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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남한사회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적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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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f-efficacy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Influence of the 
Adaptation to Social and Cultural Adjustment in South Korea: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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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의 남한사회문화 응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하
여 인천, 서울, 안산, 원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한사회에 한 언어나 문화 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나이나 거주기간이 탈북이주민의 낮은 사회  지 에 한 지각, 차별감  편견을 극복하는데 사회 응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오랜 기간 거주해도 그들에 한 차별감이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며 
부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사회문화 응에 가장 높은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의 내 요인인 자기효능감임이 밝 졌다. 이 자기효능감은 남한사회에서 사회문화 응뿐만 아니라 경제  응을 하기 해 

필요한 자신의 능력과 업무에 한 유능감에 향을 주어 그들이 사회 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며 이밖에 외부

의 다양한 스트 스를 극복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the self-efficac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ffect their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al culture. To this end, 209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eoul, Incheon, Wonju, or Ansan were
surveyed. The results obtained showed shorter residence in South Korea and age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fear
of South Korean society and awareness of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age and duration
of residence were not found to affect relations between social adaptation and perceptions of low social status, 
discrimination, or prejudice by defectors, which suggests defectors often live in South Korea for a considerable time 
without overcoming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or prejudice. The factor that most influenced adaptation to social 
culture was self-efficacy, which affected not only socio-cultural adaptation but also self-sufficiency and the ability to
promote oneself, which is essential for economic adapt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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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한 

연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높다고 본다. 첫째는 
한민족으로 북한사회를 탈북하여 남한사회로 건 온 그

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당 성의 문제이다.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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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남한주민과 공산주의 체제

에 익숙한 남북한 주민간 어떻게 통합하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해답의 실

마리를 찾는 가능성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재 국내
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문화 응과정에

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남
한사회에서 안정 으로 응할 수 있도록 답을 찾아야 

한다는 실 인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부분 북한사회를 이탈하여 남한사

회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많은 심리  외상을 입었다. 따
라서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  지원과 더불어 

심리  안정감을 찾으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러한 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 응의 가

장 핵심 인 은 그들의 내  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를 토

로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응

을 돕는 것이다[1]. 
1997년 탈북민에 한 법률이 제정된(보호  정착지

원) 이후 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이들의 성공 인 남한

사회정착을 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테면 정착  

지원, 취업을 한 직업훈련, 고용지원  지 , 취업보호
담당 제도를 통해 취업상담  알선, 의료보호, 학비지
원  입학특혜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 왔

다. 북한이탈주민에 한 우리정부의 정책지원은 그들의 
탈북동기가 경제 인 부분이 크다는 을 고려하여 남한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갖고, 경제  안정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부분이었다[2]. 하지만, 북
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응력이 가장 떨어지는 부

분이 경제 응으로 나타났다. 경제 응의 어려움은 통일

부나 노동부지원의 직업훈련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

타났다[3]. 취업을 하여도 직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
다[4]. 북한이탈주민의 경제부 응은 모든 연령층에서 

체 으로 빈곤선이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났다[5]. 따
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응이 남한사회문화 응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구체 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한 실증 인 자료조

사를 통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남한사회
문화 응에 어떤 향이 미치는지구체 으로 살펴본다. 
둘째, 그들의 자기효능감이 경제  응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경제  응이 

남한사회문화 응과정에서 조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북

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 응 정도에 어떤 요인이 높

은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그 요인들을 통해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 응에 한 정책  제언을 하는

데 본 연구 목 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역할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  변화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간의 삶은 자기효능감에 한 신념

에 의해 유도된다[6-7].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
는 지식과 기술  경험을 히 조직화하여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
인은 그 지 못한 사람과 달리 목표성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역경에서도 극 으로 처할 수 있다고 하

다[8].
자기효능감에 향을 주는 변수로는 직무성취도, 경

력몰입, 생산성, 학습동기, 업무수행성 등이 포함되고 있
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역량에 한 단 기 으로 업

무성과에서 가장 높은 정 인 상 계가 나타났다. 
한 개인이 일정한 행동을 지속하는데 방향성을 갖고, 
높은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  요인으로 밝 졌다

[9-10].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그 지 못한 사람보다 

높은 내 기 에 해 더 성공하려고 갈망하기 때문에 

도 인 과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자기효능감
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어떠한 결과를 수반할 

것인가라는 평가를 내림으로서 자신의 내재된 능력을 시

험해 나가면서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12-13].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 인 남한사회문화

응은 자기효능감의 한 처방식에 따라 좌우되며 

특히, 자기효능감은 경제  응을 하는데 핵심  요인

으로 나타났다[14]. 즉 자신의 한능력을 확신하여 경
제  응에 향을 미치며 경제만족을 하기 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 등의 특정 행동을 지속 으로 수행하게 

된다. 개인의 동기를 진시켜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문제해결에서 정 향이 나타났다[15].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은 남한사회에서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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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맡은 업무에 한 기술이나 지식 등에서 유능감을 

가질 때 경제  응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간 북한이탈주민에 한 선행연구에서 자기
효능감 정도의 향에 따라서 개인의 응에 정 으로 

향을 미치게 되며 스트 스에서도 꾸 히 과제를 수행

하기 해 노력하는 요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응과

정에서 겪는 스트 스에 한 처방식을 결정하는 행동

인 원동력으로 나타났다[16]. 자기효능감은 북한이탈
주민의 외상 후 스트 스 장애증상을 완화시켜서 개인이 

외상  다양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응에서의 
스트 스는 외상  역경의 회복력을 감소시키며 자기효

능감은 회복력을 증가시켰다.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주의력에 집 하며 지속 으

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17]. 북한이탈주민
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응력에 정 인 향을 미

치며 사회를 인지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생활하는데 나타

나는 장애요인에 응되는 방법을 비폭력 으로 해결하

게 하여 더욱 사회문화 응력을 발달시킨다. 북한이탈
주민이 자기효능감이 높을때 차별감을 낮게 느끼고 심리

인 응력을 높 다. 즉 자기효능감은 심리  응에

서 핵심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졌다[18]. 
재까지 북한이탈주민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그들이 남한사회문화에 정착하기 해서는 문제에 직

면하여 그 문제 사태를 경험하며 해결하여 나감으로서 

자신이 직  신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은 그들의 남한사회문화

응에서 심리  요인으로 추정가능하다.

2.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이주민이나 난민과 다른 은 

모국의 견딜 수 없는 경제·정치  상황 등에 해 자발

으로 탈북을 감행하면서 심리 ·신체 으로 매우 다양

한 외상을 입었기 때문에[19] 자신에 한 확신과 통제
가 상실되어 남한정부의 지나친 의존성, 생활에서의 학
습된 무기력, 수동성의 행동 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

다[20]. 한 북한이탈주민 반 가까이 외상 후 스트

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로 
확인되었으며[21] 외상 후 스트 스 장애는 폭행, 강간, 
테러 등에서 생명을 받았던 경험으로 극한의 신체

, 정신  충격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질환이다[22]. 과
거의 정신  충격이 클수록 사회 응이 어렵고[23], 남

한 에서 정착하는데 스트 스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마

비나 회피 등의 각성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사회에서 품행장애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범죄행  

등으로 이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며 2002년 이후 북
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25].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해서는 경

제  지원과 보호 그 이상이다. 재까지 응과 련된 
많은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불안감이나 우울증과 같은 부정 인 정서가 낮으며 반

면,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정서 으로 흥분을 잘하고 

무력감에 빠지거나, 문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게 지각하
는 경우가 높다고 나타났다[26]. 
자기효능감은 개인 인 상처와 취약성에 자아를 방어

하는 요소로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게 하여 외상 후 스트 스 장애를 극복하고 응에

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 응과 자기효능감

의 계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적응의 의의

와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응의 사  의미는 “한 개인이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응하거나 알맞게 됨”이다. 응은 응주체의 자
발 인 노력이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완 한 응

을 해서는 응주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내

면의 심리 인 변화까지 포함한 내외  두 가지 요인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하 다[28]. 응은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맞게 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을 스스로 

조작하는 행 자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 과
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 시키며 생활의 만

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 다. 즉, 사회문화 응은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개념으로, 생
태학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인 계까지도 포함하

는 범 한 체계가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 다

[29]. 한 개인이 환경 속에서 극 으로 노력하여 양

호한 삶의 상태를 달성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며 조직이나 

집단에서 자신을 맞추는 활동이나 는 과제를 효과 이

고 능률 으로 해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30]. 개인이 
환경에서 생존하기 한 투쟁으로 보며 내 요구의 충족

을 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외부변형(alloplastic)
이라고 하며, 외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내부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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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lastic)이라 한다[31].
사회 응에 하여 이주자가 정착사회의 제도와 조직

에 참여하고 조직에서 갖게 되는 지 나 역할에 해 얼

마나 잘 수행하는지의 만족과 환경에 한 처능력을 

포함한 정착 사회의 구성원에게 차별 우를 받지 않는 

변화까지도 포함하 다[3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 응이라 함은 직업을 

갖고 생계  안정성을 확보해 가면서 심리 으로 남한주

민과 유 감을 형성하며 일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먼  사회문화 응은 그들의 자발 인 노력을 토 로 이

루어지며 다른 하나는 주변환경 요인과 끊임없는 상호작
용을 하며 나타나는 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
주민의 외상 후 스트 스 장애증상으로 남한사회 응과

정에서 정착하려는 극 인 의지와 자신감이 하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들의 응력을 높이는 노력
의 토 인 개인의 자기효능감의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4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과 경제적 적응

경제  응의 사  의미는 ‘타인에게 속되거나 
는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일어섬’을 
의미한다. 개인이 독립된 생활을 하기 해 필요한 직업

을 갖으며 일정한 소득을 갖기 하여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등을 터득해  나가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33]. 경
제  응력이 높은 이주민은 정착사회와 진입이 빠르며 

이에 따른 정착지에서의 불이익은 감소하게 된다고 하

다. 반면, 이주민이 정착사회와의 진입이 늦어지면 장기
으로 경제 응에 부정 인 향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개인은 정서 인 불안감을 갖게 된다. 개인의 심리  불

안은 차 으로 자기능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결과 으

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은 낮아져 가고, 응에 한 의
지를 낮출 수 있게 된다고 하 다[34].
그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응력과 련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그들이 남한사회문화 응에서 당면한 최

우선 인 과제는 경제  응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
주민이 경제  만족감을 갖을때 심리 인 안정감을 갖으

며,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된다고 하
다[35].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을 기 하여 경제  응을 비교

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  응력이 높고 이주국 

체류기간이 길며 기혼자일수록 경제  응이 높았다. 

경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 수  정도

가 노동에 참여하는데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입국 시기가 빠르면 본국인과의 경제통합을 이
룰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6]. 

재까지 우리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해온 

정책에서도 거의 부분이 경제  응 심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경제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
이냐에 해 남북의 사회통합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37].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건강만족도, 소득수 , 취업여부, 취업가구
원의 수 등이며 장기 인 경제 응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장기근속, 안정 인 고용형태, 취업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탈북민이라는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자

격지심, 취업정보 부족, 취업을 하여도 불안정한 고용형
태 등으로 이러한 요인에 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앞으로 북
한이탈주민은 꾸 히 증가할 것이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필요한 재원 역시 수 으로 증가할 망

으로 재 정부의 경제  응정책 수 을 유지하더라도 

시기에 한 정책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볼 수 

있다[39].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응은 

먼  그들이 자신의 성에 맞는 원하는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 만족을 느끼며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경

제  응의 제조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자기효능감과 남한사회문화 적응관계에서 

경제적 적응의 조절효과

경제  응은 모든 형태의 응에서 나타나는 요인

으로[40] 경제  만족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생활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하

기 한 기술이나 능력을 추진해 나가는 동기를 진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1]. 경제  응과 련된 개인

의 의식 계를 보면 자아정체성, 외상 후 스트 스, 우
울, 불안 등은 경제활동을 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
에 심리 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자기효능감을 감소시켰다. 결국 경제  

응 실패로 이어진다고 하 다[42]. 반면, 개인  확신은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을 형성해 가며 

사회생활에서 맡은 업무 수행을 해 필요한 기술과 능

력을 터득해 나가게 된다고 하 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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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동기를 진시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루기 한 

계획, 어려움에 부딪혔을때 문제해결 방법에 정 향이 

나타났다[43-44].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기 한 방법은 크게 업무지식, 

필요로 하는 조언을 통한 사회  기술이나 정보, 사회  

지지망을 통한 근무여건 등이며 이러한 요인은 직업만족

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북한이탈주민
의 경제  응은 먼  경제활동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직업만족과 정기 인 수입이 요하고 개인이 느끼는 주

인 측면이 요함을 알 수 있다. 경제만족을 느낄때 
경제  성취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 자립을 이루

어가며 자신의 능력을 정 으로 평가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경제  응을 이루기 해서

는 먼  직업을 갖고 자신감을 회복해 가면서 낮아진 자

기효능감을 형성해 가며 고취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

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Fig.1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 응에서 자기효능감과 경제  응에 

을 맞추고,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는 능력효능감과 업
무효능감이며[45], 경제  응의 구성요소는 직업만족

도와 월수입을 살펴보고자 한다[46]. 북한이탈주민이 남
한사회문화 응의 어려움은 한샘(2011)의 항목을 통해 
사회 응과  문화 응 두 가지로 나 어 분석하고자 한

다[47]

Fig. 1. framework of analysis

3.2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북한이탈주민 209명을 상으
로 하 다. 이들이 거주하는 인천, 서울, 안산, 원주에 한

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먼 , 인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

는「통일 한마음 지원센터」의 학원생들과 그들의 지인

들인 북한이탈주민에게 35매를 회수하 다. 서울에서는 
통일부와 조선일보가 후원하는「통일과 나눔 아카데

미」의 2기 졸업생들과 그들의 지인들인 북한이탈주민
에게 102매를 회수하 다. 안산에 서는 북한이탈주민에
게 45매를 받았다. 이밖에 원주에서는 ⌜행구동 주민센
터⌟를 통해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에게서 25매 회수하
다. 배포설문은 응답자의 익명 작성 이후 직  달 는 

우편으로 회송받는 달 방식을 택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2월 16일에서 5월 26일간 3

개월 1주일 진행되었다. 응답신청은 총인원 209명에서 2
명은 신분노출에 한 불안감으로 설문을 거부하 다. 
따라서 총매 207개를 활용하 다.

재까지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근이 용이

하지 않기에 과학  표본추출이나 선정이 쉽지 않아서 

주변의 지인이나 그들과 연계된

북한이탈주민에게 부탁하여 설문받는 형식을 취하

다. 다만, 설문조사 시에는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 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체 인 설명을 통

해 설문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문화

 격차에서 오는 언어의 오류를 충분히 이해시키고자 

노력하 다. 

3.3 측정도구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은 임소희(2013) 연구에서 제시한 능률효
능감과 업무효능감 7개 설문문항을 활용하 다. ➀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부분 달성 할 수 있음 ➁어려운 일
에 부딪혔을 때 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음 ➂나는 내가 
요시하는 것을 얻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함 ➃나는 노
력을 기울이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음 ➄어
려움이 여러 번 닥쳐와도 나는 그것을 성공 으로 극복

할 수 있을 것임 ➅다른 사람보다 나는 부분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음 ➆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나는 무슨 일
이든 상당히 잘 할 수 있음을 측정하 다. 경제  응은 

유시은(2009)의 경제  응과 련있는 4개 설문문항
을 사용하 다. ➀ 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해 어

느 정도 만족하는가 ➁ 재 하는 업무에 많은 흥미를 갖

고 있는가 ➂ 재 하고 있는 업무가 요하다고 생각하

는가 ➃ 재 하고 있는 업무에 귀하의 가진 지식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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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을 측정하 다. 
남한사회문화 응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실제 으로 느끼는 사회문화의 어려움에 해 한샘

(2011)의 8개 설문문항을 활용하 다. ➀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 ➁남한주민에게서 차별을 느낌 ➂직업  
직장생활의 어려움 ➃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  지

가 낮다고 느낌 ➄남한사회의 법과 제도에 응이 안됨
이며 문화 응 문항으로는 ➅사람에 한 두려움으로 남
한주민들과 을 꺼림 ➆남한문화에 응이 안됨 ➇남
한에서 사용하는 한자나 외래어의 어려움을 측정하 다. 
이러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 로 구성하 고 이 문항들

이 남한사회문화 응에 한 용어인지, 내용 인 측면

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북한이탈주민 10명 상으로 
Pre-Testff 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이해하기 쉽도
록 조정하 다. 
분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에 한 인구통계학  정

보를 살펴보면, 남자 57명(27.8%), 여자 148명(72.2%)
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연령 는 40 (67명:33.0%), 30 (65명:32.0%)가 가
장 많은 비 을 보 다. 10 (4명:2.0%), 60 (4
명:2.0%)의 경우 가장 은 비 을 보 다. 북한학력은 
졸(124명:61.7%)이 가장 많았으며, 박사원 퇴와 졸
업(1명:0.5%)이 가장 은 비 을 보 다. 남한 학력은 
학교 재학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2명, 35.9%), 고
등학교 재학인 경우가 가장 은 비 을 보 다(1명, 
0.9%). 남한에서의 거주형태의 경우 공공임 아 트 거

주자가 월등히 많았으며(125명, 62.8%), 북한의 가족 여
부에 해 남아있는 경우(168명:82.0%)가 남아있는 않
는 경우(37명, 18.0%)보다 월등히 많은 비 을 보 다.  

4. 분석결과

4.1 탐색적 및 신뢰도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 경제  

응, 남한사회 응이며, 이러한 변인들의 세부 변인을 확
인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 다. 먼  자기

효능감 요인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Table 1에서 
KMO Bartlett 구형성 검증값이 .896, 유의확률이 0.001
보다 작게 나타나서 한 수 인 것을 볼 수 있다. 

한 자기효능감 요인은 단일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별 재치 모두 0.700이상으로 높은 수
이며, 이러한 단일요인에 해 ‘자기효능감’ 요인으로 명
명하 다.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elf-Efficacy 
Factors

question item Factor 1
➀ I can achieve most of my goals. .875
➁ When you're in trouble, I am sure I can 

achieve that. .850

➂ Even if you have a lot of trouble, I will be 
able to overcome it successfully. .850

➃ I have the ability to get what I care about. 
Think. .818

➄ Even if things are not so good, I can do quite 
well. .792

➅ I can do most of the work better than others. .782
➆ I'll try, I believe that anything can succeed .759

factor name Self-
Efficacy

KMO Bartlett : .896, p<.000

경제  응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 KMO Bartlett 
구형성 검증값이 .820,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타
나 한 수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경제  

응 요인의 세부요인은 단일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별 재치의 경우 모두 0.800이상으로 높은 
수 이며 본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에 해 ‘직업만족’ 요
인으로 명명하 으며 경제  응이라는 요인  ‘월수
입’ 요인 한 고려하여 해당요인의 경우 실질 인 수입

액을 변인으로 활용한 것으로서, 따로 요인분석에는 포
함시키지 않았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conomic 
Adaptation Factors

　question item Factor 1

➀ I'm not sure I'm gonna tell you How 
satisfied are you? .905

➁ Do you have much interest in your current 
work? .900

➂ Do you think the work you are doing is 
important? .840

➃ Are you using your knowledge and skills 
well in your    current work? .838

factor name job_satisfacti
on

KMO Bartlett : 820,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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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item Factor 1 Factor 2

➀People have prejudices about me .852 .226

➁People don't tell me directly, but 
they feel discriminatory .838 .150

➂I feel that my social status is 
low because I am from North 
Korea.

.739 .290

➃There are difficulties in 
following the job and work life .690 .358

➄I am not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097 .840

➅There are times when people are 
reluctant to contact with fear of 
others

.315 .785

➆There are difficulties due to the 
unfamiliar language used in South 
Korea (Chinese or foreign 
language)

.317 .757

➇It is not adapted to South 
Korean culture .522 .614

factor name social 
adaptation

culturl 
adaptation

KMO Bartlett : .861, p<.000

variable Cronbach 
Alpha

self-efficacy 0.918
job satisfaction 0.892
Social Support_Special Relations 0.898
Social Support_Family Relations 0.905

Social Support_Friendship 0.867
Social Adaptation in South Korea 0.844
South Korea Social Adaptation Cultural 
Adaptation 0.832

남한사회 응 요인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KMO Bartlett 구형성 검증값이 .861, 유의확률이 
0.001보다 작게 나타나 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사회 응’ 요인에 해 세부 
문항의 성격에 따라 ‘사회 응’과 ‘문화 응’ 등으로 명
명하 다.

Table 3. The Analysis of Exploratory Factors on the 
Adaptation of South Korea

본 연구의 변인들에 한 신뢰도를 확인하고 변인간

의 상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  Table 4을 통해 
변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Cronbach Alpha 값이 0.80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측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기서 경제
수입 요인의 경우,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된 변인이 아닌, 
수입 액을 변인으로 활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of Variables

4.2 응답자 특성에 따른 변인들 차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남한
거주년도, 연령 에 따라 남한사회문화 응도와 경제

응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 다. 먼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에 따른 문화 응·사회 응·직업만족·경제수입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Table 5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문화 응의 경우 10~20  연령 와 40
 연령 가 30 와 50~60  연령 보다 다소 높은 것

을 알 수 있으나, 실질 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응의 경우 30 가 가장 높고 

50~60 가 가장 낮은 수 인 것으로 확인된 반면, 직업
만족의 경우 이와 반 로 50~60 가 가장 높고 30 가 

가장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입은 연령
에 따라 상 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 가 높을

수록 경제수입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Table 5. Cultural Adaptation/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Social Adaptation/Job 
Satisfaction/Economic Incom Difference

division N average standard table

cultural 
adaptation

10~20 44 3.38 1.00
30 65 3.28 .74
40 67 3.39 .89

50~60 27 3.30 .90
sum 203 3.34 .87

social 
adaptation

10~20 44 3.24 .93
30 65 3.29 .75
40 67 3.16 .78

50~60 27 2.99 .76
sum 203 3.20 .80

job 
satisfaction

10~20 19 3.49 .87
30 50 3.33 .70
40 48 3.45 .85

50~60 17 3.59 .60
sum 134 3.43 .77

economic 
income

10~20 17 1.97 .96
30 40 2.06 .91
40 38 2.18 .77

50~60 19 2.45 1.48
sum 114 2.15 .9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거주년도에 따른 문화 응·사회
응·직업만족·경제수입의 차이를 Table 6을 통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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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nstandardization_ 
coefficient

standardizati
on 

_coefficient t p

B standard_ 
error beta

(constant) 1.319 .386 　 3.429** .001

control
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2 .001 .118 1.704 .090

age group -.042 .055 -.055 -.778 .437

indepen
dent_va
riables

self-efficacy .433 .079 .372 5.465*** .000

input method/ R²=.181, p<.000

보면, 문화 응의 경우 거주년도가 오래될수록 높은 

응수치를 보이는 경향이 존재하는 반면, 직업만족과 경
제수입의 경우, 2년 이하와 10년 이상일때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한편, 사회 응의 경우 거주년도에 따른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Cultural Adaptations/Age Social Adaptation/ Job  
Satisfaction/ Economic Income Difference

division N average standard table

cultural 
adaptation

2 below 19 2.80 .56
2~4 20 3.00 .58
4~6 58 3.25 1.05
6~8 36 3.49 .83
8~10 46 3.45 .75

10 stomach 25 3.78 .67
sum 204 3.34 .86

social 
adaptation

2 below 19 3.39 .71
2~4 20 3.05 .61
4~6 58 3.13 .96
6~8 36 3.00 .74
8~10 46 3.35 .71

10 stomach 25 3.32 .73
sum 204 3.20 .79

job 
satisfaction

2 below 2 4.20 1.13
2~4 11 3.60 .59
4~6 47 3.25 .89
6~8 22 3.49 .85
8~10 29 3.54 .61

10 stomach 24 3.41 .55
sum 135 3.42 .76

economic 
income

2 below 2 3.25 2.47
2~4 8 2.31 .80
4~6 42 2.04 1.04
6~8 21 2.10 .78
8~10 23 2.11 .64

10 stomach 20 2.43 1.30
sum 116 2.17 .99

4.3 가설검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남한사회문

화 응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경제  응이 조 역

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가설 H1: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은 그들의 사회
문화 응에 정 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분석결과 Table 7과 같다. 자기효능감이 문화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7.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ultural Adaptation

　

nonstandardization_ 
coefficient

standardiz
ation 

_coefficie
nt t p

B standard
_ error beta

(constant) .933 .388 　
2.405

* .017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5 .001 .320 5.028

*** .000

age group -.043 .054 -.045 -.797 .426

independ
ent_varia

bles

self-
efficacy .398 .080 .243 4.977

*** .000

input method/ R²=.283, p<.000

분석결과 Table 8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사회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따
라서 자기효능감이 남한 사회문화 응 모두에서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Table 8.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Social Adjustment

가설 H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응은 그들의 남한

사회문화 응에 정 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석결과 Table 9와 같다. 직업만족이 문화 응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경제  

수입은 문화 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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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Effect of Economic Adaptation on Cultural 
Adaptation

model　

nonstandardization
_coefficient

standardizat
ion 

_coefficient t p

B standard_ 
error beta

(constant) .901 .361 　 2.496* .014

controlva
riable

Education .239 .078 .276 3.075** .003

residence_
period .004 .001 .261 3.315** .001

age group -.027 .068 -.031 -.400 .690

independ
ent_varia

bles

job 
satisfaction .516 .093 .474 5.573*** .000

economic 
income -.127 .074 -.149 -1.711 .090

input method/ R²=.431, p<.000

분석결과 Table 10와 같다. 직업만족이 사회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며(p〈.001), 경제  수입의 경우 

사회 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즉, 직업만족에 한해서 해당 가설이 채택되
었다.

　model

nonstandardization_ 
coefficient

standardiz
ation 

_coefficie
nt t p

B standard_ 
error beta

(constant) 1.125 .345 　 3.266** .001

control_ 
variable

Education .141 .074 .182 1.907 .059

residence_
period .002 .001 .123 1.473 .144

age group .013 .064 .017 .207 .837

indepen
dent_var

iables

job 
satisfaction .521 .088 .532 5.888*** .000

economic 
income -.183 .071 -.238 -1.576 .111

input method/ R²=.358, p<.000

Table 10. The Effect of Economic Adaptation on Social
Adjustment

가설 H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효능감과 남한사회문
화 응 계에서 경제  응은 조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

분석결과 Table 11과 같다. 첫번째 모형과 두번째 모

형이 유의미하고 세번째 모형에서 자기효능감*경제  

만족(상호작용변인)은 통계 으로 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p〉.05). 즉 자기효능감은 문화 응에 서 경제  

만족이 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nonstandardization_
coefficient

standar
dization 
_coeffic

ient t VIF

B standard_ 
error beta

1

(constant) 2.409 .261 　 9.235***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5 .001 .324 5.028*** 1.100

age group -.043 .054 -.052 -.797 1.120

indepen
dent_va
riables

self-efficacy .398 .080 .317 4.977*** 1.074

F=18.751*** R²=0.283(∆R²=0.000)

2

(constant) 2.690 .295 　 9.108***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4 .001 .257 3.668*** 1.062

age group -.030 .058 -.036 -.517 1.050

indepen
dent_va
riables

self-efficacy .404 .094 .339 4.292*** 1.346

job 
satisfaction .224 .090 .212 2.501* 1.546

F=18.367*** R²=0.425(∆R²=0.142)

3

(constant) 2.661 .295 　 9.013***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4 .001 .256 3.655*** 1.062

age group -.028 .058 -.034 -.482 1.051

indepen
dent_va
riables

self-efficacy .381 .096 .319 3.977*** 1.396

self-efficacy
*

job 
satisfaction

-.149 .113 -.093 -1.317 1.079

F=15.686*** R²=0.433(∆R²=0.008)

Table 11.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ultural 
Adaptation The Valid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분석결과 Table 12와 같다. 첫번째 모형이 유의미하
며 두번째 모형에서 경제  수입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고, 세번째 모형에서 자기효능감*경제  수

입(상호작용변인)의 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p〉.05). 즉 자기효능감이 문화 응에 미치는 향에 있

어 경제  수입이 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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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nstandardization
_ coefficient

standard
ization 

_coeffic
ient t VIF

B standard_ 
error beta

1

(constant) 2.409 .261 　 9.235***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5 .001 .324 5.028*** 1.100

age group -.043 .054 -.052 -.797 1.120

indepen
dent_va
riables

self-efficacy .398 .080 .317 4.977*** 1.074

F=18.751*** R²=0.283(∆R²=0.000)

2

(constant) 2.514 .278 　 9.028***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5 .001 .305 4.582*** 1.178

age group -.050 .054 -.060 -.914 1.135

indepen
dent_va
riables

self-efficacy .397 .080 .316 4.965*** 1.074

economic 
income .066 .062 .073 1.074 1.212

F=15.244*** R²=0.287(∆R²=0.004)

3

(constant) 2.499 .284 　 8.807***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5 .001 .309 4.545*** 1.218

age group -.047 .055 -.057 -.858 1.162

indepen
dent_va
riables

self-efficacy .397 .080 .316 4.945*** 1.075

self-efficacy*
economic_ 

income
-.026 .096 -.019 -.276 1.208

F=12.654*** R²=0.288(∆R²=0.001)

Table 12.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Cultural
Adaptation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Income        

분석결과 Table 13와 같이 첫번째 모형이 유의미하
고, 두번째 모형이 유의미하며 세번째 모형에서 이  모

형에 비해 R² 값이 1.2%증가하 다. 자기효능감*직업만
족(상호작용변인)이유의미하여(p〈.05), 자기효능감이 

사회 응에 있어서 직업만족이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nonstandardization
_ coefficient

standar
dization 
_coeffic

ient t VIF

B standard_ 
error beta

1

(constant) 2.923 .258 　 11.313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2 .001 .117 1.704 1.100

age group -.042 .053 -.054 -.778 1.120

indepen
dent_va
riables

self-efficacy .433 .079 .372 5.465*** 1.074

F=10.508*** R²=0.181(∆R²=0.000)

2

(constant) 2.985 .300 　 9.961***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2 .001 .130 1.673 1.062

age group -.003 .059 -.004 -.046 1.050

indepen
dent_va
riables

self-efficacy .242 .096 .220 2.528** 1.346

job 
satisfaction .350 .091 .359 3.845*** 1.546

F=10.623*** R²=0.300(∆R²=0.119)

3

(constant) 3.017 .299 　 10.088***

control_ 
variable

residence_
period .002 .001 .132 1.707 1.062

age group -.005 .059 -.007 -.087 1.051

indepen
dent_va
riables

self-efficacy .269 .097 .245 2.773** 1.396

self-efficacy
*

economic_ 
income

.169 .115 .214 2.467* 1.079

F=9.294*** R²=0.312(∆R²=0.012)

Table 13.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Social 
Adjustment The Valid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분석결과 Table 14과 같다. 첫번째 모형이 유의미하
고, 두번째 모형 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번
째 모형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경제  수입(상호작용
변인)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p〉.05), 자기효능감이 사회 응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서 경제  수입이 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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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nstandardizat
ion_

coefficient

standardi
zation 

_coeffici
ent t VIF

B standard
_ error beta

1

(constant) 2.923 .258 　 11.313

control_ 
variable

residence
_period .002 .001 .117 1.704 1.100

age 
group -.042 .053 -.054 -.778 1.120

indepen
dent_var

iables

self-effic
acy .433 .079 .372 5.465*** 1.074

F=10.508*** R²=0.181(∆R²=0.000)

2

(constant) 2.872 .276 　 10.389***

control_ 
variable

residence
_period .002 .001 .127 1.778 1.178

age 
group -.038 .054 -.050 -.713 1.135

indepen
dent_var

iables

self-effic
acy .434 .079 .372 5.461*** 1.074

economic
_ income -.032 .061 -.038 -.522 1.212

F=8.429*** R²=0.182(∆R²=0.001)

3

(constant) 2.876 .282 　 10.205***

control_ 
variable

residence
_period .002 .001 .126 1.730 1.218

age 
group -.039 .055 -.051 -.715 1.162

indepen
dent_var

iables

self-effic
acy .434 .080 .372 5.447*** 1.075

self-effic
acy*

economic
_ income

.008 .095 .006 .081 1.208

F=6.988*** R²=0.182(∆R²=0.000)

Table 14.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Social 
Adjustment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Income 

결론 으로 Table 1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
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은 남한사회문화 응에 정 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응에서는 직

업만족이 자기효능감과 남한사회문화 응에 조 요인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이 남한사회 응을 해서는 

먼 ,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것이 요하며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남한사회의 한일원으

로 생활하기 해서는 하는 일에 만족감을 갖는 것이 

요하다. 

Table 15. Comprehensive Hypothesis

hypoth_
etical hypothetical content

adoption or not

cultur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H 1.

The self-efficacy of 
North Korean defectors 

It will be a positive 
factor in their 

adaptation to society 
and culture.

adoption

adoption adoption

H 2.

The economic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t 
will be a positive 

factor in their 
adaptation to social 

culture.

partial adoption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H 3.

Self-efficacy of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adaptation 
will be a factor in the 

South Korean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partial adoption

× job
satisfaction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내 요인인 자기효능

감과 경제  응이 그들의 남한사회문화 응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한 각각의 요인이 어떤 역할
을 하면서 응력을 높이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문화 응을 해

서는 먼  자기효능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

을 갖고 꿈을 실 하도록 돕는 것이 요하다. 남한사회
문화 응을 해서는 먼  응주체인 북한이탈주민의 

내 요인이 사회문화 응에 가장 직 인 향을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즉 그들의 남한사회문화
응은 외부의 경제 인 도움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  

문제해결 측면을 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에서는 
능력효능감으로 나타나며 경제  응에서는 직업만족

도가 사회문화 응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효능감에서 업무효능감, 경제  

응에서 월수입의 경우 남한사회문화 응에 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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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과 

경제  응을 시기별로 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먼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기간을 남한사회 기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때 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응을 한 비단계로서 심리  안정감과 자신감을 회

복하는 것이 요하다. 하나원을 퇴소하면 지역의 거주
지 배정을 받게 되며 이를 갈등시기로 볼 수 있다. 남한
의 사회에 한 각종 정보와 사회  안 망이 부족한 실

정에서 실은 갈등이 연속 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때
는 재 각 지역내 하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착도

우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간구된다. 그들이 북한이
탈주민을 가장 근 에서 볼 수 있기에 언어 습득과정과 

사회문화  이질감 해소를 도울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을 북한이탈주민 응과정에 투입하여 지역정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해서는 정착도우미 교육

을 재보다 더 강화하고 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후 갈
등시기를 지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해 비

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해결시기라고 볼 때 이때는 사회
인 활동이나 직업을 갖게 되는 단계로서 본격 인 

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의 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갖을 수 있도록 경력개

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토 로 직업훈련과 정책지원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부분 남한사회로 이주하면서 외상 후 스트 스 장애를 

입고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  활성화 형

성  향상을 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재 북

한이탈주민의 높은 사회문제나 부 응 인 행태를 벗어

나기 힘들 것이다.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사회와 문화 응 의 두 가

지 측면에서 모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의 핵심 인 방안은 

그들의 내  힘을 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자기효능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남한문화와 하는 하나원 입
소 때부터 지역사회로 나오기 까지 자기효능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지속 인 교육과 구체 인 정책방안이 모

색되는 바이다.
지 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선행연구는 그들의 사회

응과 문화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개체별로 분류하여 연구하여 왔으나, 본 연구는 그러한 

요인간 어떤 향을 주고 받아서 응력을 높이는지 어

떤 요인에 해 사회 응과 문화 응에 높은 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실질 인 조사연구를 토

로 새로운 근방식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

회문화 응 정책방안에 한 모색의 길을 밝혔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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