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9 -

http://dx.doi.org/10.14698/jkcce.2015.11.059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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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Perceived  

H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go-resilience of Young 

Children

: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 Hye Young     Noh, Hyun Ju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96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의 가족건강성, 가족환

경,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 자아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후, Pearson의 상관관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영향력과 조절효과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는 유아의 자아 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영향

력을 분석한 결과 73.4%의 설명력을 가지며,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환경,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기능,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 탄력성,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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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7,080명 가운데 0-9세 아동은 1,177명으로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통

일부, 2014).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문제행동의 원

인이 되며(Hovey & Magana, 2002), 낮은 자긍심을 갖게 한다(Castro, 2003). 북한이탈주민의 경

우, 남한과 북한의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정체성이 혼란해 지고, 이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

를 형성하게 되어 결국,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권정윤, 조혜영, 김미경, 2013; 전

혜림, 2014). 마찬가지로, Van Tuijl 과 Leseman(2007)이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북한

이탈주민 유아의 정서적 불안감은 성장하면서 부적응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조기지원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부

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성취감을 느낄 때, 자녀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

공해주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서적·환경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기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이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기의 경험과 환경이 어떠

한가에 따라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은 상이 할 수 있다. 전 생애 가운데 유아기는 우리사

회에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수월하며,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다양한 경험과 환경제공은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과 

위험, 그리고 역경을 극복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신장시켜줄 수 있다.   

우리사회에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요인은 자아 탄력성이라 할 수 있

다. 자아 탄력성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긍정적인 성취를 도모하는 능력

이며(Chuang, Lamb, & Hwang, 2006; Masten, 2001), 역동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이기 

때문에(Block & Block, 1980) 유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LeBuffe와 Naglieri(1999)는 자아 탄력성의 요소를 애착, 자기통제, 주도성으로 보았으며, Block과 

Block(1980)는 내면적인 특징을 가진 대인관계, 심리적인 안정감, 부정적인 감정의 대처 능력 등

이 구성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자아 탄력성이 높으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저항

하여 이를 낮추어(Block & Block, 1980; Luthar, 1991;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Rolfe, 

2004) 스스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거나 다양한 대처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Garmezy, 1993). 유아

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은 발달하는 가운데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Cambell, 

Pierce, March, Ewing, & Szumowski, 1994; Fantuzzo, McWayne, & Blosky, 2003), 과업 수행실패 

시, 부정적인 발달의 증대(developmental cascades) 현상이 나타나(Wright & Masten, 2005) 성장

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대처는 성

공적인 적응을 도모하여(Condly, 2006) 건강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자녀가 높은 자아 탄력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장휘숙, 1998)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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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녀의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은 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아의 첫 번째 사회는 가정이

며,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유아발달에 가정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

을 배제할 수는 없다.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y)은 도덕적 가치, 신념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를 지향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개별성을 존중해 주면서 생활해 가는 체계라 정의

할 수 있다(Otto, 1962). 또한,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원활한 의사소

통과 문제해결 수행능력 및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innett & DeFrain, 1985). 유

영주(2004)는 가족건강성을 유대의식, 긍정적 의사소통, 감사·애정·정서, 문제해결 수행능력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사회체계와 원활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보

았다. Olson과 DeFrain(2003)은 건강한 가족일수록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고, 의사소통을 지향하므로(박복매, 문혁준, 2008) 건강한 정서를 도모하여 궁극

적으로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즉, 가족은 가장 본질적인 사회 환경이자 유아가 

사회화의 초석을 다지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족환경은 자녀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가족환경의 자극은 반응적 상호

작용, 다양한 경험의 제공, 규칙적 양육, 발달촉진환경 등을 의미한다(김지현, 정현심, 김정민, 

이순형, 2012). 이러한 물리적·정서적 환경의 빈곤은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야기 시킬 수 있

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환경 자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Linver, 

Books-Gunn, & Kohen, 2002). 즉,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

용과 물리적 환경은 자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Bradley, Corwyn, McAdoo, & Coll, 

2001)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심리적 안녕감을 신장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구성 및 경험과 가족환경에 대한 주 양육자의 민감한 태도를 함께 탐색해야 할 필요

가 제기된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Olson, Portner와 Lavee(1985)는 가족의 기능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력 정도를 알아

보는 가족 응집력과 가족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융통성을 의미하는 가족 

적응력으로 살펴보았는데, 가족의 기능이 높을수록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건강한 가족은 주 양육자와 자녀, 그리고 사회와

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며,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가족의 

적응력과 응집성 형성에 원동력이 되어 사회체계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Olson & DeFrain, 2000). 반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작용하여, 결국,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유영주, 2004). 즉,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양육자는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양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Belsky, 1984).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이된다. 때

문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특성인 가족건강성과 가족환경, 가족기능이 자녀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감안할 때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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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탈

주민 가정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의 예측요인인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

해 알려진 사실이다(Berry, Dunlap, Cotton, Lochman, & Wells, 2005; Bradley & Corwyn, 2002; 

Linver et al., 2002; McLoyd, 1998; Rijlaarsdam et al., 2013). 다문화 가정은 남한사회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어려움, 언어·문화의 이질성 등의 위험요인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야기 

시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신선희, 2010). 그런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노

출을 감소시키는(Cassel, 1974) 등 생활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여(Antonovsky, 1974)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에는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

고 있다(김미정, 정계숙, 2007; 조혜영, 권정윤, 2013; 조혜영, 김미경, 이문옥, 2013).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5; 조혜영, 

권정윤, 2013)과 사회적 편견(허준영, 2012)은 이들의 정신적 고통에 주된 원인이 된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물

질적인 측면을 비롯한 정서적인 부분까지 보다 폭 넓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

가 제기된다. 하지만,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대부분은 생계지원의 성

격이 많은 실정이다(최성일, 2012).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주로 

동화주의(assimilationist)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인데(허준영, 2012), 동화주의 모델

(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수용하기 보다는 주류사회로의 동화를 강조

하는 등 제한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종합하면, 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자녀의 전인적인 발

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시도는 

이들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 정서 및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등 위험요인을 보호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

어 적응과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Cobb, 1976). 따라서, 높은 사회적 지지는 부정

적인 심리상태를 완화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거나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는 시도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의 자아 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유아의 자아 탄

력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요인과 양육특성에 관한 연구(장여진, 2014; 정계숙, 김미정, 하은

실, 2012), 가족의 환경적 특성과 유아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Garmezy, 1993; Mistry, 

Vandewater, Huston, & MoLoyd, 2002)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

여 살펴보면,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의 특성 요인은 자녀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

는 변인으로 나타나 보다 의미 있는 관련이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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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양육경험 및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김미정, 정계숙, 2007; 전혜

림, 2014)와 양육 및 상호작용 특성과 자녀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권정윤 외, 2013; 조혜

영, 배지희, 2014; 최창욱, 조혜영, 2015),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조혜영, 권정윤, 박희영, 

2014; 조혜영 외, 2013)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의 유아기 자녀

들을 대상으로 생애초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관련한 연구가 미비하고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요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총 25,436명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26.4%(6,717명)로 경기도 28.6%(7,268명)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통일부, 2014), 

단위면적 대비 인구의 밀도가 서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탈북이 남성

보다 높다는 것과 아직까지 양육을 비롯한 가사 등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에 여성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그리고, 유아기에 가장 많이 접하는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자아 탄

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시도는 이들 자

녀의 자아 탄력성을 증진시켜 주기 위하여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과 사회

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며, 만 3-5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가족

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을 가정의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영향력을 탐색해 보며, 이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

아보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

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reen(1991)의 표본 수 선정기준인 50+8X(독립변수)와 불성실한 응답 및 누

락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100명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 서북생활권에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

탈주민 어머니 2명의 도움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전화를 통하

여 연구에 동의하고, 참여하길 희망하는 연구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100명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과 연구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96부(96%)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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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96)

구    분 N(%) 구    분 N(%)

어
머
니

연령 

35세 이하 23(24.0) 어
머
니

남한 
거주
기간

60개월 이하 10(10.4)

36세 이상-40세 이하 49(51.0) 61개월 이상-120개월 이하 56(58.3)

41세 이상 24(25.0) 121개월 이상 30(31.3)

학력

고졸 58(60.4)

유
아

성별
남 44(45.8)

전문대졸 23(24.0) 여 52(54.2)

대학교졸 이상 15(15.6)

연령

만 3세 31(32.3)

남한

거주지

(서울특별시, 

2006)※ 

동북생활권 33(34.4) 만 4세 37(38.5)
서북생활권 23(24.0) 만 5세 28(29.2)
도심권 6( 6.3)

출생

순위

첫째 61(63.5)
서남생활권 26(27.1) 둘째 30(31.3)
동남생활권 8( 8.3) 셋째 이상 5( 5.2)

※ 동북생활권(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량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서북생활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남생활권(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동남생활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연구 도구

  1) 가정의 심리적 특성 

  ⑴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영주(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에서 가족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항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

은 ‘유대의식’(8문항), ‘긍정적 의사소통’(7문항), ‘감사·애정·정서’(8문항), ‘문제해결 

수행능력’(9문항)으로 총 32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은 하위내용의 특성을 가족건

강성 유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유대의식 .720, 긍정적 의사소통 .723, 감사·애정·정서 .734, 문제해

결 수행능력 .778로 나타났다. 

  ⑵ 가족환경

가족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김지현 등(2012)의 유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

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김지현 등(2012)이 사용한 ‘발달촉진환경’척도에서 ‘집에 아

이가 듣는 음악 CD나 테잎이 5점 이상 있다’ 등의 문장은 응답의 모호성과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물리적 환경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의견을 수렴

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환경의 하위영역은 ‘반응적 상호작용’(7문항), 

‘다양한 경험’(4문항), ‘규칙적 양육’(3문항)으로 총 14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

은 하위내용의 특성을 가족환경 유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환경 척도 하위영

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살펴보면, 반응적 상호작용 .703, 다양한 경험 .769, 규

칙적 양육 .76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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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가족기능

가족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Olson 등(1985)의 FACES-Ⅲ(Family Adaprability Cohension 

Evaluation Scale)를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이경호(1999)와 천지원(2013)이 사용한 문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천지원(2013)이 사용한 도구와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가족건강성’척도에서 유사한 문항이 발견되어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이를 제

외한 후, 분석하였다(예: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와 ‘우리가족은 서로 잘 돕

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은 ‘가족 응집력’(9문항), ‘가족 적응력’(9

문항)으로 총 18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은 하위내용의 특성을 가족기능 유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기능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살

펴보면, 가족 응집력 .809, 가족 적응력 .740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박지원(1985)이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것을 김은숙(2003)

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에서 문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김은숙(2003)이 사용한 문항 가운데 중복되는 문항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거부감을 보인다는 예비연구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삭제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예: ‘배우

자, 친척, 조부모는 무슨 일이건 댓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와 ‘배우자, 

친척, 조부모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준다’ 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은 ‘정서적 지지’(7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5

문항), ‘평가적 지지’(5문항)로 총 23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은 하위내용의 특성

을 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 .828, 정보적 지지 .712, 물질적 지지 .753, 

평가적 지지 .721로 나타났다.  

  3) 자아 탄력성

유아의 자아 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LeBuffe와 Naglieri(1999)의 DECA(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ment) 가운데 ‘전체하위요인’(Total Productive Factors)을 고영희(2010)가 번안

하여 제작한 것을 장여진(2014)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에서 문항의 일부 내용을 수

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장여진(2014)이 사용한 도구의 문항 가운데 ‘인내심을 보

였습니까?’ 와 ‘첫 번째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차선책을 받아들였습니까?’의 문항은 응

답의 모호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질문형을 문장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해야 할 일을 혼자 힘으로 해내었습니까?’ 의 

문항을 ‘나의 자녀는 해야 할 일을 혼자 힘으로 해내었다’ 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 탄

력성의 하위영역은 ‘애착’(8문항), ‘자기통제’(7문항), ‘주도성’(10문항)으로 총 25문항 5

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 

탄력성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애착 .767, 자기통제 .780, 

주도성 .7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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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서북생활권에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의 도움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2015년 1월 3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 관련한 연

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던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남한의 가정보다 물리적·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

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자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를 함께 논의하였고, 연구 진행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015년 1월 10일 1차적으로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자녀의 자아 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을 제작하여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에게 설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특히, 설문문항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왜곡할 수 있는 문항(예: ‘집 안에 미술 작품이 2점 이상 전시되어 

있다’, ‘아이는 일 년에 1-2회 가족여행을 한다’ 등)과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항, 질문형과 

문장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 등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여 이를 수렴하였다. 1월 13일 2차적으

로 1차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내용을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과 유아교육 박사 1명

에게 설문문항의 적합성과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답변하

기에 모호한 질문(예: ‘인내심을 보였습니까?’ 등)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받아 이를 수렴하였

다. 1월 15일 3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과 유아교육 교수 1명에게 최종적으로 안면타

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수정·보완한 내용에 대해 응답이 양호할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최종적

으로 사용하였다.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2명과 연구진이 함께 전화를 

통하여 연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 모집된 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

이탈주민 어머니 100명이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과 연구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4

부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96부(96%)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사

회적 지지, 유아의 자아 탄력성의 하위영역은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주

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호항(상호작용항)을 표준화 하는 방법의 센터링(center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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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기 앞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

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변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가정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측정한 점수의 평균(M)은 3.02점(SD=.734)부터 3.24점(SD=.553)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은 ‘문제해결 수행능력’(M=3.23, 

SD=.448), ‘유대의식’(M=3.19, SD=.53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환경 하위영역은 ‘반응적 상

호작용’(M=3.24, SD=.553), ‘규칙적 양육’(M=3.14, SD=.707)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하위영

역은 ‘가족 적응력’(M=3.19, SD=.459), ‘가족 응집력’(M=3.07, SD=.599) 순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지지 하위영역은 ‘평가적 지지’(M=3.27, SD=.578), ‘물질적 지지’(M=3.11, SD=.539), 

‘정보적 지지’(M=3.11, SD=.582)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 탄력성 하위영역은 ‘주도성’(M=3.26, 

SD=.478), ‘애착’(M=3.23, SD=.5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변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N=96)

변인 M SD 변인 M SD

가정의 

심리적 

특성  

가족

건강성 

유대의식 3.19 .536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3.06 .689

긍정적 의사소통 3.14 .595 정보적 지지 3.11 .582

감사·애정·정서 3.14 .579
물질적 지지 3.11 .539

문제해결 수행능력 3.23 .448
평가적 지지 3.27 .578

가족환경 

반응적 상호작용 3.24 .553

자아 탄력성 

애착 3.23 .599다양한 경험 3.02 .734

규칙적 양육 3.14 .707
자기통제 3.10 .552

가족기능 
가족 응집력 3.07 .599

주도성 3.26 .478가족 적응력 3.19 .459

1.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 및 사회

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 총점을 중심으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의 유대의

식(r=.512, p<.01), 긍정적 의사소통(r=.367, p<.01), 감사·애정·정서(r=.587, p<.01), 문제해결 수

행능력(r=.562,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족환경의 반응적 상호작용(r=.583, p<.01), 

규칙적 양육(r=.380,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다양한 경험(r=.178, p>.05)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r=.559, p<.01), 가족 적

응력(r=.576,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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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자아 탄력성 총점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r=.426, p<.01), 정

보적 지지(r=.508, p<.01), 평가적 지지(r=.355,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물질적 지

지(r=.182,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                                                 (N=96)

1-1)
-①

1-1)
-②

1-1)
-③

1-1)
-④

1-2)
-①

1-2)
-②

1-2)
-③

1-3)
-①

1-3)
-②

2
-①

2
-②

2
-③

2
-④

3-
①

3
-②

3
-③

3
-④

1. 가정의 심리적 특성

1-1) 가족건강성

① 유대의식 1

② 긍정적 의사소통 -.041 1

③ 감사·애정·정서.440** .143 1

④ 문제해결 수행능력.300**.320**.392** 1

1-2) 가족환경

① 반응적 상호작용 .560**.268**.526**.406** 1

② 다양한 경험 .002 .210* .190 .374** .098 1

③ 규칙적 양육 .202* .189 .242* .280** .159 .325** 1

1-3) 가족기능 

① 가족 응집력 .287**.313**.292**.421**.276**.272**.355** 1

② 가족 적응력 .231* .469**.396**.567**.270**.389**.320**.301** 1

2. 사회적 지지

① 정서적 지지 .225* .358**.298**.270**.269** .163 .029 .452**.276** 1

② 정보적 지지 .518** .177 .446**.316**.375** .081 .359** .227* .437** .052 1

③ 물질적 지지 .090 .410** .107 .154 .215* .029 .067 .219* .267** .132 .021 1

④ 평가적 지지 .281**.339**.363**.410**.421**.282** .092 .283** .260* .388** .236* .143 1

3. 자아 탄력성 

① 애착 .509** .178 .401** .208* .515**-.071.279**.329** .237* .097 .523** .031 .254* 1

② 자기통제 .251* .204* .362**.438** .244* .130 .197 .440**.464**.427** .154 .237* .134 .048 1

③ 주도성 .308**.426**.495**.587**.477**.370**.340**.427**.557**.414**.392** .127 .382**.373**.363** 1

④ 총점 .512**.367**.587**.562**.583** .178 .380**.559**.576**.426**.508** .182 .355**.697**.655**.782** 1

*p<.05, **p<.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 하위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은 가족건강성의 유대의식(r=.509, p<.01), 감사·애정·정서(r=.401, p<.01), 문제해결 수행능

력(r=.208, p<.05)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긍정적 의사소통(r=.178, p>.05)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환경의 반응적 상호작용(r=.515, p<.01), 규칙적 

양육(r=.279,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다양한 경험(r=-.071,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r=.329, p<.01), 가족 적응력

(r=.237, p<.05)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정보적 지지(r=.523, p<.01), 평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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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r=.254, p<.05)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정서적 지지(r=.097, p>.05), 물질적 지지

(r=.031,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아의 자아 탄력성 하위내용인 자기통제는 가족건강성의 유대의식(r=.251, p<.05), 

긍정적 의사소통(r=.204, p<.05), 감사·애정·정서(r=.362, p<.01), 문제해결 수행능력(r=.438,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족환경의 반응적 상호작용(r=.244, p<.05)과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난 반면, 다양한 경험(r=.130, p>.05), 규칙적 양육(r=.197,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r=.440, p<.01), 가족 적응력(r=.464, p<.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r=.427, p<.01), 물질적 지지(r=.237, 

p<.05)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정보적 지지(r=.154, p>.05), 평가적 지지(r=.134, p>.05)와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 하위내용인 주도성은 가족건강성의 유대의식(r=.308, p<.01), 긍정적 의사

소통(r=.426, p<.01), 감사·애정·정서(r=.495, p<.01), 문제해결 수행능력(r=.587, p<.01)과 정적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족환경의 반응적 상호작용(r=.477, p<.01), 다양한 경험(r=.370, p<.01), 규칙

적 양육(r=.340,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r=.427, p<.01), 가족 

적응력(r=.557,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r=.414, p<.01), 정

보적 지지(r=.392, p<.01), 평가적 지지(r=.382,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물질적 지

지(r=.127,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본 연구의 자료가 회귀

분석 연구모델로 분석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

았다. 

Baron & Kenny(1986)는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교호항(상호작용항)은 표준화 또는 평균이동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호항(상호작용항)에 

생성되는 독립변수(가족건강성, 가족환경, 가족기능)와 조절변수(사회적 지지)를 표준화 하는 방

법의 센터링(centering)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방지하였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연구모델

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F값의 유의확률을 유의수준(p<.05, p<.01, p<.001)에 입각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으며, 잔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Durbin-Watson test 값이 

2에 가까운지를 살펴보았다. 공차의 값이 .1이하이거나 VIF 값이 10이상 일 때 변인들 간의 다

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Durbin-Watson test 값은 2.088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의 F 

값은 21.790(p<.001)이었으며, 공차값은 .502부터 .781까지였고, VIF 값은 1.281부터 1.992로 나타

났다. Mode 2의 F 값은 19.417(p<.001)이었으며, 공차값은 .390부터 .768까지였고, VIF 값은 1.302

부터 2.563으로 나타났다. Mode 3의 F 값은 11.027(p<.001)이었으며, 공차값은 .177부터 .63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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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VIF 값은 1.578부터 5.660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연구모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표 4>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N=96)

요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가
족
건
강
성

유대의식 .089 .124 1.547 .083 .115 1.371 .054 .076 .791

긍정적 의사소통 .035 .054 .727 .028 .043 .518 .038 .058 .597

감사·애정·정서 .127 .191 2.506* .123 .185 2.357* .031 .047 .478

문제해결 수행능력 .090 .105 1.304 .089 .104 1.285 .133 .155 1.706
가
족
환
경

반응적 상호작용 .143 .205 2.449* .141 .203 2.391* .122 .175 1.894

다양한 경험 -.074 -.141 -2.046* -.074 -.142 -2.046* -.079 -.150 -1.907

규칙적 양육 .054 .099 1.462 .055 .101 1.484 .022 .040 .536
가
족
기
능

가족 응집력 .174 .271 3.781*** .170 .264 3.548*** .157 .245 2.741**

가족 적응력 .229 .274 3.258** .226 .270 3.174** .186 .222 2.485*

사회적 지지 .032 .031 .322 .196 .187 1.523

가
족
건
강
성

유대의식
× 사회적 지지 

-.022 -.057 -.506

긍정적 의사소통
× 사회적 지지

.017 .042 .373

감사·애정·정서 
× 사회적 지지

-.125 -.317 -2.254*

문제해결 수행능력
× 사회적 지지

.067 .181 1.691

가
족
환
경

반응적 상호작용
× 사회적 지지

.069 .174 1.581

다양한 경험
× 사회적 지지

.035 .090 1.034

규칙적 양육
× 사회적 지지 

.007 .020 .224

가
족
기
능

가족 응집력
× 사회적 지지

.024 .059 .501

가족 적응력
× 사회적 지지

-.008 -.020 -.171

F 21.790*** 19.417*** 11.027***

R2 .695 .696 .734

R2 변화량 .001 .038

 *p<.05, **p<.01, ***p<.001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

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실시하였다. 

Model 1단계에서 유아의 자아 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정의 심리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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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가정의 심

리적 특성은 69.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대해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인 

‘감사·애정·정서’(t=2.506, p<.05), 가족환경의 하위영역인 ‘반응적 상호작용’(t=2.449, 

p<.05)과 ‘다양한 경험’(t=-2.046, p<.05),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가족 응집력’(t=3.781, 

p<.001)과 ‘가족 적응력’(t=3.258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2단계에서 유아의 자아 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

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 증가하여 69.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

인되어 사회적 지지가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단계에서 유아의 자아 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교호항(상호작용항)을 독립변인

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3.8% 증가

하여 73.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

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대해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인‘감사·애정·정서×사회적 지지’(t=-2.254, p<.05)의 교호항(상호작용

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

의 관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며, 이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

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은 유아의 자아 

탄력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변인은 상이하지만, 심리

적으로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의 지지는 자녀의 적응 유연성을 증진시켜 위험요인의 영

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신선희

(201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김정미와 곽금주(2007)의 가정환경 자극이 자녀의 발

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주 양육자의 높은 소득과 학력은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등 

가족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복매, 문혁준, 2008).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임에도 불구하고(김정미, 곽금주, 2007) 북한

이탈주민의 41.8%가 월평균 소득이 ‘101~150만원’이며, 70.2%가 북한에서의 학력이 고등중학

교로 나타나(송헌재, 2015) 우리사회에서 낮은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렇듯,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기관 중심에서 개별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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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용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자아 탄력성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으며, 소수집단 유형의 특성에 따른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의 개발은 이들이 다양

한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탄력성이 높은 유아들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도전을 통

해 자아존중감을 함양하는 것으로 보고되어(Garmezy, 1993) 북한이탈주민 자녀 역시 자아 탄력

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정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

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질적 지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사회적 지지가 재정적인 부분에 한정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제공 받는 생활권 등의 사회적 보장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미

비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며(조혜영, 권정윤, 2013), 이 과정에서 형성되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결국,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걸림돌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가 미비하여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

정은 스트레스 유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

이라 밝힌 허준영(2012)의 연구결과의 맥락과 함께하는 것이라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남한 

사람들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조혜영과 권정윤(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낮

은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자녀의 문제있는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Berry et al., 2005),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최성일, 2012), 이들을 위한 보다 실효

성 있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우울, 스트레스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DeFrain, 2002) 양가감정 등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

민의 가족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유아의 자아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분을 위주로 한정지어 지원하는 것 보다 이들의 

정서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개별화 가족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져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지각

한 가정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69.5%의 설명력이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의 ‘감사·애정·정서’ 변인과 가족환경의 ‘반응적 상호작용’, 가족

기능의 ‘가족 응집력’, ‘가족 적응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족환

경의 ‘다양한 경험’은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기능의 가족 응집력이 자녀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Garmezy(1993)

와 Mistry 등(2002)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며, 가정환경 자극이 자녀의 발달에 기여

한다고 밝힌 Linver 등(2002)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결국, 가정의 심리적 환경인 양육

자의 안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정계숙 외, 2012).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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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육자의 안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정서를 이끄는데, 가족 간에 감사와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태도를 갖게 되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된다(DeFrain, 2002).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이들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를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 생활방식의 이질성에서 오는 경험의 

차이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조혜영, 권정윤, 2013). 특히, 북한이탈주민 자

녀의 경우에는 발달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이들 부모의 양육과 교육 등 가치관 차이로 인해 

다양한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주 양육자와 자녀 간의 

건강한 신뢰관계는 유아들로 하여금 스스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여 발

달과정의 위험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나(Rolfe, 2004)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가정의 심리적 특성, 사회적 지지, 교호항(상호작용항)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73.4%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 요인이 조절효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지가 수반되어

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생계형 성격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최성일, 2012), 생계형 지원의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리·정

서적인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는 심리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제공 되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ist model)에 입각한 정

책이기 때문에(허준영, 2012) 이를 다시 한 번 제고함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

켜 줄 수 있는 공존(symbiosis)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다름에 대한 상호 인정과 배려가 동반된 사

회통합 정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는 탈북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교육을 어머니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김윤아, 

2013).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의 

대상을 어머니로 한정짓는 것이 아닌 아버지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부모교육 프로그램 역시 다

양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

모교육 실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과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

여 자녀 발달 및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해 주고, 유아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가족기능은 Model 1단계부터 Model 3단계까지 모두 영향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결과는 유아의 자아 탄력성 함양을 위해서는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Garmezy, 1993; Mistry et al., 2002). 주지하듯이, 유아의 발달에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은 우리사회 변화의 물결에 원

만한 적응이 어려운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교육열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혼란을 

겪고 있어 정신적,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혜영 외, 2013). 그리고 가족

의 건강성은 가족 구성원들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기능이 더 중요한 요인이며(Olson 

& DeFrain, 2003), 가족의 건강성과 기능이 부적절할 때 가족폭력을 비롯한 사회부적응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DeFrain, 2002)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

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제기된다.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6호

- 74 -

이상 종합하면, 현재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의 경험차이로부터 발생되는 생각의 차이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

유한 특성에 알맞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독일의 경

우, 서독은 개인주의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성격이 강하다면, 동독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민족적 이념체계는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심리적 환경 및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정영수, 1998). 독일의 통일 이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지원은 크게 가족, 아동의 삶,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로 가족지원을 중심

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윤선영, 2003).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와 북한사회 역시 이질

적인 가족 분위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융화와 화합을 추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과 자녀의 자아 탄력성을 비롯한 전인적인 발달을 함양시킬 수 있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위

한 폭 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질적인 가정의 심리적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며, 국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적·문

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탐색해 보

는 연구가 시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자

녀의 자아 탄력성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로 나타난 만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

를 살펴본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및 자녀의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우리사회 적응

에 중요한 사안임만큼,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상, 하 집단별로 구분하여 자녀의 발달

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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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mothers’perceived h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go-resilience of their young childre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this purpose, we sampled 96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ith 3-5 year old 

children. H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onsisting of family strength, family environment and 

family functioning,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was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mothers’perceived h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go-resilience of their young children. Second, the perceived factors by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f hom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xplained their young children’s 

self-resilience 73.4% of the time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effective social support to North Korean refugees has to be offered. Not only 

financial but emotional support is also needed.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mothers’perceived family strength, North Korean Refugee 

mothers’perceived family environment, North Korean Refugee mothers’perceived 

family functioning, North Korean Refugee mothers’perceived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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