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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

cy, adaptation stress and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mothers who have defected from North Kore-

an. Methods: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llustrate the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daptation stress

and PTSD and report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ugust and November of 2009 in Hana-

won and 105 mothers who met eligibility criteria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Ignorant/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of parenting showed the highest score in our study. The level of parenting efficacy was 2.72±0.36 and adaptation stress

level was 3.35±0.47 showing perceived hostility the highest and homesickness the lowest. Participants with moderate to

severe PTSD accounted for 79.5% of the mothers, and 75% of them reported symptoms for 3 months or more. Authorita-

tive parenting behavior showe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ing efficacy, cultural crisis and fear, adaptation stress and

PTSD. Conclusion: Mothers who have defected from showe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and high adaptation stress

level and PTSD while parenting efficacy was high.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arenting intervention programs which can

guide these mothers toward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need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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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에 북한이탈주민이 1990년 중반부터 급증하기 시

작하 고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2,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새롭게입국하고있다. 현재국내에거주하고있

는 북한이탈주민은 1만 4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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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으로 여겨지게 되었다(Hong, 2005).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으며 북한

을벗어난후외국의국적을취득하지아니한자를말하며, 정부

에서 사용하는 공식용어이다. 이는 1997년 제정된‘북한이탈주

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 2조1항의 정의에 따르고

있다. 1990년 전후 20-40 의 젊은 남성이 중심이었던 북한

이탈주민이최근노인, 여성, 아동및청소년등으로확 되어가

고 있다(Hong, 2003). 통일부 보고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42%, 2003년 63%, 2005년 69%, 2006년 75%, 2008

년 78%를 차지하 다. 또한 1-19세 아동의 비율 역시 전체 북

한 이탈주민의 16%를 차지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이 증가함에 있어서 이들이 사회에 안

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

착금 지원 등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새로

운 환경으로의 적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Hong,

2005). 특히 북한이탈 어머니들은 또 다른 사회로의 정착의 어

려움 속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본인 뿐 아니라 이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향

을미치게된다. 부모는 아동의 최초의 교사이자 역할모델로서,

부모의 양육신념, 양육행동 등은 아동의 성장발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Choi, 2004). 아동기는 건

강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안 되어 부모의 감독과 보살핌이 반

드시 필요하다(Hong, 2003). 

자녀양육행동이란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며 부모-아동 상호관계 속에서 아동의 인지, 정서, 성격

뿐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 성장,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행

동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의상당수는자녀양육행동에 향을주

는 어머니 연령(Ahn & Park, 2002), 학력 및 취업유무(Ahn &

Park, 2002; Choi, 2004), 가족의 월 소득 수준(Kim, 2009),

문화 및 사회적응도(Jin, 2010) 등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들이 취약한 계층이다. 이들은 북한의 교육환경 및 사회화된 환

경과 전혀 다른 남한에 입국하여 적응 및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을 하지만 월 소득이 낮고, 여러 이질화된 측면들을 경험하면서

문화나사회적응에오랜시일이걸린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남한의 교육기관 및 문화, 언어 차이로 자녀와

갈등을 겪으며 남한 내의 사회적 지지를 적절히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을겪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2003).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의 자신

의 수행능력에 한 기 와 판단으로 자녀 양육의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Choi, 2004). 이는 자녀 양육과 연관되

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며 부모의 역

할수행에중요한작용을하는인지적특성으로볼수있다(Kim,

2009). 

자녀 양육은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어, 어머니가 스트레스

를경험할수록자신의양육능력에 한자신감을상실하기쉽다

(Ahn & Park, 2002; Kim & Do, 2004). 북한이탈 어머니들은

새로운한국문화에경제적, 사회적으로적응해가야하는스트레

스 상황 속에서 개인의 능력에 과도한 부담이 불안감이나 우울,

소외감 등 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이중으로 겪게 된다. 

한편북한이탈여성의상당수는중국내체류후남한으로입

국 과정에서 인신매매, 불법 감금, 강간, 폭행 등으로 고통을 받

았으며, 이로 인해 여성 질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

인다(Baik, 2002). 난민 여성의 외상경험과 건강 및 사회적 문

제와의 관련성(Robertson et al.. 2006)을 볼 때, 북한이탈 어

머니의 과거 외상적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

신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건강상의 문

제는 자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이탈 여성에 한 선행연구는 이들의 사회

적응 및 심리상태를 다룬 논문들이 약간 보고되고 있을 뿐이고

(Hong 2005; Lee, 1997), 여성이 어머니로서 그들의 양육문제

를 다루거나 또한 양육문제를 그들의 적응 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와연관지어다룬논문은아직없다. 따라서본연구는

북한 이탈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을 살펴보고, 양육효능감과

적응스트레스및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의관계를조사하고자

하 다. 

이에 북한 이탈 어머니를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이끌 수 있

는 간호 중재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그들

자녀가 건전하고 건강한 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연구는북한이탈어머니들의자녀양육행동과양육효능감,

적응 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파악하고 자녀 양육

행동과의상관관계를규명하기위한것으로구체적인목적은다

음과 같다. 

첫째,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자녀양육행동을조사한다.

둘째,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양육효능감을조사한다.

셋째,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적응 스트레스를 조사한다.

넷째, 북한이탈어머니들의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조사한다.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과 양육 효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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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북한이탈어머니들의자녀양육행동과양육효능감, 적

응스트레스및외상후스트레스증상과의상관관계를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여성의 자녀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적

응 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파악하고 자녀 양육행

동과의 관련성을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는 2009년 8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여성

중 초등생 자녀를 둔 어머니 전수를 상으로 하 다. 총 105명

의 어머니가 연구에 동의하 으며, 설문지가 부실하 거나 중

도에 탈락한 상자는 없었다.

연구도구

자녀양육행동

자녀 양육행동은 Baik (2009)의 연구에서 사용했던‘어머니

가 지각하는 양육행동 척도’20문항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어

머니의 평소행동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1점(아

주 다르다)-4점(아주 비슷하다)’점수범위의 4점 척도로 구성

되었고, 이 도구는 3개의 하위 역을 가지며 각각‘온정/수용’

이 7문항, ‘허용/방임’7문항, ‘거부/제재’6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3가지 역의 점수에 따라 어머니가 점수가 높은

역의 자녀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값은‘온정수용’이 .83, ‘허용방임’이 .70, ‘거부

제재’가.83이었으며, 본연구에서는각각.85, .67, .84이었다.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Floyd, Gilliom과 Costigan (1998)이 개발한

Perceived parenting confidence의학령기자녀용도구를Ahn

과 Park (2002)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15문항의 도

구를 사용했다. 원 도구는 부모역할에 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parenting control scale’과, 부모역할에서 자신을 통제하거

나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under control scale’로 구성되

어 있다. 1점부터 4점까지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 역

할을 어려워하는 내용의 문항은 역코딩하 다. 저소득층 어머

니를 상으로한Kim (2009)의연구에서는Cronbach’s a=.73

이었고, 본 연구 상자에게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61

이었다.

적응 스트레스

적응스트레스는Sanhu와Asrabadi (1994)가개발한Accul-

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Lee (1995)

가 수정 보완한 총 33문항을 사용했다. 도구는 7개의 하위

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지각된 차별감’6문항, ‘향수병’

4문항, ‘지각된 적 감’5문항, ‘문화충격’3문항, ‘ 두려움’4

문항, ‘죄책감’2문항, 기타 사회적 고립과 열등감, 불신, 의사

소통의 문제를 나타내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1

점부터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응답 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부정문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수정하여 역점처리하

며, 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언어를 사용했다. 수정을 거쳐 재

구성된 척도는 하나원의 북한관련 교사 혹은 북한 이탈주민에

게 자문을 구해 다시 수정한 후 사용했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94 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분석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정도를평가하기위해Foa, Cashman, Jaycox 및Perry

(1997)가 개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진단척도(PDS)를 Ahn

(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DSM-IV진

단 기준에 근거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묻는 질문 17문항

과 증상을 경험한 기간에 관련한 1개의 문항을 사용하 다. 문

항은0점에서3점까지Likert 척도로측정되며총점은최소0점

에서 최 51점으로, 증상 수준은 일반적 임상에서 DSM-IV의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10점 이하는 약함, 11-20점은 중간 , 21

점 이상은 심함으로 해석하 다. 선행연구(Ahn, 2005)에서의

신뢰도는Cronbach’s a=.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자료수집방법및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C 학의 IRB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

하 다. 하나원 출입과 자료수집에 하여 하나원장에게 허락

을받은후, 상자들에게연구목적을설명하고연구참여동의

를 구하 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으로 본인이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 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

는 각 기수별로 소그룹으로 형성하여 연구자와 시간 약속을 하

고 연구자와 일 일로 만나 이해 못한 용어부분에 해 설명을

받으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 다.

설문 참여가 모두 끝난 상자에게는 비타민을 선물하여 사례



하 다. 총 설문 작성 시간은 30분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구하 다.

둘째, 자녀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셋째, 자녀양육행동 하위 역 및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연구 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즉 상

자의연령은21세에서50세까지다양하 으며, 평균연령은35.6

세로 조사되었다. 남편과의 동반입국 여부에서 남편 없이 이주

한 상자가 60.0%로 부분의 여성이 남편과 동반입국을 하

지 못하고 단독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서의 교

육 정도는 고등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 84.8%로 가장 높았으며,

탈북 전 북한에서의 직업은 노동자가 51.4%로 가장 많았다. 

상자의 93.3%가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상자의 37.1%

가술을전혀마시지않는다고했으나, 상자의5.7%는주4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에서부터 남한 도착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에서 10년 이

상으로 폭넓은 분포를 보 는데, 10년 이상 소요되었다는 상

자가22.9%, 1년미만이21.9%, 5년이상-7년미만19.0%, 3년

이상-5년 미만 18.1%, 1년 이상-3년 미만이 6.7%이었다. 3년

이상 혹은 10년 이상 소요된 상자들은 중국에 거주한 후 제 3

국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양육행동

북한 이탈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자녀 양육행동은‘온정수용’

양육행동이 4점 만점에 2.58±0.36, ‘허용방임’양육행동이

2.57±0.34, ‘거부제재’양육행동이 2.66±0.45점으로 상

자는 아동에 해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

적 훈육, 무시와 같은‘거부제재’자녀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총점 4점 만점에 평균 2.72±0.36점으로 조사

되었다.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

하나이다’가 3.54±0.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고, ‘내가 아

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

(3.29±0.70), ‘부모 노릇은 나를 지치고 진빠지게 한다’(3.2±

0.71)가 높은 점수 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2.14±0.9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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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Age (yr) 21-25 9 8.6
26-30 19 18.1
31-35 20 19.0
36-40 36 34.3
41-45 19 18.1
46-50 2 1.9

Mean±SD 35.58±6.24 
Marital Status Defection along with her 12 11.4

husband
Defection without her 63 60.0

husband
Divorce before defection 17 16.2
Widowed before defection 13 12.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 1.0
≤High school 89 84.7
≤College 11 10.5
≤University 3 2.8
Etc. 1 1.0

Occupation  Laborer 54 51.4
before Soldier 5 4.8
defection Member of cooperative farm 10 9.5

Clerk 8 7.6
Unemployed 7 6.7
Etc. 21 20.0

Smoking Current 1 1.0
Previously 6 5.7
Never smoked 98 93.3

Drinking No drinking 39 37.1
<1/1 month 32 30.5
2-4/1 month 21 20.0
2-3/1 week 7 6.7
≥4/1 week 6 5.7

Duration <1 23 21.9
before 1≤ 7 6.7
arrival (yr) 3≤ 19 18.1

5≤ 20 19.0
7≤ 12 11.4
10≤ 24 22.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05)

Categories Mean±SD Range

Warmth/Acceptance 2.58±0.36 1.90-3.40
Permission/Neglect 2.57±0.34 1.70-3.40
Rejection/Restriction 2.66±0.45 1.20-3.70

Table 2. Parenting Behavior (N=105)



적응스트레스

적응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35±0.47점이었다. 하위

역별로는지각된적 감이3.81±0.64점으로높았고, 지각된

차별감이3.78±0.58점, 문화충격3.65±0.66점, 두려움3.63±

0.82점으로 평균이상의 점수 다. 가장 낮은 수준의 하위 역

은향수(2.84±0.64)로평균보다낮은점수를보 다(Table 3).

외상후스트레스증상

본 연구에서 북한 이탈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점수

평균은 15.70±9.25점으로(최소값 0, 최 값 43), 일반적 임상

에서 DSM-IV의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중간정도의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을 보 다(Table 4). 각 점수 분포별 상자는 11점

에서 20점이 43.8%로 가장 많았다. DSM-IV에 근거하면 21점

이상인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본 상자의 25.7%가 증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등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비율이 79.5% 으며, 이 중의

75%는 증상기간이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주요변수들간의상관관계

상자의 자녀양육행동 하위 역과 양육효능감은 온정수용

형 자녀양육행동(r=-.390, p<.001), 거부제재형 자녀양육행동

(r=-.209, p=.032)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부적상관관계를보

다(Table 5). 

상자의자녀양육행동방식중온정수용양육행동이문화충

격(r=-.249, p<.05)과 두려움(r=-.231, p<.05), 기타 적응 스트

레스(r=-.263, p<.01)와는부적상관관계를보 으며, 외상후스

트레스증상과는유의한양의상관관계를보 다(r=.380, p<.01). 

한편, 각 적응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및 적응스트레스의 하

위 역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계에서는 적응스트레스

의 하위 역인 지각된 차별감과 향수병(r=.360, p<.01), 지각

된 적 감(r=.540, p<.01), 문화충격(r=.404, p<.01), 두려움

(r=.339, p<.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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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ean±SD Range

Perceived discimination 3.78±0.58 2.2-5.0
Homesickness 2.84±0.64 1.0-4.8
Perceived hostility 3.81±0.64 1.8-5.0
Cultural shock 3.65±0.66 1.0-5.0
Fear 3.63±0.82 1.5-5.0
Guilt 3.22±0.98 1.0-5.0
Etc. (social isolation, inferiority, 3.05±0.58 1.8-4.7
distrust, sorrow,...)

Mean±SD 3.35±0.47 2.1-4.7

Table 3. Adaptation Stress (N=105)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otal score 
of PTSD

Total
N (%)

Duration of symptoms

<6weeks
6weeks≤

<3M
3M≤

0-10 32 (30.5) 15 (53.6) 2 (12.5) 15 (24.6)
11-20 46 (43.8) 11 (39.3) 10 (62.5) 25 (41.1)
21 points or more  27 (25.7) 2 (7.1) 4 (25.0) 21 (34.4)
Total 105 (100) 28 (26.7) 16 (15.2) 61 (58.1)

Table 4.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N=105)

*Etc (Social Isolation, Inferiority, Distrust, Sorrow,...).

Parent-
ing 

efficacy
PTSD

Permis-
sion/

Neglect

Rejection/
Restric-

tion

Perceived 
Discrim-
ination

Warmth/
Accep-
tance

Home-
sickness

Perceived 
Hostility

Cultural
Shock

Fear Guilt Etc.*

Adaptation StressParenting Behavior

Parenting behavior
Warmth/Acceptance 1
Permission/Neglect .22 (.025) 1
Rejection/Restriction .18 .36 (.000) 1
Parenting efficacy .39 (.000) .03 -.21 (.032) 1

Adaptation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09 .05 -.06 .07 1
Homesickness -.18 -.01 .05 .19 (.048) .36 (.000) 1
Perceived Hostility -.05 .08 .03 .34 (.000) .54 (.000) .33 (.001) 1
Cultural Shock -.25 (.010) -.13 -.15 .26 (.008) .40 (.000) .40 (.000) .37 (.000) 1
Fear -.23 (.018) .05 -.02 .26 (.008) .34 (.000) .42 (.000) 60 (.000) .41 (.000) 1
Guilt -.13 -.03 -.03 .02 .16 .54 (.000) .27 (.006) .25 (.012) .45 (.000) 1
Etc. -.26 (.007) .05 -.07 .35 (.000) .35 (.000) .48 (.000) .54 (.000) .38 (.000) .52 (.000) .49 (.000) 1

PTSD .38 (.000) .15 .12 -.34 (.000) -.25 (.011) -.35 (.000) -.42 (.000) -.40 (.000)-.41 (.000) -.18 -.29 (.003) 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daptation Stress and PTSD (N=105)



논 의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과 양육효능감 및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을 도와 그들 자녀

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녀양

육행동을 살펴보고, 양육효능감과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과 관계에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 어머니의 88.6%가 남편과 동반입국을

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남녀비율에서 80% 이상

이 여성 입국자임을 반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탈북 전 북한

에서의 직업은 노동자, 군인, 협동 농장원 및 사무원 및 기타 직

업이 93.3%이었는데, 이는 여성이 북한의 노동력 제공을 목적

으로 북한에서 역할을 했음으로 미루어 자녀양육에 향을 미

칠 것이라 유추할 수가 있겠다.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은 아동에 한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 적 훈육, 무시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거부제재’행동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Baik

(2009)의 연구에서 남한의 어머니들이‘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순으로양육행동을하는것과는다른양상이었다.

어머니의 통제적, 거부적, 제재적, 강압적, 공격적, 적 적,

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Park, 2008) 반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Park, 2010) 선행 연구

결과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적절한 훈육방식이 아동의 학업성취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긍

정적 예측인자라는 Newman Harrison, Dashiff와 Davies

(2008)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

에 한‘거부제재’형 양육행동은 그들 자녀에게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어머니들과 자녀들의 안정

된 삶과 모자간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양육행

동을이끌어주는교육이필요함을알수있다. 북한이탈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은 2.7점으로, Jeon (2009)의 연구에서 비슷한

연령의 상자의 평균 3.4-3.5점, Kim (2009)의 연구의 3.01

과 비교할 때 남한의 어머니들보다 낮았다. 각 항목 중‘부모로

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 하나이다’의 항목

에 가장 높게 응답하 으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는 항목 역시 높은 점수를 보

던결과로미루어 상자들은양육에 해자신감이많이떨어

져 있으며 많은 자책감을 가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양육효능감

은 부모역할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Ahn과 Park (2002)

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정

서발달관련 역에해당하는양육행동을하는반면, 통제적행

동을 덜 하 다고 하 다. 북한이탈 어머니들에게 양육은 어느

누구보다위기일것이며이런상황에서높은양육효능감은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양육효능

감을 높여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향을 줄 수

있는 양육행동으로 이끌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성장발달에 도움

을 주고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상자들의적응스트레스는평균3.35점으로, 같은도구를사

용하여 성인 새터민에게 조사한 Lee (1997)의 연구에서 평균

3.21점, 청소년들에게조사한Seo (2007)의연구에서평균3.09

점인결과보다더높은점수를보이고있었다. 이는남한에도착

하여 남한사회로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하나원에서 12주간 여러

취업훈련 및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하나원의 생활이 신변안전

의 위협, 미래에 한 불안감 등을 야기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는 이민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에 유의한 향을 주

며(Caplan, 2007), 새로운 사회에 살도록 그리고 다른 문화시

스템에작용하기위해변화하도록학습하는것은스트레스를부

가한다(Foss, 2001). 본 연구 상자인 하나원 입소 어머니들은

초기 입국 단계에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받으며 긴장, 불

안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경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적응을 하는 데 높은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응스트레스하위 역별로볼때본연구의 상자에서는지

각된 적 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향수는 가장 낮은

점수를보 다. Lee (1997)의연구에서향수와지각된차별감이

높은 점수 고, Seo (2007)의 연구에서 향수와 두려움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자의 연구 상자가 정착한 탈북민으로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을 할 때 편견 및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

을 스스로 의식하고 위축되어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면 본 연구

상자는 남한에 입국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탈북을 결

심했던동기가마음속에강하게남아있고남한으로의적응이아

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탈북민에 비해 향수 에서 낮은 점수를 보 던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겠다. 미국 내 한국인 이민자를 상으로 심리적 안

녕의 예측인자를 연구한 Shin, Han과 Kim (2007)의 연구에서

는 적응스트레스 수준과 현재 생활 스트레스가 낮고 사회적 지

지가 크면 클수록 미국이민자의 행복 수준이 증가되고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북한이탈

어머니들에게 적 감과 차별감을 감소시켜주고 문화충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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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죄책감 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및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사회로의 적응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겠다. 

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평균 15.70점으로 DSM-

IV의 진단기준에 근거하면 중간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이었으며 상자의 70%가 중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

를 보고하 다. 또한 중간 이상 수준에서 증상 지속기간이 3개

월 이상인 비율은 75%이었는데,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증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는 중간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가진 75%

가 증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할 수 있겠다.

Kang (2001)의 연구에서는 탈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을 27.4%로 제시하 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집단

은 비장애 집단에 비해 외상적 경험을 유의하게 많이 한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Hong (2005)은 입국초기 북한 이탈 주민의

부분적 PTSD 유병률 31.8%, 완전한 PTSD 유병률 27.2%를 제

시하 으며, Seo (2006)는 전체 상자의45.1%인 절반에가까

운 상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으로 보고했다. 그러

나본연구결과는정신과의사의정확한진단을통한외상후스

트레스 장애 유병율을 조사한 것은 아니나 탈북 어머니들의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상을 경

험한 생존자로서 중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갖

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신체적 건강문제가 훨씬

많으며, 특히 폭력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여성의 면역

반응을 낮추게 하며 그리하여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하 다(Stephanie, Gayle, & Thomas., 2005).따라서 북한 이

탈 어머니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기타 심리적, 정신적

건강상의 위협요인에 해 사정하여 진단받고 조기 중재를 통

하여 남한사회에서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

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자녀에게 미치는 그

들의 양육행동에도 긍정적 향을 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리

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자녀양육행동의각하위 역과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양육효능감과양육행동과의관계에서는온정수용형, 거부

제재형의 자녀양육행동을 가질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아졌다. 이

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취한다는 Ahn

과 Park (2002), Jeon (200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 다. 북한

이탈 어머니들은 남한의 어머니들과는 다른 거부제재형의 양육

행동이 부분이었고, 그것은 자녀를 어떠한 방식으로 키우고

도와주어야 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아닌 북한에서의 부정적이

고 적 적인, 제재적인 사회 분위기가 주민들의 삶에 그 로 반

된 결과라 생각한다. 자녀양육행동의 각 하위 역과 적응스

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적응스트

레스의 하위 역인 문화충격과 두려움, 기타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을수록 온정수용 행동보다는 허용

방임이나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보 다. 다른 하

위 역인 허용방임과 거부제재 자녀 양육행동과 적응 스트레

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었다. 또한 적응스트레스 하위 역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이 클수록 향수가 커지고, 적 감은 높아지며 문

화충격이크고, 두려움 및 기타 스트레스가 높았다. 

멕시코계와 유럽계 미국인 가족들의 경제적 상태, 양육행동

및아동적응에 한Parke 등(2004)의연구에서어머니의문화

적응이 낮을수록 적 적 양육행동과 상관관계를 보 다는 결과

와 일치하며 초기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은 부모-

자녀 간에도 부적절한 역할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간

자녀에 한부모의과잉통제적적양육행동은재난이후아동의

건강에 위해가 되고 회복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으며(Bok-

szczanin, 2008), 부모의 온정적인 태도는 아동의 적응 및 학

업수행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북한이탈 어머니

들이 느끼는 문화 충격을 인지하고 북한 이탈 어머니들이 갖는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남한 정착과 관련된 두려

움과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완화할수있는사회적지지와중

재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자녀들에게 보다 온정적이고 수용

적인 행동을 보이도록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남한 사회로

의 성공적인 적응으로 남한에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적

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야 하며, 아울러 그들 자녀를 향한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아동의 성장 발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양육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적 지지와 교육, 중

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북한이탈어머니들의자녀양육행동과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및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파악하고 상자들의

양육행동과각변수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서술적상관관계연

구로서, 추후북한이탈어머니들의자녀양육행동을바람직한방

향으로 이끌어 나갈 간호 중재를 모색하기 위해 2009년 8월 13

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105명의 어머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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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연구를수행하 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 상자의‘양육행동’은아동에 한부정적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 적 훈육, 무시와 같은‘거부/

제재’의행동이가장많았다.

둘째, 양육효능감에서는 상자들이부모역할에 해인식은

잘하고있으나부모역할에어려움을느끼는항목에서는평균보

다높은점수를보 다.

셋째, 적응스트레스는하위 역별로‘지각된적 감’이가장

높았으며, ‘향수’가가장낮았다.

넷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중등도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이 79.5% 으며, 상자의 75%에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다섯째, 각변수간상관관계분석결과는온정수용형양육행동

은 양육효능감, 문화충격과 두려움, 기타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스트레스증상과약한부적상관관계를보 다.

북한이탈어머니의바람직한양육이그들자녀를건강하게성

장발달시킬수있도록도울수 있는추후연구가계속되기를기

하면서다음과같은제언을한다.

첫째, 본연구에서의양육행동은어머니들의인지만으로평가

했으나, 추후 북한이탈 어머니 및 아동이 인지한 양육행동의 일

치도를평가하여어머니의양육행동을평가할필요가있겠다.

둘째,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양육행동과

각변수들과의관계에 해깊이논의하지못한제한점이있었으

므로반복연구가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어머니들이양육에있어서현실적으로필요로

하는것이무엇인지파악하는질적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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