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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한 연구：

결혼만족도와 사회  지지 그리고 문화 응을 심으로*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With a Focus on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박수경(Park, Su Kyung)1)

안선희(Ahn, Sun Hee)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variable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The selected variables were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105 mothers who had defected from North Korea with preschool children 

living in Seoul, Gwangmyeong-si, and Gyeongsangnam-do provinces.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had meaningfully positive effects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However, marginalization was found to be a 

predictor of competence-anxiety in parenting. The selected variables derived from the environmental 

systems in maternal parenting we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and furthermore, their sociocultural environments were also important in parenting. 

These findings clearly showed that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wer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of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ppea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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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 great deal of utility as preliminary data to improve the parenting efficacy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Keywords：북한이탈 어머니(North Korean refugee mothers),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결혼만

족도(marital satisfaction), 사회  지지(social support), 문화 응(acculturaion).

Ⅰ. 서 론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  반부

터 증하기 시작해 2006년부터는 매년 2,000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꾸 히 입국하고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4). 2014년 3월

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총수는 잠정 으로 

26,483명으로 추산되는데(Ministry of Unification, 

2014), 최근 이들의 입국 련 특징은 여성 입

국자수의 증과 가족단  는 부부동반 입국

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2002년을 기 으로 

여성의 입국비율이 남성을 추월하여 2014년도

에는 8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 

12월 집계에서 총 입국자수 비 20 와 30

의 여성 비율이 72%를 차지하면서 여성의 비

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이러한 연

령 의 증가는 생애주기 상 결혼으로 인한 가정 

형성으로 자녀양육을 수행해야 하는 어머니의 

증가를 의미한다(Park & Kang, 2012). 특히 발

달 상 결정  시기에 놓인 유아기 자녀를 둔 북

한이탈 어머니의 경우 이주로 인한 이들의 변화

된 양육환경이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자녀발

달에 미치는 향력을 주요한 사안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북한이탈여성의 생활  양육실태조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다수의 어머니들이 경제

 빈곤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탈제도  이주로 인한 신변 불안과 

응  외상후 스트 스 등으로 우울증을 호소

하는 등 부모로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수행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 Lee, 2009; 

Lee, Kim, & Kim, 2012; Lee, Park, Park, & 

Park, 2010;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11). 실제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

을 살펴본 연구에서, 다수의 어머니들이 자녀

들을 으로 훈육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정

이고 거부 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Lee et al., 2010). 한 남편의 가부장  

태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  고충과 출신 사회와 상이한 사회․문화

 환경은 이들의 자녀양육에 이  삼 의 부담

을 가 시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들 한 어머니와 동일한 외상후 스트 스

로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래친구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그리고 유

아교육기  응 등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ang & Lee, 2009). 이러한 

북한이탈 어머니의 불안정한 양육환경과 경제

 빈곤은 어머니 자신의 심리  정서에 직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는 아동의 발달을 지속 으로 해할 수 

있다(Duncan & Brooks-Gunn, 2000; Lee et al., 

2010). 따라서 자녀의 발달과업에 있어서의 결정

 시기인 유아기의 발달과 자녀의 사회 응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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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때, 이들이 부모로서 자신의 양육과제

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능력과 자신

감이 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이 같은 맥락

에서 당면한 자녀양육 문제들에 보다 효과 으

로 처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 어머니에게 동기

를 부여하고 정 인 믿음을 제공할 수 있는 

어머니의 인지 인 측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양육 상황에 성공 으로 

처할 것이라는 기 감인 양육효능감이 북한이

탈 어머니의 자녀양육 변인으로 요구된다. 

양육효능감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서 어머

니의 자녀양육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어머니를 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녀양육에 있어 양육효능감

의 요성을 조명하면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

머니일수록 보다 합리 인 양육행동을 보일 뿐

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도 극

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1). 

이 같은 양육효능감의 향력은 소득층 어머

니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는데(Ahn, Kwon, & Park, 2012), 이는 유사한 

사회․경제  지 를 가진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유아

교육기  응력과 사회 응력이 높았다는 연

구결과(Jackson, Choi, & Bentler, 2009)를 볼 

때, 양육효능감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 응

에도 직 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양육

효능감은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으로 조명되고 있는데, 연구결과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양육에 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e, Lee, Kim, Kim, 

Kim, & Kim, 2010; Kim, 2008; Kim, 2009). 이러

한 결과들은 양육효능감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

녀양육을 정 으로 이끌 수 있는 기능과 효과

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

에서 양육효능감은 북한이탈 어머니들이 처한 불

안정한 양육환경과 부정 인 양육행동을 상쇄시

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연구 상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탈 어머니들에 한 근이 어려웠을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양육 분야에 한 사회  

심의 부족으로 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최근 간호학 분야에서 어머니의 자녀양육

을 외상 후 스트 스 등과 련지어 살펴본 연

구가 있으나 이마 도 어머니의 양육 련 변인

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여 살펴보지는 않았다

(Lee et al., 2010). 그러나 발달 시기에 있어 유

아기 단계의 요성을 고려해 볼 때, 유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에 한 양육 지원은 매우 효과

일 뿐 아니라 방  차원에서도 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  차원의 지원에 앞서 

보다 효과 으로 자녀양육에 처할 수 있는 어

머니 개인의 양육  자신감을 향상시켜 주는 것

이 시 하다. 이 같은 연구 에 기 해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향을 주는 요

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 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탈 어머니의 경우 이들의 이

주민  지 와 탈제도  이동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인  요인과 더불어 환경  요인들을 주요 

변인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기 으

로 결합된 다양한 요인들의 향을 받는 양육환

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설명해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을 다

차원  환경체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북한이탈 어머니의 개인  배경인 사회․인구

학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

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반 으로 어머니의 개인  배경인 사회․

인구학  특성 한 련 선행연구들에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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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

정의 경제  지표가 되는 소득의 경우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소득수 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ung, Kwon, 

& Lee, 2009).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Kim, 2009). 학력(Kim, 2008)과 

어머니의 취업유무(Moon, 1999)도 양육효능감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

향이 특수한 이주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 어머니

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해 볼 필요

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열악한 경

제상황과 학력 그리고 각기 다른 한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이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라 어떠

한 차이가 나는지도 앞서 언 한 환경 인 변인

들과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일차 인 차원의 양육환경인 북한이탈 

어머니의 가정환경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는 직 으로 양육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환

경이라 할 수 있다. 자녀양육이 결혼 생활의 결

과로 인한 부부 공동의 과업인 만큼 어머니 자

신의 결혼만족도를 양육효능감과 련지어 볼 

수 있다(Kim, 2009; Lim, 2013). 선행연구에서

도 어머니가 경험하는 결혼생활에 한 만족의 

정도는 자신의 심리  안녕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격 형성  발달에까지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0). 

특히 Lim(2013)의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양육효능감에 직 이

고도 정 인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의 양육에서 부부 간의 계 

 력이 가지는 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결

혼생활에 한 만족도가 자녀 양육에 있어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혼생활에 

한 만족도는 자녀양육의 주 역할을 맡고 있는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과도 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북한이탈 어머니의 

경우 이들의 결혼만족도는 일반 가정과 달리 국

제결혼이나 남한 정착 이후 재혼이나 사실혼 등

으로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부부

동반 입국자의 경우 남한 정착 이후 그 만족의 

정도가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 북한이

탈 어머니에게 있어 가정환경은 남한 입국 이후 

사회  연결망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

서 매우 주요한 지지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Park & Kang, 2012) 이들의 결혼만족도가 양

육효능감에 미치는 향력은 지배 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를 주

요 변인으로 탐색해 보아야 한다.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생활실태를 살펴 에 

있어 타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가정과 달리 

이들만의 고유한 정부 지원 시스템  주거 특

성으로 인한 지지  환경요인이 양육효능감과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집단 거주 방

식으로 인한 주변 이웃의 지원과 정부기   

지역 응센터 등의 다양한 지원은 사회  지지

의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환경  변인들이

다. 이는 양육환경을 구성함에 있어 개인의 주

변 환경을 아우르는 지역  차원의 환경요인으

로 볼 수 있다. 낯선 환경으로 인한 응  양

육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어머니에게 있어 

사회  지지는 유용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채 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심리  안

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사회  지지는 

양육행동에 지지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05). 특히 Kim(2009)은 

이주여성의 경우 사회  지지 정도에 따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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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양육 질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지 하

다. 따라서 이들만의 고유한 사회  지지체계

가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사회  지지를 향요인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어머니의 이주민  지 를 고려해 

볼 때, 자신들의 출신 사회와는 상이한 사회․

문화  환경요인을 주요 변인으로 살펴볼 수 있

다. 이는 양육환경에 있어 거시  차원의 환경

체계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의 변화는 북한이탈 어머니로 하여  새로운 사

회․문화  체제로의 응을 요하게 되는데, 이

는 문화 응이라는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 으로 부모의 양육은 자신이 속한 공간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변화되는데, 특히 사회․

문화  가치에 지 한 향을 받는다(Bae et al., 

2010). 양육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부모의 제

반 양육행동은 가족의 사회․문화  맥락 하에

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 다

양한 인종 간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양육행동의 차이는 이들의 다양한 문화  배경

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s & Toolis, 

2010). 미국으로 이주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이들이 겪는 문화 응

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가정의 자녀양육환경이 

안정 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Garcia-Coll 

& Magnuson, 2000: Suarez-Orozco & Suarez- 

Orozco, 2001). 따라서 문화 응 수 이 낮을 

경우 이는 어머니의 심리  불안감을 야기하여 

양육효능감에 부정  향을 래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로 이주한 국계 부모들의 문화

응을 살펴본 최근 연구에서는 문화 응의 수

이 높을수록 보다 정 인 양육경험과 양육

기술을 많이 가짐으로써 이들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stigan & Koryzma, 

2011). 그러나 북한이탈 어머니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화 응의 향력을 양

육효능감과 련지어 살펴보고 있지 않다. 그러

므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들이 직면한 새로운 사회문

화  환경과 이주민  지 로 인한 문화 응을 

주요 변인으로 규명해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 어머니들에게 내재

된 특수한 상황과 선행연구들의 한계 을 고려

하여 이들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련 변인들을 결혼만족도와 사회  지지 그리고 

문화 응을 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 사각지 에 놓인 북한이탈 어

머니들의 양육 반에 한 학계  사회의 

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 을 수행하기 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

학  변인에 따라 양육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결혼만족도와 사회  지지, 그리

고 문화 응이 북한이탈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향력

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경남 지역

(창원, 김해, 부산)에 거주하는 유아기 아동(3세

∼7세)을 둔 북한이탈 어머니들 105명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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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105)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N ) Percentage(%)

Age

In 30s 5 4.7

Below 30s 56 53.3

In 40s 41 39.0

Over 50s 3 2.7

Education

Below a middle school 16 15.2

A high school 67 63.8

Over junior college 17 16.2

Job status of husband

Temporary employment 53 50.4

Service job 16 15.2

Office job 18 17.1

Etc. 3 2.9

A native place of husband

North Korea 55 52.0

China 35 33.0

South Korea 16 15.0

Marital status 
First marriage 45 43.0

Second marriage 55 52.0

Occupation
Housewife 69 65.7

Occupied 33 31.4

Numbers of children
One 44 41.9

Over one 60 57.1

Monthly income of a household

Below 1 million won 15 14.3

In the 1 - 2 million won 43 41.0

Over 2 million won 37 35.2

Duration of settlement

Below 1 - 3 years 34 32.4

Below 3 - 6 years 45 42.9

Over 6 years 24 22.9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Using 84 80.0

Unusing 2 2.0

Note. Case numbers of each item are different by the nonresponse.

으로 하 다. 이는 자녀의 발달과업에 있어서 

유아기가 가장 결정  시기일 뿐 아니라 이 시

기의 과업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후 

지속 인 해가 측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

육이 요시되는 유아기 아동을 둔 가정으로 연

구 상을 선정하 다. 연구 상에 한 명단 확

보나 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덩이 표집으

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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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으로 포함된 북한이탈 어머니의 구

체 인 사회․인구학  특성은 Table 1에 제시

하 다.

2.연구도구

1)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번안  수정한 Shin(1997)의 척도를 사

용하 다. 본 도구는 부모로서의 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Efficacy area: PSCE)을 측

정하는 인지  차원과 부모로서의 좌 감  불

안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Anxiety area: 

PSCA)을 측정하는 정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부모의 반 인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를 들어,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나

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개 문항인 

본 척도는 ‘  그 지 않다'에서 ‘정말 그 다'

까지 5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부모효

능감의 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에 자

신감이 높은 것으로 그리고 부모불안감은 해당 

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불안

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총 이 높

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하며 양육효능감 총 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부모불안감 문항은 모두 역채 하여 계산하

다. 본 연구에서의 체 문항에 한 신뢰도 계

수는 .70이며 하 요인인 부모효능감은 .76, 부

모불안감은 .65로 확인되었다. 

2)결혼만족도

북한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해서 Fowers와 Olson(1993)이 개발한 ENRICH 

(Evaluation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의 하 척도인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을 번안  수정

하여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결혼 생활의 주 

역인 배우자의 성격  특성, 의사소통, 의사결

정  갈등해결, 자녀양육, 가족  친구들과의 

계, 그리고 부부로서의 역할 계 등을 측정하

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총 10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평정되며 총 이 높을수록 만족 수 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한다. 문항별 내용은 ‘나는 남편의 성

격 인 특성과 개인 인 습 이 마음에 들지 않

는다', ‘나는 나의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친

구들과의 계에 해 만족하지 않는다' 등이

다. 체 문항에 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

수는 .76이었다. 

3)사회  지지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해 Zimet 등

(Zimet, Dahlem, Zime, & Farley, 1988)이 개발

한 Multidement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를 Kim(2008)이 재구성한 척도

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Kim(2008)의 도구는 원 도구의 ‘친구’ 

요인을 확장하여 친구를 한국친구와 본국친구

로 구분하 다. 따라서 수정된 Kim(2008)의 도

구는 가족, 본국친구, 한국친구, 의미 있는 타자

의 4가지 하 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주로 정부 산하의 기 이나 종교  복지단체의 

단체  차원에서 사회  지지를 받는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 의 문가를 의미

하는 ‘의미 있는 타자' 요인을 보다 확장하여 

‘사회단체'로 수정하여 측정하 다. 각 문항은 

‘나는 상황이 어려울 때 주로 한국친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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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한다', ‘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  수 있는 

같은 국 의 친구들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한 응답은 5  척도

로 평정토록 되어 있으며 총 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7이며 하 요인인 가족

의 신뢰도 계수는 .93, 본국친구는 .90, 한국친

구는 .87, 사회단체는 .90으로 확인되었다. 

4)문화 응

북한이탈 어머니의 문화 응 정도를 측정하기 

해 Barry(2001)의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미국으로 이주한 아시아계 다문

화가정을 한 문화 응 척도로서 이주민의 문

화  동화 략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것이

다. 본 척도는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등 총 4

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주변

화' 요인은 자신의 고유문화 정체성은 물론 한

국문화의 정체성 한 낮은 상태를 말하며, ‘분

리' 요인은 한국문화 정체성은 낮으나 고유문화 

정체성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화' 요인

은 한국문화 정체성은 매우 높으나 고유문화 정

체성은 낮음을 의미하며, ‘통합' 요인은 한국문

화와 고유문화의 정체성 모두 높음을 말한다. 

각 문항은 ‘나는 북한 출신 사람들보다 남한 사

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 ‘나는 북한 출신 사람

들과 남한 사람들 모두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긴

다고 느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척도로 구성된 Barry(2001)의 도구를 본 연

구에서는 ‘  아니다’부터 ‘매우 그 다’까지 

5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계수는 .86이며 하 요인인 통합의 

신뢰도 계수는 .70, 동화는 .75, 분리는 .74, 주

변화는 .78로 확인되었다. 

3.자료수집

설문 문항에 포함된 용어  문장의 성을 

확인하기 해 연구 상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이

탈 어머니와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

에서 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 어머니들을 상으로 본조사를 수행하

다. 먼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서울  경상남도에 소재한 지역 응센터 

 통일희망 사단을 방문하여 련 담당자에게 

연구 목 을 설명하고 설문 동의를 받은 이후 본 

설문지를 배포하 다. 한 북한이탈주민을 한 

취업박람회나 로그램을 운 하는 기 을 방문

하여 설문 동의를 구한 후 본 조사를 수행하 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는 철 히 무기명으로 진행되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연구자가 직  북한이탈 

어머니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 다. 그리고 

경남 지역인 창원, 김해, 그리고 부산 지역은 북

한이탈주민의 취업박람회를 주 하는 기 의 

조를 받아 설문을 의뢰한 후 우편으로 수거하

다. 회수 시 응답내용의 비  보장을 해 응답한 

설문지는 설문 투에 부착된 테이 를 이용해 

된 상태로 수거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연

구 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학생  2세 이하

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그리고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되는 설문지는 제외하

여 총 130부  10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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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105)

 Variables M SD Range

Acculturation

Intergration 3.24 .61

1∼5
Assimilation 2.78 .56

Seperation 2.84 .66

Marginalization 2.50 .55

Social support

Family 3.62 1.16

1∼5

A North Korean friend 3.40 .87

A South Korean friend 2.63 .89

A social organization 2.83 .94

Total 3.12 .59

Marital satisfaction  3.27 .53 1∼5

Parenting efficacy

PSCE
1)

3.20 .42
1∼5 

PSCA2) 2.87 .70

Total 3.18   

1) PSC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Efficacy area

2) PSCA: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Anxiety area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

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

하 다. 둘째,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

과 문화 응 그리고 사회  지지와 결혼만족도 

등의 일반 인 경향을 살펴보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셋째,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t 검정과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상 계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계를 살펴보고, 북한이탈 어

머니의 문화 응과 사회  지지 그리고 결혼만

족도가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느 변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지를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 문제

를 진단하기 해 공차계수와 분산팽창계수 그

리고 Durbin-Watson 계수를 확인하 다.

Ⅲ. 결과분석

1.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

계를 실시하 다(Table 2 참조). 먼  북한이탈 

어머니의 문화 응은 하 요인별로 통합의 평

균이 3.24, 동화는 2.78, 분리가 2.84, 주변화는 

2.50으로 나타났다. 문화 응의 하 요인 에

서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고유문화인 북한문화

에 한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정착 사회의 

문화인 남한문화에 한 수용에도 극 인 통

합의 평균이 가장 높고 두 문화 모두에 한 정

체성이 낮은 주변화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문화 응 

수 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수 으로 남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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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parenting efficacy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Variables
PSCE PSCA Total

Scheffe
M(SD) M(SD) M(SD)

Age
Below 30s(n = 61) 37.96( .69) 12.02(.37) 49.95(.74)  

Over 40s(n =44) 39.30( .78) 10.68(.42) 52.61(.84)  

 t 1.62 5.66* 5.69*  

Education
Below a middle school(n = 16) 37.69(1.28) 12.81(.70) 48.88(1.38)  

Over a high school(n = 84) 38.83( .56) 11.19(.30) 51.64(.60)  

 t .81 2.13* 1.83  

Occupation
Housewife(n = 69) 39.10( .62) 11.64( .34) 51.46( .68)  

Occupied(n = 33) 37.27( .89) 11.09( .50) 50.18( .98)  

 t 1.68 .90 1.07  

Numbers of 

children

One(n = 44) 37.86( .77) 11.84( .11) 50.02( .84)  

Over two(n =60) 38.88( .66) 11.20( .09) 51.68( .72)  

 t 1.00 1.13 1.49  

Monthly 

income of 

a household

Below 1 million won(n = 15)
a

37.80( .80) 13.47( .68) 48.33(1.45)
c > b

c > a
Below 2 million won(n = 43)

b
38.65( .65) 11.63( .40) 51.02( .85)

Over 2 million won(n = 37)c 38.77( .87) 10.06( .43) 52.59( .92)

 F .18 8.78*** 3.12*  

Duration of 

settlement

Below 1∼3 years(n = 34)
a

38.24( .87) 12.53( .45) 49.71( .97)
c > b

c > a
Below 3∼6 years(n = 45)b 51.69( .76) 11.78( .39) 51.69(1.28)

Over 6 years(n = 24)
c

51.46(1.04) 9.33( .53) 51.46(1.50)

 F 2.19 11.15*** 1.31  

*p < .05. ***p < .001.

화를 수용하는 단계로 진  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사회  지지의 평균은 3.12이고, 하

요인별로는 가족의 평균이 3.62, 본국친구는 

3.40, 한국친구가 2.63, 사회단체는 2.83으로 나

타났다. 즉, 북한이탈 어머니들이 남한 사회에

서 체로 사회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그 지지원이 자신의 가족과 본국출신에 편

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결혼만족

도의 평균이 3.27로 나타나 북한이탈 어머니들

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다소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체 평균은 3.18로 확인되어 자녀 양

육에 있어 효능감을 다소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나 계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하여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양육효능감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

로 측된 북한이탈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 

유무, 자녀 수, 월평균수입, 그리고 남한 정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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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북한이탈 

어머니의 연령은 하 요인인 부모불안감(t = 5.66, 

p < .05)과 양육효능감(t = 5.69, p < .05) 체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3 참조).

즉, 30  이하의 연령인 어머니가 자녀양육 시 

더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력의 경우도 부모불안감 요인(t = -2.13, p < .05)

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불안감 수 이 더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월평균 수입도 

하 요인인 부모불안감(F = 8.78, p < .001)과 

체(F = 3.12, 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수입이 을수록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후검증 결과, 월평

균 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소득 수 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남한 정착기간의 경우, 

양육효능감의 하 요인인 부모불안감(F = 11.15,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남한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 체만을 종속변인

으로 하여 사후검증을 한 결과, 6년 이상의 정

착기간을 가진 집단에서 양육효능감이 가장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결혼만족도와 사회  지지 그리고 문화 응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향

1)연구변인들 간의 상 계분석

양육효능감에 한 회귀분석에 앞서 북한이

탈 어머니의 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

하 다(Table 4 참조). 

변인들 간의 상 계수를 살펴 에 있어, 먼  

문화 응 변인이 다른 독립변인과 갖는 상

계수를 확인하 다. 문화 응과 사회  지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r = .27, p < .01)

을 보 다. 그리고 사회  지지와 결혼만족도도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r = .24, 

p < .05). 사회  지지(r = .41, p < .01), 결혼만족

도(r = .40, p < .01), 문화 응(r = .23, p < .05)

의 순으로 양육효능감과 비교  높은 상 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효능감

에 있어서도 사회  지지(r = .42, p < .01)와 결

혼만족도(r = .45, p < .01)는 높은 상 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불안감에 있어

서는 문화 응(r = -.35, p < .01)만이 유의한 상

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양육효능감에 한 회귀분석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결혼만족도

와 사회  지지 그리고 문화 응이 미치는 향

을 살펴보기 하여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  변인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던 연령, 학력, 남한 정착기간,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통제하고 계  회귀분석

을 실행하 다.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의 Durbin- 

Watson 계수는 1.92로 확인되었으며, 공차계수와 

VIF 계수도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다 공

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F = 5.95, p < .001), 

선정된 독립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을 38% 설명하는 것으로 밝 졌다(Table 5 

참조). 

먼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

인들을 통제한 Model 1에서는 련 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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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105)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 - .37** .08 .01 .05 .24* .27** .00 .21* -.23* .08 .45** .00 .40**

b  - -.12 .37** .36** .73** .23* .02 .01 -.22* .15 .37** -.01 .35**

c   - -.06 -.04 .26** .16 -.15 .36** -.06 -.12 .23* .06 .17

d    - .37** .68** .37** .35** -.49** -.36** .55** .17 -.15 .24*

e     - .70** .15 -.11 -.08 -.15 .09 .22* -.03 .21*

f      - .38** .04 -.07 -.33** .27** .42** -.05 .41**

g       - .53** -.28** -.44** .72** .17 -.27** .30**

h        - -.47** -.11 .71** -.03 -.06 .00

i         - .42** -.77** .15 .26** .00

j          - -.70** -.22* .41** -.41**

k           - .06 -.35** .23*

l            - .09 .86**

m             - -.41**

n              -

*p < .05. **p < .01. Case numbers of each item are different by the nonresponse.

(a = Marital satisfaction, b = Family, c = A North Korean friend, d = A South Korean friend, e = A social organization, 

f = Social support, g = Intergration, h = Assimilation, I = Separation, j = Marginalization, k = Acculturation, 

l = PSCE, m = PSCA, n = Parenting efficacy)

<Table 5>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n parenting efficacy (N = 86)

   Model 1 Model 2

   B β B β

Control 

variables

Age  1.85 .16 .55 .04

Education  1.52 .09 .16 .01

Monthly income  1.76 .21 .48 .05

Duration of settlement  -.61 -.08 -.12 -.01

Independent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27 .26*

Social support    .18 .25*

Accultration

Intergration   .14 .07

Assilmilation   .01 .01

Separation   .17 .14

Marginalization   -.27 -.23

 R2  .08

1.89

.38

.30

5.95***

 ∆R2  

 F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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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n PSCA (N = 86)

   Model 1 Model 2

   B β B β

Control 

variables

Age  -.71 -.12 -.73 -.13

Education  -.36 -.04 -.22 -.02

Monthly income  -.92 -.22* -.62 -.15

Duration of settlement  -1.14 -.30** -1.02 -.26*

Independent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07 .15

Social support    .03 .10

Accultration

Intergration   -.16 -.18

Assilmilation   .04 .08

Separation   -.06 -.11

Marginalization   .18 .30*

 R2  .25

 

6.97***

.35

.10

1.95†
 ∆R2  

 F  

†p < .10. *p < .05. **p < .01. ***p < .001.

양육효능감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독립변인들을 투입한 Model 2에

서는 결혼만족도와 사회  지지 변인이 북한이

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

들로 확인되었다. 반면 문화 응 변인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

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

보면, 결혼만족도(β = .26, p < .05)와 사회  

지지(β = .25, p < .01)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

인의 향력은 거의 동일하 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사회  지지 그리고 문화 응이 양육효능감의 

하 요인인 부모불안감에 미치는 향력을 살

펴보았다(Table 6 참조).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

의 Durbin-Watson 계수는 1.90으로 확인되었으

며, 공차계수와 VIF 계수도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

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F = 1.95, p = 

.08), 선정된 독립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부모불안감을 35% 설명하는 것으로 밝 졌다. 

먼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

들을 통제한 Model 1에서는 월평균 수입(β = 

-.22, p < .05)과 남한 정착기간(β = -.30, p < 

.01)이 부모불안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들을 투입한 Model 2

에서는 남한 정착기간(β = -.26, p < .05)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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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n PSCE (N = 86)

   Model 1 Model 2

   B β B β

Control 

variables

Age  1.14 .10 -.17 -.01

Education  1.16 .07 -.06 -.00

Monthly income  .83 .10 -.14 -.01

Duration of settlement  -1.75 -.24 -1.14 -.16

Independent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34 .36**

Social support    .22 .33**

Accultration

Intergration   -.02 -.01

Assilmilation   .05 .04

Separation   .10 .09

Marginalization   -.09 -.08

 R2  .05

 

1.13

.37

.32

6.33***

 ∆R2  

 F  

**p < .01. ***p < .001.

화 응의 주변화 변인(β = .30, p < .05)만이 북

한이탈 어머니의 부모불안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사

회  지지 그리고 주변화를 제외한 문화 응의 

하 요인들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문화 응 수 이 낮을수록, 남

한 사회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수

입이 낮을수록 부모불안감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부모불안감

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면, 주변화(β = .30, 

p < .05)와 남한 정착기간(β = -.26, p < .05)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odel 1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던 월평균 수입

은 Model 2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사회  지지 그리고 문화 응이 양육효능감의 

하 요인인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향력을 살

펴보았다(Table 7 참조).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

의 Durbin-Watson 계수는 1.90으로 확인되었으

며, 공차계수와 VIF 계수도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

되었다.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F = 6.33, 

p < .001), 선정된 독립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

니의 부모효능감을 37% 설명하는 것으로 밝

졌다. 먼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들을 통제한 Model 1에서는 련 변인들이 

부모효능감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독립변인들을 투입한 Model 2에

서는 결혼만족도와 사회  지지 변인이 북한이

탈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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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확인되었다. 반면 문화 응 변인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

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인들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면, 결혼만족도(β = .36, 

p < .01)와 사회  지지(β = .33, p < .01)의 순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문화 응과 사회  지지, 그리고 

결혼만족도가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향력을 실증 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

다. 앞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토 로 논

의를 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이들의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

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 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을 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도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Kim, 2009), 그리고 소득수 이 높을

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hung et al., 2009; Yang & Choi, 2011). 따라

서 북한이탈 어머니들 한 동일한 자녀양육과

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양육효능감에 있어 일

반가정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과 유사한 특

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의 하 요인별 차이검증에서 연령 

 월평균 수입과 더불어 북한이탈 어머니의 학

력과 남한사회 정착기간이 부모불안감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력수 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남한 정착기간

이 길어질수록 자녀양육에 있어 불안감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어머니의 교

육수 이 높을수록 보다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정 인 

상호작용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선순

환을 낳게 된다. 따라서 학력 변인은 양육효능

감에 있어 주요한 개인 인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사회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북

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경험과 지식이 축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계망 한 확장되므로 양

육  능력과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도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다문화가정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0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조사 결

과, 북한이탈 어머니들은 정착기간이 길어질수

록 한국어를 보다 유창하게 구사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교육과 응에 도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극 으로 임

해 사회  지지원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 Lee, 2009). 이러한 정착기간에 따른 

양육자원의 축   확장은 북한이탈 어머니에

게 있어 자녀양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한 방

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목 인 결혼만족도와 사회

 지지 그리고 문화 응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양육효능감과 상 이 있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들을 통제하고 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회귀모델은 모

두 유의하 으며 독립변인으로 선정된 결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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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 사회  지지 그리고 문화 응의 하 요

인인 주변화 변인이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나 사회

 지지와 달리 문화 응은 양육효능감의 하

요인인 부모불안감에서만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북한이탈 어머니

들이 결혼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

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높아

지며 문화 응 수 이 낮을수록 부모불안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어머니일수록, 주

변의 다양한 지지원을 확보한 어머니일수록 그

리고 남한 사회 문화에 한 응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어려움과 낯선 사회․문화  환경 하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북한이탈 어머니일지라도 

결혼생활에 한 만족과 다양한 지지체계로부터

의 도움 그리고 문화 응이 양육  부담을 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선정한 변인들 , 유의한 상 이 있는 

사회․인구학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결혼만

족도와 사회  지지가 3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명력이 높은 결혼만

족도의 경우, 가정의 재정 형편이나 시 과의 

계는 물론 특히 남편과의 계  부부로서의 

역할 등에 을 두고 있어 북한이탈 어머니의 

결혼만족에 있어 남편이 주요한 역할로 기능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이주민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탈제도  이동으로 인해 연  

친인척 계가 단 된 상황에서 심리  안정의 

근거환경이자 자녀양육 시 직 인 도움을  

수 있는 환경이 양육의 일차 인 환경인 가정이

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 어머니들이 사실혼

이나 동거 는 재혼의 형태로 다시 가정을 형

성하는 이유가 어머니 자신의 외로움 해소는 물

론 부부 계에 있어서의 행복을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11). 이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

녀양육환경에 있어 미시  차원의 가정 환경  

요인이 가지는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  지지 역시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사

회  지지 변인을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과 연  지어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일반가정 

 다문화가정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

회  지지가 자녀양육에 있어 주요한 기능을 하

는 것으로 밝 졌다(Belsky, 1984; Kim, 2009; 

Lee, 2011).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  지원이 매우 제한 인 것을 감

안해 볼 때, 주변에서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지지원이 있다면 이들의 양육효능감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과 본국친구 그

리고 한국친구와 사회단체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

인 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응 변인의 경우 양육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

화 응이 양육효능감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 졌는데(Kim, 2008; Kim, 2009), 이는 다음

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북한이탈 어머니

의 사회․인구학  변인과 문화 응 변인간의 

높은 상 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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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학력과 수입 그리고 남한 정착기간이 

문화 응 변인과 매우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효능감에 향을 미치

는 환경체계에 있어 거시  체계에 속한 문화

응 변인보다는 미시  체계인 사회․인구학  

변인이 보다 직 이고 지배 인 환경체계로 

기능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

러한 사회․인구학  요인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있어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ackson et al., 2009; 

Yang & Choi, 2011). 따라서 이 같은 사회․인

구학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

인 향력과 문화 응과의 높은 상 성으로 인

해 문화 응 변인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

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문화 응 수 을 살펴

보았을 때, 북한이탈 어머니가 보인 평균을 상

회하는 수 의 문화 응은 양육효능감에 유의

한 향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반 으

로 문화 응 수 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새로운 

문화에서의 양육 략을 잘 받아들이고 성공

인 양육경험과 노하우를 축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Chung, 2011; Costigan & Koryzma, 2011). 

한 높은 수 의 문화 응은 이주 사회의 양육 

자원에 한 부모의 근성을 높여 양육효능감

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북한이탈 어머니의 문화 응 수 으로

는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만한 양육자원이나 지

식을 충분히 습득했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문화

응 변인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서울시 북한이탈여성의 실태조사에서 

문화변인이 아동의 사회 응에 있어 험요인

이자 보호요인인 것으로 보고된 바(Jang & Lee, 

2009), 문화 응 변인의 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한 이주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알아본 일

부 연구에서도 이주부모들의 문화 응이 양육

효능감과 정 인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난 연구결과(Kim & Pohner, 2002)는 본 연구

와 일치한다. 비록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 규명에 있어서는 문화 응 변인의 향력을 

검증할 수는 없었으나 아동의 응  양육효능

감과의 정  상 계를 고려해 볼 때 문화 응 

변인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이탈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결혼만족도와 더불어 주 의 사회  

지원  문화 응 수 을 높임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 어머

니들이 처한 경제  어려움과 탈제도  이동으

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환경의 부정  효과를 상

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

한이탈 어머니의 양육환경을 정 으로 조성

하기 해서는 이들의 필요와 실태에 기반한 지

원 방안이 극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지

속 인 부부 상담과 부모교육을 통해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결혼생활을 개선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교류의 장을 마련해 이들이 다양한 지지

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계

망을 확 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이탈 어머니 

한 문화 응의 상이며 이들의 문화 응  

과제가 양육에 향을 미치는 향력을 고려해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올바른 문화인식 제고에 

노력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 련 연

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의 양육효능감

과 이에 미치는 변인들의 향력을 규명해 보았

다는 에서 연구의 실증 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효

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들의 자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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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한 사회  심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의도  

표집으로 상이 선정되었으나 북한이탈 어머

니들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주요 도시들에서 

연구 상이 되는 북한이탈 어머니들 부분을 

표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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