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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 활용과 시사점의 제공에 목적을 두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불안한 신변을 위해 개

인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심리적 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국적에 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서비스 지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

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식의 개선 노력과 시민교육을 통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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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수립하

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는 이들의 부적응이 남한 사회의 

불안요인이 된다거나, 많은 사회적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현실지향적이며 소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1].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2][3], 제도와 인권개선 방안연구[4],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교육, 사회적응 부분을 분석하는 연구[5] 등은 많이 이루어 

졌지만,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남북한 

문화 차이 등 현재 지원 경제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

탈주민가족의 생활모습과 다양한 상호관계로부터 가족특성, 정착 

사례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North Korean Defectors(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사전을 인용하면,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을 

말한다. 과거에는 남한으로 온 북한 주민을 ‘월남귀순자’로 호칭하였

으나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

탈주민법)」을 제정하면서 ‘귀순’ 또는 새터민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제2조 1항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을 ‘군

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6].

III.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한국에서는「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한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지원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자격

인정 등 특례 편입학이나 등록금 지원과 같은 교육지원도 가능하고, 

생활 보호 등에 관하여도 지원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을 2016년 말 기준으로 <표 1>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입국 비율보다 여성의 입국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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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11 '12 '13 '14 ’15 ’16 Sum

Man 795 404 369 305 251 299 8,958

Woman 1,911 1,098 1,145 1,092 1,024 1,119 22,135

Sum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31,093

Female ratio 71% 73% 76% 78% 80% 79% 71%

Table 1. Current status of entry                                                                         (Unit:Per)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입국비율은 2011년도에 71%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80% 가까이 기록하였다.

IV. Conclusions

북한이탈주민은 해외에서부터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적절한 보호 

또는 국내입국 지원 등을 받는다. 이들이 국내로 입국하게 되면 북한이

탈주민보호센터로 이송된다. 이 경우에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등을 받은 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착금, 보조금 등을 지급 받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과 거주지 편입 지원 등을 받는다[7].

연구결과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불안한 신변노출의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남한사회의 적응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리적 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도 한민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국적에 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경제적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서비스 지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식의 개선 노력과 시민교

육을 통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한민족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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