연구와 조사연구의 비율을 합하면 55.91%로, 총 127

편의 논문 중 절반 이상이 질적연구와 조사연구로 이루어졌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실험연구도 다수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24편, 18.90%), 문헌연구 13편(10.24%), 혼합연구

가 12편(9.45%), 개발연구 6편(4.72%), 그리고 비교연구 1편

(0.78%)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순위별로 분석하면 다음 일곱 가지

와 같다. 첫째,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인 질적연구는 대부

분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관찰이나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조사연구에는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보완하

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실태조사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셋째, 실험연구의 경우 많은 수의 연구가 한 집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육·활동·치료 프로그램의 전

후 비교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몇 연

구는 연구 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설정하여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 넷째, 문헌연구는 선행 연

구나 통계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문헌을 통해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

로운 과제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혼합연

구는 대부분 문헌연구와 함께 그 외의 다른 연구방법을 병행

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몇몇 소수의 연구들은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의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섯

째, 개발연구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적응

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연구로

써, 실험연구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해본 후 사전-사

후를 비교하거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과정이 연구에 포함되기도 하

였다. 일곱째, 비교연구는 Jeon (2016)의 연구로, 이주배경 청

소년을 위한 국내 정책을 대만, 일본과 비교한 연구이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는 탈북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래의 Table 9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방법의 추이를 

Table 8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Methods (%)

Research methods n (%)
Survey research 35 (27.56)
Experimental research 24 (18.90)
Comparative research 1 (  0.78)
Literature research 13 (10.24)
Qualitative research 36 (28.35)
Development research 6 (  4.72)
Mixed methods research 12 (  9.45)

Sum (%) 127 (100)

Table 9
Number of Papers by Research Methods and Year

                                             Year
Research methods

The 1 period
1999-2003

(5 years)

The 2 period
2004-2008

(5 years)

The 3 period
2009-2013

(5 years)

The 4 period
2014-2017

(4 years) Sum
Survey research 2 9 10 14 35
Experimental research 0 5 13 6 24
Comparative research 0 0 0 1 1
Literature research 0 3 7 3 13
Qualitative research 6 8 8 14 36
Development research 0 2 3 1 6
Mixed methods research 1 3 5 3 12

Sum 9 30 46 4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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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이다.

Table 9를 통해 알 수 있는 연구 방법의 동향 변화를 기간별

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 아동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한 

제1기간에는 질적연구와 조사연구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질적연구 방법이 두드러지게 많이 사

용됨으로써 연구 방법에 있어 집중화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2기간은 연구 방법의 다양화와 분산화가 이루어

진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시도되기 시작하

였으며 특히 실험 연구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사연구 방법도 다수 사용되어, 가장 많이 사용된 연

구 방법으로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지는 제3기간에서 주

목해야 할 점은 실험연구와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 수

의 증가이다. 실험연구의 논문이 급증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 방법으로 집계되었고, 문헌연구 역시 증가하여 이 시기

에 발표된 질적연구의 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마지

막 제4기간에서는 조사연구와 질적연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논의 및 결론
  

탈북 아동에 관한 연구의 동향 분석 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 다섯 가지와 같다.

첫 번째로 분석된 결과는 연구의 연도별 발표 현황에 관한 

것이다. 탈북 아동 연구는 1999년 처음 발표된 이후로 2008년

에 연구의 수가 급증하는 시기를 거쳐, 2012년 이후부터 유지

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1999년부터 논문이 발표되

기 시작한 것은,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탈북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적 증가 추세는 탈북 청소

년에 관한 연구 동향(Yun, 2014)과 유사하다. 이는 탈북 아동

과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분석된 결과는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 분포에 관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초

등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유아기 연구

의 경우, 부모나 교사를 직접적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동향이 나타난 이유는 세 가지로 추론 가

능하다. 첫째, 유아기 아동이 초등학령기 아동에 비해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모와 교사의 양육 행동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발달심리학적인 차이 때문이다. 둘째, 유아

를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어 사용 능력이 미숙하고 주의 집중 시

간이 짧은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초등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연구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이 소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기의 발달 및 적응 문제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

(Y. M. Kim, 2002)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분석된 결과는 연구 분야에 관한 것이다. 분석 결

과, 아동학 및 가족학을 포함하는 생활과학과 교육학, 심리과

학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그 외의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시도되고 있었다. 이를 탈북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Yun, 2014)과 비교해보면 아동과 청소년 연

구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

서는 교육학(31.13%) 분야와, 청소년학이 포함된 기타사회과

학(20.75%)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생활과학

(3.77%)이나 심리과학(4.72%) 분야에서는 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근거

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의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이

다. 즉, 탈북 아동 연구 동향에서는 ‘아동학’이 포함되어 있는 

‘생활과학’ 분야가 높게 나타난 반면,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연

구 동향에서는 ‘청소년’ 분야가 포함된 ‘기타사회과학’ 분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소년 연구와는 달리, 탈북 아

동을 심리 치료나 가정과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와는 반대로, 교육학 분야에서는 아

동과 청소년 연구 모두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아동 ·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교육과 학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G.-H. Yoo et al., 2004; 

M. R. Park, 2002; J. S. Kim, 2004).

네 번째로 분석된 결과는 연구 주제에 관한 것이다. 탈북 아

동 연구에서는 가족 . 복지, 심리 . 성 . 상담, 교육 . 활동 주제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세 주제에 대

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가족 . 복지 주

제는 탈북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부모와 가족이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탈북 아동을 바라볼 

것에 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그러나 아동이 부모와 가족에게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객체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아동이 가족 내에서, 혹은 개인의 발달에 대해 갖는 주체

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탈북 아동 부모

에 대한 연구 중, 대다수는 어머니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

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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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성비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알

게 하는 자료로서 Ministry of Unification (2017)의 통계에 따르

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71%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

황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수보다는 어머니의 수가 많을 것이

라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문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

는 탈북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양육을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는

데(Hong, 2003), 이러한 이유로 탈북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연

구가 아버지에 대한 연구보다 많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아버지 역할에 대한 남북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T. S. Kim, 2014; Noh, 2017; J. H. Oh, 2017) 아버지도 탈북 아

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Bae, 2017), 아버지의 

역할 적응과 양육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심리 . 성 . 상담 주제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효과를 검증하는 내

용의 연구들이 다수 있었는데, 미술 . 놀이 . 음악 . 독서치료, 통

합치료, 집단 상담과 같은 치료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양한 상담 . 심리 치료 기법 중 미술과 놀이, 음악, 독서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예술치료’ 기법들을 사용한 것은 연구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특히나 언어적 표

현이 미숙한 탈북 아동의 경우, 대화보다는 예술 경험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다수를 차지한 교육 . 활동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유아교육기관과 학교에서의 

생활 및 적응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탈북 아동들이 처

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남한 사회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남한 사회에

서 탈북 아동이 겪게 되는 적응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

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있었

는데,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 논의 되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인 ‘탈북 아동’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 아동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서는, 탈북 아동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생활하는 다른 구성원

의 역할 또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Bourhis, Moise, Perreault, 

& Senécal, 1997; J.-H. Park, 2008; Y. M. Kim, 2002) 아직까지는 

탈북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또래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

로그램은 극소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 현장에 탈

북 아동과 통합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사가 소수

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I. K. Park, 2006; G.-H. Yoo et al., 2004; 

B.-M. Lee, 2005),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가 미비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통합 환경에서 탈북 아동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제

한적이었다. 특히 탈북 아동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가 한국어 사용에 관한 것임(B.-M. Lee, 2004; K. Y. Lee, 2014; 

J. Kang, 2008)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탈북 아동 개인

이 가지는 다양한 한국어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주제와는 달리 문제 . 비행에 관

한 연구와 건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수로 이루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탈북 청소년 관련 연구 동향(Yun, 2014)

과 비슷한 양상이다. 문제 . 비행으로 분류되는 연구가 적은 것

은, 탈북 아동들의 심리 . 행동적 특성을 ‘문제’나 ‘비행’으로 정

의하지 않고, ‘적응’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탈북 아동이 가지는 특성을 문제나 비행으로 정의할 

때,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

다. 반면 건강 주제에서는 더 많은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탈북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건강 상태가 미치는 영

향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탈북 아동들은 탈북과 입국 과정에

서 심각한 영양 부족과 열악한 보건 환경을 경험하곤 한다. 이

로 인해 유발되는 신장과 체중의 미달과 각종 질병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S. Park (2000)에 의하

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 아동 .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 영양결핍

으로 인해 발생한 발달의 차이를 메우는 ‘따라 잡기(catch-up)’ 

성장 패턴을 보인다. 이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는 건강 . 보건 영역에

서 탈북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분석된 결과는 연구 방법에 관련된 것이다. 분

석 결과, 질적연구와 조사연구가 다수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향이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질적연구와 조사연구 방법이 가지는 고유한 연구적 가치 때문

이다. 질적연구는 자연적 상황에서 개별 탈북 아동들의 적응

과 생활 양상을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며, 조사연

구는 탈북 아동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

치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들은 인위적이지 않은 생활세계에서 

탈북 아동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탈북 아동이라는 연구 대상을 표집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적인 문제로 인해,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나, 

연구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연구가 주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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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탈

북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나 인터뷰를 실시할 경우 신뢰

로운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유아와 초등

학생이라는 발달적 특성과 한국어 사용에 미숙할 가능성이 높

다는 탈북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연구 방

법을 고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

편,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개발연구의 경우, 현장에서 탈북 

아동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활발히 

연구되어야 하며, 비교연구 역시 탈북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

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연구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

음 다섯 가지와 같다.

첫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연구 

동향 분석 결과, 유아와 관련된 연구의 수는 상대적으로 초등

학령기 연구에 비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를 비

롯한 가정과의 연계선 상에서, 이에 영향을 받는 객체로서 연

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심도 있게 연구한 논문은 소수에 불과했다(J. Kang, 2008, 2010, 

2011; Y. M. Kim, 2002; H. J. Kim, 2015; B.-M. Lee, 2003, 2004; I. 

Lee, 2012). 어린 연령의 탈북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태를 

고려할 때(Ministry of Unification, 2018), 유아기의 탈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탈북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로운 연구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는 연구 방법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부모에 대한 연구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남-북한 사회가 가지는 부

모 역할에 대한 문화적 간극과 그로 인한 혼란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가정은 아

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확고한 위계질서와 가부장적 문화를 가

지고 있는데, 이는 현대 남한 사회가 지향하는 따뜻하고 자상

한 아버지상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J. H. Oh, 2017; B.-M. 

Lee, 2005). 그러므로 탈북 아동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가 더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탈북 아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실제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 학습 방법과 복지 프로그램 개발 연

구가 필요하다. 하나원에서 퇴소한 대부분의 탈북 아동들은 

남한의 교육 . 복지 기관에서 남한 아동 및 성인들과 함께 생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 복지 현장에는 탈

북 아동과 통합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L.-H. Oh, 2003; B.-M. Lee, 2004)에 의하면 탈북 

아동의 교육 . 보육 기관 적응에 또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

로, 프로그램의 대상을 탈북 아동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와 함께 생활하는 남한 아동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탈북 아동을 만나기 전에 남한 아동들이 통합 교육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나 탈북 아동과의 만남 이후에 

다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현장의 교사들도 탈북 아동과 통합 교육에 대

한 이해 아래 교사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

사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제3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탈북 아동과, 북한말과의 차이로 인해 언어 

사용에 혼란을 겪는 탈북 아동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역시 개발될 필요가 있다(H. Han, 2015).

넷째,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연구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

에서 탈북 아동의 삶과 변화를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

재의 연구들 대부분은 일 년 이내의 기간, 특히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연구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정 

시점에서 아동이 보이는 단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

도 의미 있지만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이

해가 가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북 아

동들이 거치게 되는 적응의 과정이나 남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 자아존중감이나 불안 . 스트레

스와 같은 심리적 특성들의 변화, 정치 . 문화 . 경제 등과 관련

된 가치관의 변화, 신체 발달의 변화와 따라 잡기 성장 패턴 등

과 관련된 내용을 장기적으로 연구한다면 탈북 아동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배경과 경험에 따라 각 탈북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밝혀내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탈북 아동의 

특수성을 밝히는 연구는 그들을 특수 집단으로 분류하고 외인

(外人)화 하는 것이 아닌, 다른 특성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인

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다양성

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

다. 탈북 아동의 특수성은 다양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

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남

한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탈북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

다. 남한 아동과 탈북 아동의 생활 태도, 삶의 양식, 심리 . 정서

적 특성, 발달 패턴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탈

북 아동의 적응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Yun, 2014). 두 번째로, 다문화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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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다문화 연구

들이 탈북 아동을 다문화 아동의 범주 안에 포함하여 연구하

고 있다. 물론 분단 역사가 70년이 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타문화와 비교해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커져버린 것이 현실이

다. 하지만 탈북 아동들은 다른 다문화 아동과는 구별되는 특

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북한에 있을 때 경험했

던 정치 . 경제적 체제와 가치관, 탈북과 입국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한민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질감과 소외감 등 다

른 인종의 부모를 가진 아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은 탈북 아동이 현재 다문화 사회 내에서, 그리

고 통일을 준비하는 특수한 한반도 상황 가운데서 어떤 위치

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북 아동 

내의 하위집단 간 비교를 통해 개인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

할 수 있다. 동일하게 ‘탈북 아동’으로 명명된다 하더라도 그들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 의해 삶의 모습에서 큰 차

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J. Yoo, 2015; J. Kang, 2010). 북한 .  중

국을 비롯한 제3국 . 남한 등 출생지가 어딘지에 따라 아동 개

인이 가지게 되는 과거의 경험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

해 심리 . 정서적 상태와 한국어 사용 능력 등에서 크고 작은 차

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양쪽 부모 중 어느 쪽이 북한 출신

인지, 북한 출신이 아닌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어느 국적을 

가졌는지, 어느 연령에 탈북과 입국을 경험했는지, 정착 시기

는 얼마나 되었는지 등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탈북 아동 개인 

간 특수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부모를 둔 

남한 출생의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므로(J. Yoo, 2015), 이들이 가진 특수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탈북 아동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언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아동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 연

구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이루어졌던 북한이탈주민에 관

한 연구 동향 분석(G. T. Park, 2014; Yun, 2014)을 구체화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그동안 동향 연구에 포함되지 않

았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

다. 첫째, 중국 거주 탈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불명확한 연구를 분석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검색 시 열람 불가 상태인 논문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누락된 자료들을 포함함으로써 탈북 

아동에 관한 동향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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