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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재 한국에 입국하여 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 8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그에 따라 해당 집단이 가지는 사회 치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탈북자’의 경우 입국 자체로 사회 이슈가 되는

존재 다면, 재의 그들은 남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치하고 있다.이는 그들이 더 이상 보호되어야만 하는 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 주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때임을 의미한다. 한

앞으로도 지속 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 상되며,그들의

남한 사회에 한 응 사례는 최종 으로 통일이 실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체제변화에 한 응을 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 한 응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 한 부 응이 지속 으로 문제가 되어온 사례를 들 수 있다.

응 문제의 경우 과거 매우 작은 특수한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기 등에 의한 세세한 리로 해결되었다.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근시일 내에 3만여 명에 달할 것이며,지속 으로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소극 인 리로는 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그 결과 나타난 상이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집단에 속한 인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보편 상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동시에 해당 문제가 사회 으로

이슈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극소수의 특수한 집단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이 되어 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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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한 정책을

지속 으로 시행해왔다.해당 정책에는 2년간의 남한 사회 응교육, 기

정착 자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다.하지만 지원정책들은 사실상

기 지원에 이 맞춰져 있으며, 기 지원 이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황에 한 지원 등은 상 으로 빈약한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그들의 사회

부 응에서 찾을 때 해당 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 ,상황

이론들이 존재할 것이며,자신이 처한 환경에 한 불만족에 의해

발되는 범죄 역시 무시할 수 없다.따라서 해당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상 성이 높은 유인을 찾아낼 경우 차후 그들에 한 장기 인

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바탕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유인을 탐색하는 것이다.다만 그 과정에 있어 Herzberg의

두요인(two-factor)이론을 참고하여 만족과 불만족을 별개의 개념으로

두었다.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 으며,선행 연구 등을 통해 추출한 독립변수들 인구사회학

통제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한 Herzberg의 두요인

(two-factor)이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고 있으며,연구들에 따라 동일한 변수를 생요인과 동기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이한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이에 Alderfer의 생존·

계·성장이론을 바탕으로 1차 으로 변수를 분류한 후 개별 으로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총 6개의 독립변수를 추출하 으며,추출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만족 불만족과의 상 계에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 iii -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 으며,총 190명의

응답자 응답이 다수 락되었거나,하나의 번호로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181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요인분석의 결과 환경요인,

안정요인, 계요인,차별요인, 극성요인,자존감요인 등 총 6개의

변수가 도출되었다.해당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실시한 회귀 분석 결과

환경요인, 계요인, 극성요인,자존감요인의 경우 만족과 정(+)의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불만의 경우 차별요인과 정(+)의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에 있어 형 인 생요인으로 볼 수 있는 환경요인이

만족과는 상 성이 있으나,불만과는 상 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는 두요인(two-factor)이론에 따라 상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그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이 에 처한 경제 ,

환경 취약성을 지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더하여 남한사회의

부 응과 더 한 련이 있을 수 있는 불만에 향을 미치는 유인으로

차별요인이 도출되었다는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극소수의 ‘탈북자’로 정부가 리할 수 있는

시 는 지났으며,인권 측면에서 옳다고 볼 수도 없다.3만여 명을

바라보는 된 수와 지속 인 증가는 이제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다.다만 다른 사회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정부의 재원

제약 등에 따라 제한된 자원에서 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기 해 그들이 가지는 특성에 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해당

측면에서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기 한다.

…………………………………………………………………………………

주요어 :북한이탈주민,탈북자,만족,불만, 응,부 응

학 번 :2012-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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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1 문제의 제기

각종 범죄에 연루돼 수감된 북한이탈주민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법무부의 ‘탈북자 수감자 황’에 따르면, 2011년 51명이던

북한이탈주민 수감자는 2012년 68명,2013년 86명으로 늘었고,2014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97명으로 이 해의 수치를 넘어섰다.북한이탈주민

범죄는 범죄자 수의 증가라는 양 증가 측면뿐만 아니라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사기,횡령,살인,폭력 등이 큰 비 을 차지해 질 인 측면에서도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민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비단 한 개인의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으로 해당 집단에 한 다른 국민들의

인식을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한 다른 국민들의 시각은 해당 집단의 취업 기회

등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민국 사회에 녹아드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더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의 증가가 그들에 한

인식에 부정 향을 미치고,부정 인식이 다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 사회 응에 부정 향을 미쳐 범죄 유인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일이킬 수 있다는 역시 고려해야한다.

한편,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90년 후반부터 꾸 히

증가하여 2015년 8월말 기 으로 략 28,2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연간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 연간 2,000명 에 진입한 이후 연

2,500~3,000명 규모를 유지했으나,2012년 이후에는 북· 국경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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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1,500명 안 으로 감소하 고 2014년도에는 1,397명 입국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연간 입국 북한이탈주민 황

자료: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통일부.2015.9

이 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해 우리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을 차별 없이 수용하고 우리사회에 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지원 사업들을 제도 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지원 제도들은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남북주민의 원활한 통합 도모의

목 도 갖고 있는 것으로 통일 비 역량 강화를 한 실질 통일 비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에서 그 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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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제도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범죄자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해

의문을 품게 만든다.달리 말해서 정책평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재 우리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이 응성의 측면에서

효과 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응성은 정책 상 집단의 요구나 지지를 해당 정책이 얼마나 충족

시키는지를 단하는 정책 평가 기 이기 때문이다.

응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한

개선은 자명한 일이다.하지만 개선의 노력이 단순한 노력만으로 그치지

않고 응성 제고라는 실효를 획득하기 해서는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 이다.실효 개선을 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정책 상 집단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

정책의 어떠한 부분에 불만이나 부족함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 연구목

이번 연구의 목 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탈북 출신 국민의

범죄율에 문제의식을 두고,그들이 가지는 만족 혹은 불만 요인을 분석하여

재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책에 한 평가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범죄행 의 경우 주로 실 어려움이나 부정 감정 혹은 충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보편 이다.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들이 생계를 해 범죄를 선택할 처지에 쳐해 있거나 혹은 사회 응

실패로 인하여 부정 감정 혹은 충동을 느끼는 상황에 쳐해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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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이 두 경우는 그 원인에 있어서 구별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실 으로 한 련을 가지고 있으며 공히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제 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기 한 정책의 경우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법의 경우 1997년에 제정 시행 된 법률로 제1조에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역에

있어서 신속히 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지원에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4년 일부 개정되어 존치되고 있다.1) 한 동법 제4조의 3의

2항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기 한 기본 인 정책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보호 상자의 보호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한 사항

2.보호 상자의 직업훈련,고용 진 고용유지에 한 사항

3.보호 상자에 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 주거지원에

한 사항

4.보호 상자에 한 의료지원 생활보호 등에 한 사항

5.보호 상자의 사회통합 인식개선에 한 사항

6.그 밖에 보호 상자의 보호,정착지원 고용 진 등을 하여

통일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현재 1  경우 2010   개 된 상태로 “  법  사 계  지역에  벗어

나 한민  보호를 려는 사 계  지역  주민  치, 경 , 사회, 화 

등 모든 생활 역에  신 히 · 착하는  필요한 보호  지원에 한 사항  규

함  목 로 한다.”로 규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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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2,5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에 한 사항을 3,4의 경우 기본 인 생활의 유지에 상 으로

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다방면에 걸쳐 북한이탈주민이 바 체제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을 해당 정책이 제 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정책

상에 해 한 정책인지에 한 의문을 들게 한다.따라서 련 정책의

합성과 개선안을 제시하기 해 먼 해당 집단의 만족요인 혹은

불만요인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 6 -

제 2장 이론 배경 선행연구

제1 이론 배경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요인 혹은 불만요인에 한 분석을 해서 욕구에

한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오석홍(2011)에 따르면 욕구는 힘을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 결핍시 인간의 내면 긴장을 조성한다. 한 욕구의 결핍에

한 반응으로 이를 경험하는 개인은 상에 한 공격성을 띌 수 있다.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율 증가에 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탈주민에 의한 범죄는 1차 으로 생계에 한 어려움에 기반할 수

있지만 더 넓게는 한국 사회에 한 부 응 혹은 기 했던 실과는 다른

어려움에 쳐한 상태에 한 사회 욕구의 불충족에 의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 특정한 동기가 없는 범죄나 필요 이상의 폭력 등을 동반한

강력범죄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할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이에

개인의 욕구에 한 이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 불만족에

미치는 향유인에 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동기에 한 이론 내용이론의 경우 핵심 분석 상이 인간의

욕구라는 에서 욕구이론(needtheories)라고 부를 수도 있다.(오석홍,2011)

해당 범주의 이론들은 사람들의 동기 유발 요인에 해 개인의 욕구와 그에

비롯되는 충동 목표 등으로 설명한다.오석홍(2011)은 이를 고 모형,

신고 모형,성장이론 모형으로 재분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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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욕구에 한 이론-1:고 모형(합리  경제 인간 모형)

고 모형은 욕구이론의 기 단계에서 제시되었으며,합리 인

개인을 가정한다.해당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경제 욕구 충족을

우선시 하며 그와 상반되는 행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그에 응하는 보상을

주거나 규율로서 강제해아 한다고 본다.

다른 욕구이론과 마찬가지로 고 모형 역시 개인에 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해당 이론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 인 가정은 개인이

합리 이고 경제 이라는 것이다.합리 인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경제 이익 극 화만을 추구한다.따라서 개인의

불만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기 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고 모형에 따를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탈북 과정의 험

기존의 사회에서 벗어나는 리스크를 감수한 상태에서 기 한 상과 실의

괴리가 느껴질 경우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 한 기존에 속해있던 북한의

사회체제에서 구축된 보상에 한 기 체계가 한국 사회에서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를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불만을 이기 해서는

그들이 기 하는 경제 보상에 집 한 정책이 합할 것이다.하지만 해당

이론은 개인의 동기에 해 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에서 한계가 있으며,

차후 제시된 이론들에서 해당 한계에 한 비 과 함께 다른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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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구에 한 이론-2:신고 모형(사회 인간)

신고 모형은 고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합리성 경제

이익만으로 고려하는 인간이 사회 동물인 인간을 제 로 반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 존재이며 따라서 경제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욕구 역시 지니고 있다.따라서 인간의 사회성을

히 고려하지 않고 경제 이익을 욕구의 부로 보고 이론을 개한

고 모형의 경우 실제 인간의 욕구를 제 로 반 하지 못한다.

해당 모형이 이 의 고 모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경제 이익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다.따라서 경제 인 보상 혹은 규율로 개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혹은 동료에 의한 감정,정서,참여 등에 의한 유인체계를 제시한다.

3.욕구에 한 이론-3:성장이론 모형

성장이론 모형이 앞서 제시된 고 모형 혹은 신고 모형과는

달리 다양한 욕구를 제시하고 개인의 자기실 측면을 고려한다.이에 해당

이론을 고 모형과 비하여 모형이라고도 한다.(오석홍,2011)

성장이론의 경우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제시한다는 에서 이 의 이론들에

복잡한 인간의 유인을 상 으로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장이론 모형의 범주에 드는 이론 모형으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Herzberg의 두요인(two-factor)이론 등이 있다.

가)Maslow의 욕구단계 이론

A.H.Maslow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는 단계를 이루고 있으며,

하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그가 제시하고 있는



- 9 -

인간의 욕구 크게 생리 욕구,안 의 욕구,애정에 한 욕구, 지와

존경에 한 욕구,자기실 의 욕구 등 다섯 가지 분류로 구분된다.

욕구단계 이론의 특징 인 면은 다섯 가지 범주의 욕구들이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이다.이 이론에 따르면 욕구에는 상 으로 하 욕구와

상 욕구가 존재하며,하 욕구가 충족된 이후 상 욕구가 발 된다.따라서

해당 이론에 의하면 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상 으로 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책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하 욕구의 범주에는 생리 욕구가 치한다.생리 욕구의

경우 식욕,성욕,수면욕 등이 치하며,해당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개인의

행 동기는 해당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방향으로 표출된다.생리 욕구에

뒤이어 안 의 욕구,애정에 한 욕구, 지와 존경에 한 욕구,자기실 의

욕구 등이 뒤따른다.

실 으로 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상 욕구가 발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다.다만 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주요

행 동기가 해당 욕구의 충족에 지배 으로 맞춰져 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림 2Maslow의 욕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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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Alderfer의 생존 계 성장이론

C.P.Alderfer는 Maslow가 제시한 다섯 가지 범주의 욕구를 세 가지로

여 생존, 계,성장의 욕구를 제시했다.생존의 욕구는 욕구단계이론

생리 욕구와 안 의 욕구를 포 한 것으로 개인이 기본 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이 맞춰져 있다. 계의 욕구는 사회 존재인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계에서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단계이론 애정의 욕구, 지와

존경의 욕구가 이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 성장의 욕구는 자기실 의

욕구와 유사 을 보인다.

Alderfer의 이론이 욕구단계이론과 차이를 보이는 은 비단 욕구의

범주화만이 아니다.이 이론은 욕구단계이론에서 일방 으로 상향식으로

진행되는 주요 욕구의 변화와는 달리 욕구의 좌 로 인한 퇴행 역시 인정하고

있다.

다)Herzberg의 두 요인(two-factor)이론

Herzberg의 이론이 이 의 이론과 결정 으로 차이를 보이는 은

만족과 불만을 구분했다는 것이다.이는 특정 욕구에 한 불충족이 불만으로

충족이 만족으로 나타난다는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만족과 불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을

동기요인으로 불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요인으로 하여 동기- 생

요인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먼 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취,인정,책임,성장 등을 들 수

있다.이들은 조직이론에서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작용한다는 에서

동기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동기요인의 경우 개인의 만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불충분한 충족이 불만을 크게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하여 동기요인으로 꼽히는 요소들의 경우 주로 다른 이론들에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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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 존경 등과 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불만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감독,보수, 인 계,작업조건

등을 들 수 있다.해당 요인들의 경우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며,다른 이론들에서 제시된 상 으로 하 에 치한 욕구들과 련된

것으로 단된다.이에 생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들이 불충족 될 경우

불만이 높아지나,일정 이상으로 지속 으로 개선된다고 해서 만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다.

제2 선행연구의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과거 특별한

사건으로 간주되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행이 이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 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이에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응을 돕기

해 정부는 일정 기간 생활 지원을 포함하여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낮지만 발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이탈

시도나 한국이 아닌 제 3국에 한 선택의 증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에 한 응과 만족에 의문을 들게 한다.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한 기존의 연구는 그들에 한 정착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응에 이 맞춰져 있으며,이탈주민의 생활만족, 만족

등 삶의 질에 을 맞춘 연구 역시 일부 존재한다.

1.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한 연구

강권찬(2005)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있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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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경제 문제라고 지 했다.그리고 그 원인으로 자본주의사회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에 노출 되는 것을 제시했다.결과 으로

그들은 상 으로 높은 실업률 상태에 놓이게 되는 동시에 높은 확률로

빈곤층이 된다.더하여 사회 응 역시 심각한 문제로 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한 부 응이 인간 계의 단 소외를 래하여 심리 인 괴리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 했다.그리고 그 결과로 높은 범죄율을 제시했다.

더하여 정책 측면에서 경제 지원은 생계보호와 정착기반 제공에

을 맞추고 있으며,사회 응 정책의 경우 집 인 동화에 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세부 으로 수용정책에 있어서는 소극 인 수용을,경제

지원 정책에서는 자립과 자활에 한 지원보다 기본 인 생계에 한 보호와

정착 기반 제공을,사회 심리 응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로의 동화에

집 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하고 있는 형태로 분석했다.더불어 경제 으로 생계보호 보다는

자립 자활지원으로 사회 으로는 동화정책 보다는 포용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성종(2012)역시 북한이탈주민에 한 지원 정책의 거버 스가

앙정부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을 비 하면서 민간부문과 력

거버 스를 구축하고, 앙정부는 거시 인 시각에서 비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이러한 시각은 송은희 등(2012)의 연구에서도 공통 으로

지 되는 사항이다.

력 거버 스에 있어 지역사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었으며,임정빈(2012)은 이탈주민의 정착이 이 지고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실질 으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해당 범주에서의

력체계의 필요성에 해 언 했다.이는 송은희 등(2012)의 연구에서도

공통 으로 지 된 사항이다.이지경(2012)은 다수의 이탈주민들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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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해 비 하는 동시에 수요자 심의

취업교육과 같은 국민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 호 등(2010)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한 연구는 집단의

특성,정책의 문제 과 개선방안 등에 이 맞춰져있어 정책의 역사 변화에

한 체계 연구가 부족함을 지 하며 그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시 에 따라 남북 계와

이탈주민에 한 인식을 반 하여 변화했고, 반 으로 사회 혜택에서

자립 자활을 한 응교육,사회 배제를 막기 한 교육지원 등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한 정부주도의 정책 구조 역시 민간의 참여가

확 되고,그 역할이 커지는 거버 스 방식으로 변하 다고 주장했다.

북한이탈주민에 한 지원정책에 한 연구들은 주로 당시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을 지 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진

것으로 보인다.공통 으로 지 하고 있는 사안은 경제 지원의 방향이 1회성의

정착지원보다 자립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환되어야 하며,

한국사회에 융합되기 한 교육이 필요한 동시에 거버 스 측면에서 민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다만 정책변화 역사에 해

연구한 정 호 등(2010)의 연구결과는 어느 정도 련된 내용을 반 한

변화가 이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를 제공한다.

2.북한이탈주민의 응에 한 연구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문제들의 바탕에는 한국사회에 한 부 응이

깔려있다.따라서 응의 문제는 이탈주민 문제의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정애 외(2013)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 응에 해 연구를 진행했다.결과 으로 탈북동기의 경우

환경 응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 응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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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더하여 환경 응이 높은 경우 심리 응도 높아지는

상 계 역시 나타났다.

박채순(2011)의 경우 노원구를 심으로 하여 진행한 연구에서

정착지원과 더불어 기존의 국민들에 의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 그 과정에서 이탈주민을 통일 비 활용할 인 자원으로

인정하며 기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잣 에 맞춰 재단하지 않는 태도가

요하다고 보았다.요약하자면 이탈주민들의 응은 단순히 당사자들에게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사회의 기존 구성원들의 변화도 필요한

것으로 본 것이다.

김경미 외(2013)는 상학 해석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응경험의 동태 변화를 제시했다.해당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기존의 자아,한국 사회에서 기존 시민들처럼 되기 한 자아,원래

모습을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아로의 변화를 겪는다. 한 이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소속감과 미래에 한 가능성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

김명선 등(2013)의 이탈주민 청소년 계층을 상으로 남한 사회

응 특성에 한 메타연구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탈북 과정

한국 사회에서의 정신 외상이 공격성 폭력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 했다.

박정서(2012)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응에 있어 이탈 체제와

이탈 후의 체제 즉 북한에서의 삶의 기간과 한국에서의 삶의 기간의 길이에

따라 응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따라서 청소년기의 이탈주민에게는

공교육이나 안교육 등의 학교 교육이 더 합할 수 있다고 봤다.더하여 그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의 정권 등에 따라 정치 응이 달라질 수

있음도 고려해야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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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응에 한 연구에 의하면 탈북 당시의 연령,동기

등 개인의 특성에 의해 응 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더하여 공동체 혹은

래집단에 녹아드는 정도 등에 의해 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한

기존 시민들의 인식 역시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국 응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정체성을 찾는 내면 인 문제인 동시에 외부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한 환경 문제이기도 하다.

3.북한이탈주민에 한 선행연구의 정리

북한이탈주민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들은

극소수의 특수한 개인이 아닌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에 한 보호와 삶의 질에 한 지원이

당연하듯이 그들의 삶의 질과 응에 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한 연구는 1990년 부터 지속 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해당 연구들은 주로 지원정책과 응에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 지원정책과 응은 서로 불가분의 계로 정책에 한

연구는 응을 돕기 한 정한 정책 방향에 해, 응에 한 연구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다만 정책에 한 연구의 경우

경제 지원 교육 등의 필요성 방향에 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응에

한 연구는 그들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탈북 유인 등에 주로 을 맞추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보편 으로 그들은 경제 빈곤층

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으며,근로에 있어서도 상 으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더하여 사회 측면에서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 으로 높은 연령층의 경우 체제 변화에 한 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낮은 연령층에서는 학업에서의 문제 등이 나타났다. 한 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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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반 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결국 응의 문제는 체제변화에 따른

이질성과 사회 으로 융합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역시 이러한 측면을 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하지만 실제

연구에서 정책 측면과 응에 한 문제를 연결하는데 있어 명확한 요소를

도출한다기보다 포 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요인에 의해 불만을

느끼는지 먼 도출한 후 정책 시사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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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분석틀과 연구설계

이번 연구는 욕구이론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조사

항목을 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해서 계량 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Herzberg의 두 요인(two-factor)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만족 불만 그리고 그 각각에 향을 미칠 동기요인과 생요인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항목 문항을 작성한다.이를 통해 실제 만족 혹은 불만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한다.

더하여 범죄의 원인과 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어떠한 요소의

불충족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을 높이는지에 한 검토를 한 후 앞선

설문조사 그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1 연구의 분석틀

이번 연구의 1차 인 종속변수는 만족과 불만이다.만족과 불만을 각각

분석하는 이유는 Herzberg의 두 요인(two-factor)이론을 고려할 경우 만족의

부재가 불만이 아니며,각각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만을 만족의 연장에서 서 만족요인만을 상으로 정책 지원을

할 경우 불만 요인 혹은 생요인이 충족되지 않아 기 한 정책 효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정책 상 집단이자 연구 상 집단인

북한이탈주민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설문조사의 구조는 Herzberg의 두 요인(two-factor)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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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여 다른 욕구와 련된 이론과 만족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한 조사된 만족과 불만을 종속변수로 한 상태에서 경제 요인,사회

요인 등의 기타 설문 조사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다.이를

통해 실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요인과 그 정도에 한 결과를 도출한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만족 불만 정도와 그에 미치는 향요인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

증가의 원인을 검토하며,차후 지원정책의 개선 등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따라서 범죄 유인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유인들에 한 검토를 진행한다.

제2 연구문제 가설

연구문제는 해당 연구의 목표를 나타낸다. 한 이는 가설을 설정과

추정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이번 연구의 1차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향 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이다.만족과 불만을 별개로 분석하는

것은 두 요인이론에 따를 때 만족과 불만이 연속선 상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분 된 다른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이다.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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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북한이탈주민의 만족과 불만에 형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설 1 만 족 욕구와 련된 요인의 충족은 만족을 증가시킨다.

가설 2 불만 욕구와 련된 요인의 충족은 불만을 감소시킨다.

표 2연구문제 가설

[연구문제]를 통해서 북한 이탈주민의 만족 불만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분석을 진행한다. 실 으로 이론들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만족 요인과 불만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기는 힘들 수 있다.하지만

일부라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면 연구의 상 집단이 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 배경을 고려하여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의 [연구문제]에서 동기요인과 생요인이 만족과 불만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분석을 통해 실제 만족과 불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검토가 가능하다.

제3 변수의 조작 정의

이번 연구에서 심을 가지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불만에

향을 미치는 유인들이다.더하여 범죄 동기에 한 이론을 용하여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한 범죄의 원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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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속변수

이번 연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향

유인에 을 맞추고 있다.따라서 만족과 불만을 종속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일반 으로 만족과 불만은 하나의 개념으로 그 충족 여부의 유무로

보는 것이 보편 이다.이에 부분의 연구에서 단일 항목으로 만족을

조사하여 만족이 낮은 경우를 불만으로,높은 경우를 만족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의 경우 Herzberg의 두 요인(two-factor)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만족과 불만의 개념을 나눠서 검토한다.해당 이론의 경우 만족

유인의 부재 혹은 불충족이 불만이라고 보는 다른 이론과는 달리 만족과 불만에

향을 미치는 유인은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만족과 불만의 개념을

단일 선상에서 보는 경우 실제 나타나는 결과에 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정책 측면에서 근해볼 경우 불만에 향을 미치는

생요인이 충족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을 동기요인 성격을 가지는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거나,반 로 동기요인의 불충족으로 발생한

낮은 만족 수 을 생요인에 한 지원으로 높이려고 하는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이를 북한

이탈주민들의 상황에 입하여 생각해볼 경우 재 상집단에게 주어

지고 있는 정책 지원이 한 것인지에 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보편 으로 생요인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생활환경의

질이 낮아 발생한 불만에 해 동기요인을 충족시키기 한 정책

지원을 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만족과 불만을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다.더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범죄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더 나아가 재의 지원

정책들의 구조가 해당 원인에 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역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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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립변수

이번 연구는 1차 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 불만에 향을

미치는 유인들에 해 분석하며,그 과정에 있어 두 요인이론에서 제시한

기 을 고려했다.다만 두 요인이론의 경우 변수에 해 명확하게

제시하기보다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매우 많은 수의 동기요인과 생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며,그 분류도

명확하지 않다.따라서 독립변수의 선정에 있어 좀 더 넓고 완화된

조건으로 Alderfer가 제시한 분류인 존재욕구, 계욕구,성장욕구를 바탕

으로 먼 변수를 설정한 이후 두 요인이론을 기 으로 하여 변수를

분류했다.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집단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 인 독립변수를 검토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반 인 생활만족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다만

남한 사회에의 응과 련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보여 다는

에서 이번 연구의 독립변수를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두 요인이론의 경우 만족과 불만에 향을 미치는 유인이 다르다고

보며,보편 으로 환경  물질 유인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만에

자아실 ,타인의 인정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본다. 자를 생요인,후자를 동기요인으로 표 하기도 한다.

생요인의 경우 물질  환경 특성을 가지는 요소들로 볼 수

있다.보편 으로 조직이론의 에서 소득,근무환경, 인 계, 리체계

등을 생요인으로 보고 있으며,이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직의

구성원은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이들은 실제 본인이 성취해야할 상과는

직 인 계에 있지 않은 유인들이며,다만 당사자가 처할 수 있는 굶주림,

질병 등의 불유쾌한 상황을 회피하게 해 다.



- 22 -

동기요인의 경우 심리 이고 보다 실제 목표와 직 으로

연계되어 있는 요소들로 볼 수 있다.두 요인이론이 보편 으로 조직

이론의 에서 활용되며,그에 따른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동기요인의 경우 타인의 인정,자아실 ,성취감,책임감,승진 등으로

구성된다.이들 유인들의 경우 물질 측면보다 심리 측면에 가까운

유인들이며,상 으로 인간이 고유하게 가진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Johnston(1997)등을 포함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특정 유인이

완벽하게 생요인으로만 작용하거나 반 로 완벽하게 동기요인으로만

작용한다고 보는 것에는 실 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다.더하여 강황선

외(2008)가 문가를 상으로 하여 화 인터뷰한 내용을 요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가들 사이에서도 실 인 요소들에 한 동기요인 혹은

생요인으로의 구분이 상이한 것을 보여 다.다만 반 으로 청결,시설,

표지 등 쾌 함과 련된 환경 요소들의 경우 생요인으로 보고,실체가

있다기보다 상 으로 심리 측면이 강한 신속성,신뢰성,친 성 등은

동기요인으로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쾌 성과 하게 련된 주거,소득,직업,

취업,의료 등을 생요인으로 둘 수 있을 것이다. 한 자아실 심리

만족과 련된 계층의식,계층상승 가능성,주변의 인정,사회 배려,

자존감,사회 성공에 한 인식 등을 동기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 으로 체감하는 소득수 ,직업에 있어서 차별에 한 인식 등은

만족요인으로 볼지 생요인으로 볼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실제로

동기요인이 조직몰입에 작용하는 유인이라고 봤을 때 임 과 조직몰입을

연구한 연구에서 임 에 해 느끼는 만족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이는 소득 자체의 경우 일상생활을 하게 한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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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소득에 한 주 인 만족은 동기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시사 을 다.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독립변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욕

구

변

수
설 문 문 항

존

재

욕

구

환

경

 

안

정

주거지역
나는 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수 에
만족한다.

주변환경
나는 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편의시설,
공원 등 주변 환경에 만족한다.

소득만족 나는 재 소득에 만족한다.

보수만족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한 돈을 받고
있다.

주거시설
나는 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혹은 아 트
시설에 만족한다.

사회 배려 남한 사회는 나를 배려하고 있다.

의료 근 나는 아 면 언제나 병원에 갈 수 있다

피로도 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나는 병원 진료에 만족한다.

사회에 한
신뢰 나는 남한사회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표 3존재의 욕구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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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구

변

수
설 문 문 항

계

욕

구

계

 

차

별

주변의 인정 나는 인정받고 있다.

남한사회에 동화
나는 기존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다.

주변에 한 신뢰
나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남한사회에 응 나는 남한사회에 완벽히 응했다.

사회 성공 나는 사회 으로 성공했다.

경제 성공 나는 경제 으로 성공했다.

상 보수 차별
나는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하는
일에 비해서 은 돈을 받는다.

행정기 방문 시 차별
나는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했을 때 차별 받는 느낌이 든다.

취업 기회 차별
나는 기존의 남한 사람들에 비해
취업이 어렵다

남한 주민들의 차별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표 4 계의 욕구와 설문

욕

구

변

수
설 문 문 항

성

장

욕

구

극

성

 

자

존

감

재 삶이 가치 있음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사회에 도움이 됨 나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

탈북 목표 성취함
나는 내가 탈북을 결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함

나는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목표 달성에 한
믿음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목표가 있음 나는 목표가 있다.

표 5성장의 욕구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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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변수들의 경우 개인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보편 인 욕구와 환경에 해 나열한 후 분류하 다.따라서 유사한

맥락에서 작용하는 변수들을 정리해 필요가 있다.다만 선행연구들의

에서 알 수 있듯이 욕구에 한 명확한 구분이나, 동기요인과

생요인의 구분에 있어 의견이 갈리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더하여 한 요인이 동기요인과 생요인 모두에 합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 주거지의 생,충분한 소득 등은 생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자아실 ,자존감 등은 동기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인 계의 경우 보편 으로 생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주변

으로부터의 인정 등은 오히려 동기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더하여 인 계와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의 경우 실 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요소이며, 상 빈곤감 혹은 여의 형평성 등은

소득이라는 생요인과도 계가 있으나,인정 혹은 성공이나 성취라는

만족요인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수를 분류하는 기 이 필요한데 1차로 넓고,느슨한

범 에서 Alderfer의 세 가지 욕구로 분류한 후 Maslow가 제시한 욕구의

구분을 가지고 해당 욕구가 포함하는 변수를 설정했다.Alderfer의 경우

Maslow가 제시한 욕구를 바탕으로 재분류했다는 에서 와 같은

방식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환경과 안정에 한 욕구는 생존과

기본 인 욕구를 충족하기 한 것으로 쉽게 생요인이라고 단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성장욕구의 경우도 동기요인이라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다만 계의 욕구의 경우 해당 변수들이 동기요인인지 생요인

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차후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해당 변수들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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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명)

구분 0-9세 10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계

남 613 1,542 2,334 1,989 1,245 464 320 8,507

여 615 1,874 5,794 6,471 3,543 1,080 902 20,279

합계(명
)

1,228 3,416 8,128 8,460 4,788 1,544 1,222 28,786

※ 입국당시 연령 기 이며,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 자료:통일부

표 6연령 별 입국 황(‘16.3월말)

3.통제변수

이번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 불만요인에 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보편 으로 개인의 만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연령과 성별,소득수 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한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말 기 재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만 30세 이상이 56%로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약

80%의 비율은 고연령층에 편향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그 이유는 먼

이번 설문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조사한 바 개별 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비율이 높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답변을 했으며,20세

미만의 입국자들을 제외할 경우 만 30세 이상의 입국자가 66%로 증가했다.

한 통일부 통계자료의 경우 입국시의 나이를 기 으로 한 것으로 이번

설문 응답자들의 나이에서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을 빼 경우 만 30세 이상이

약 60% 이상으로 증가하여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와의 차이가 어드는

모습을 보 다.

만족을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려한다면 연령에 따른 행복한

정도를 제시한 연구들은 연령과 만족의 계에 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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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행복감의 계에 한 조사는 U자형의 상 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보편 이다.다만 한국의 경우에 있어 연령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노동패 조사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OECD의 보편 국가들과는 달리

35∼39세를 정 으로 한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더하여 해당 연령 이상의

연령에서 행복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이 연령 에 비해서도 상 으로

낮은 수 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설문의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45세이고,연령 의

분포는 35세 이상이 약 71%에 달한다.따라서 행복감과 만족이 유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이번 연구에서 만족감에 음(-)의 방향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 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있어 최말옥(2011)은 남성과 여성의 행복감에 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고 보았으며,다수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 으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행복감이라는

것을 삶의 만족과 유사한 차원으로 생각할 경우 성별 역시 만족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성별 역시 통제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8,786명

(2016년 3월말 기 ) 20,279명이 여성으로 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설문의 경우 체의 55.25%가 여성으로 상 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이는 응답자의 다수가 해당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상 으로 외부활동이 많은 남성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 상들이 개인의 소득수 에 따라 다른

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소득 역시 통제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소득의 경우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 의 하나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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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산층에 한 통계청의 기 으로 더미변수로 소득을

반 한다. 산층에 한 통계청의 기 은 소득의 50%∼150%수 으로

가구 기 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그 수 이 달라진다.

이를 2015년 4인 가구 기 으로 봤을 때 그 구간은 략 187만 8000원

∼563만 4000원에 걸쳐있다.다만 소득수 은 산층을 기 으로 상층

하층을 더하여 세 범주로 나 는 것이 보편 이지만 다수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이번 설문에서도 약 80%

가량이 산층의 기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하여

산층 기 을 과하는 응답자는 1명뿐이었으며, 이를 완화하여

연소득이 6,000만원이 넘는 소득자로 내리더라도 3명에 불과했다.따라서

이번 분석에 있어서는 산층에 포함되는가(1) 아닌가(0)로 나눠서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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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 불만에 향을 미치는 유인에 한 분석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설문조사의 경우 표본 집단의

응답률과 그들이 모집단 체를 표할 수 있는가에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다만 이번 연구의 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분산되어

있다기보다 집단 내에서의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 타당할

것이며,더하여 거주 지역 등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보다는 정부의 거주지

지원에 의해 정착지가 정해지는 등의 특성이 있다.집단 내의 강한 네트워크의

경우 응답률 신뢰성 있는 응답의 가능성을 높여 것으로 기 할 수

있으며,집단의 정착 특성의 경우 지역별 분배에 따른 표성의 문제

에서 상 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에 있어 다수의 질문을 통해 하나의 개념을

도출하는 경우가 있다. 를 들어 인간의 다양한 욕구 자아실 에 한

욕구의 충족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할 경우 “당신은 자아실 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하나의 질문을 통해 분석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수의 질문을 통해서도 측정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설문의 결과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한 단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가 가지는 값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확인

요인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경우 다수의 설문들 상 계가 높은 것들을 묶어

변수를 단순화시키는데 활용되며,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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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볼 수 있다.확인 요인분석은 기존의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설문들이 목표한 바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한 단 기 으로 활용할

수 있다.더하여 요인 수(Factorscore)를 활용하여 해당 설문들을 통해

추정하고자 했던 요인의 정규화된 값을 개별 표본별로 도출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욕구 만족에 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을 진행

하 다.따라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설문이 하게 진행

되었는지, 한 다수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 해당 욕구에 한

충족여부를 추정해볼 수 있다.여기에 더하여 추정된 각 욕구의 추정치를

자료로 하여 실제 개인이 느끼는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향 계에 해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이 지 하듯이 개별 욕구들 모두가 명확히

구분된다거나,해당 욕구가 명확하게 만족 혹은 불만에만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먼 상 으로 넓은 범 로 욕구를

구분한 Alderfer의 생존․ 계․성장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느슨한

범 에서 욕구들을 구분한 후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세부 인 욕구를

도출해내도록 한다. 한 요인분석의 실시에 있어 varimax 회 을

활용한다.요인분석의 경우 다수의 결과값에 하여 상 계가 높은

항목들을 묶어주는 방법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이때 측정된 값들의

분포에 따라 축을 회 시켜 경우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해당

값들의 분포에 해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varimax 회 의 경우

요인행렬의 각 열을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해석이 간단해지는 장 이 있다.

보편 으로 요인분석의 결과에 있어 각 요인의 분산값이 1이상인

경우 해당 요인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본다.더하여 각 측정값들이 추정된

요인의 하 차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해 재값이 0.5이상인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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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여 0.4이상의 값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이번 연구의 상이

되는 욕구의 경우 선행연구들이 제시했듯이 개별 욕구가 모두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따라서 각 욕구 상에 따라서 0.4이상으로

기 을 완화하여 분석을 진행하며,다수의 요인에 해당 기 을 충족할

경우 더 큰 재값을 가지는 욕구로 분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번 설문을 통해 최종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바는 요인분석을

통해 추정한 욕구들의 충족 정도가 실제 만족과 불만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것이다.만족과 불만을 개별 으로 분석하는 것은 두 요인 이론이

제시한 만족과 불만의 구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만약 만족과 불만이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만족의 부재가 불만이라고 한다면 측정된 두 값 사이에

높은 음(-)의 상 계가 존재할 것이다.마찬가지로 두 값 사이에 음(-)의

상 계가 크지 않다면 만족과 불만은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한 만족과 불만의 상 계의 값은 –0.286

수 으로 음(-)의 상 계를 보이기는 하나 그 댓값이 크지 않다.

따라서 두 요인 이론이 지 하는 바와 같이 만족과 불만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족과 불만을 개별 개념으로 둔 상태에서 각 욕구의 충족여부와의

계를 보는 것에는 다 회귀분석을 활용한다.회귀분석은 개별 측정값들이

종속변수와 가지는 계를 가장 잘 표할 수 있는 선형의 식을 도출하여

개별 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계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한 이번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에서 Ordinary Least Squares(OLS)모형을

사용한다.OLS모형은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 시키는 추정식을 찾는

것으로 이는 개별 측값을 통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얻을 수 있는

모형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잔차 제곱의 합은 측치들에

해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값에 의해 결정된다.더하여 OLS모형은

모집단의 선형성,독립성,등분산성 등의 가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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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합계(명
)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비
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구분 '09 '10 '11 '12 '13 '14
15
(잠정
)

16.3
월
(잠정
)

합계

남(명) 662 591 795 404 369 305 251 77 8,580

여(명)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265 20,557

합계(명
)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342 29,137

여성비
율 77% 75% 71% 73% 76% 78% 80% 77% 71%

※ 자료:통일부

표 7 한 탈주민   현황

(단  : 명)

제2 상 집단의 특성

본격 인 분석에 앞서 분석의 상이 되는 상 집단의 특성에

해 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연구의 바탕이 되는 설문 상은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체 숫자는 2016년 3월 말 기 으로 28,786명이며, 반 으로 연간

입국인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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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명)

구분 0-9세
10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계

남 613 1,542 2,334 1,989 1,245 464 320 8,507

여 615 1,874 5,794 6,471 3,543 1,080 902 20,279

합계(명
)

1,228 3,416 8,128 8,460 4,788 1,544 1,222 28,786

※ 입국당시 연령 기 이며,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 자료:통일부

표 8연령 별 입국 황(‘16.3월말)

구분 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
양

사
분야

술
체육

문
직

비 상
(아동등
)

기
타
계

남 368 639 3,682 3,082 70 73 207 385 1 8,507

여 110 92 7,281 10,726 1,038 173 445 413 1 20,279

합계
(명)

478 731 10,963 13,808 1,108 246 652 798 2 28,786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
※ 자료 :통일부

표 9재북 직업별 유형표

체 입국인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에 어들어

격히 증가했으며,2006년 이후에는 70%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

입국 당시의 연령에 있어서는 20∼49세의 청 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20 미만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이는 해당 연령 의

경우 가족과 함께 탈북 후 입국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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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이 의 직업군의 경우 무직 노동자가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다만 이번 설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 장마당으로 불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역시 181명 7명이 존재했으며,이는 재

북한사회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 해당 7명 1명의

탈북동기에서 화폐개 을 찾을 수 있었으며,이는 북한 내부의 정책이

주민의 탈북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제외된 응답자를 포함한 체 190명의 응답자 에서

함경북도 출신이 96명으로 반이상을 차지하 으며,양강도 출신이 35명,

함경남도가 21명,평양출신이 15명 등으로 나타났다.이는 한편으로는

설문이 편향되게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체 입국인원 28,786명 18,069명이 함경북도 출신으로 체의 약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양강도 출신이 3,819명으로 체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편향된 듯한 응답자의 분포가

오히려 모집단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함경북도 출신이 유달리 많은

것에 해 탈북이 용이한 지리 특성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17,217명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번 설문의 응답자 역시 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의

거주자 다.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착시기에 있어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상 으로 낮으며,국민임 주택의 빠른 취득을 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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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경제활동

47.9 49.6 48.6 42.6 56.5 54.1 56.9 56.6 59.4

참가율

고용률 36.9 44.9 41.9 38.7 49.7 50 51.4 53.1 54.6

실업률 22.9 9.5 13.7 9.2 12.1 7.5 9.7 6.2 4.8

※ 자료:통일부

표 11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황표

(단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생계 여
63.5 54.8 54.9 51.3 46.7 40.8 35 32.3 25.3

수 률

· ·고
7.1 10.8 6.1 4.9 4.7 3.3 3.46 2.5 2.2

도탈락률

※ 도탈락률 :교육부 자료
※ 자료:통일부

표 10북한이탈주민 정착 황표

북한이탈주민이 반 으로 소득수 이 낮은 계층에 속한다는 것은

보편 으로 알려진 사실이다.이는 생계 여의 높은 수 률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그 비율이 갈수록 어든다는 은 정 이라고 단된다.이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활동 황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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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계층
Total

북한계층 상 상 하 하

상 0 0 1 3 1 5

상 0 1 5 10 11 27

0 2 17 20 20 59

하 0 1 3 14 21 39

하 1 1 8 5 36 51

Total 1 5 34 52 89 181

표 12계층의 변화

(단  : 명)

이번 설문에서도 65세를 과한 응답자를 제외한 경우에 있어 직업을

가진 비율이 약 57%로 통일부의 통계자료와 비슷한 수 을 나타낸다.다만

일용직이 약 36% 정도이고 정규직이 약 17.6%,계약직이 약 11%로 직업의

질 측면에서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단 이 수치는 65세 이하

인원 체 한 것으로,직업이 있다고 답한 경우만을 상으로 한 경우

정규직의 비율은 약 31%까지 높아진다.다만 이 수치의 경우 일용직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거 수치에서 빠져나간 결과로 오히려 앞에서 본

수치가 더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한 체 응답자 약 66%인 118명이 최근 3년 사이에 실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1년 사이 소득을 해 일한 가간이 10개월 이상인

경우가 약 31%,3개월 이하인 경우가 약 20%로 나타났으며,10개월 이하로

답한 경우가 체의 69% 가량으로 이는 고용의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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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느끼는 계층의식의 경우 탈북 이 북한에서 하층과 하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각각 약 28% 약 22%로 체의 약 50% 고, 층으로

생각한 경우 약 32.6%로 나타났다.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북한에

간계층 이하 다고 볼 수 있다. 한 한국에서 느끼는 본인의 계층으로

약 49%가 하층이며,약 29%가 하층으로 약 78% 가량이 하층 이상으로

응답하 으며,여기에 18.78%의 층을 더하면 체의 약 97% 가량이 층

이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다수의 경우에서 북한에서

체감하던 계층에 비해 계층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극단 으로 북한에서 상층 혹은 상의 계층으로 인식했으나 남한 입국

이후 하 혹의 하층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반 로 북한에서의

계층보다 남한에서 오히려 계층의식이 상승한 경우는 하층을 제외할 경우

181명 6명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계기가 된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해서 동일 집단에 속해있는 응답자들의 56% 이상에서 경제 어려움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다음으로 남한 사회에의 부 응이 23.27%로

뒤를 이었다.오히려 주요 불만요인으로 꼽힌 차별의 경우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0%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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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유 빈도 비율 비율

경제 어려움 90 56.60 56.60

남한 사회의 차별 15 9.43 66.04

개인 일탈 10 6.29 72.33

남한 사회에의 부 응 37 23.27 95.60

기 타 7 4.40 100.00

합 계 159 100.00

표 13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범죄 이유

제3 욕구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Alderfer의 생존․ 계․성장의 욕구 이론으로

분류한 개별 설문들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매우 다양한 욕구를 3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하나의 세 종류 개념으로 묶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존․ 계․성장의 욕구를 상 차원의 개념으로 보고 개별 욕구를

그에 따르는 하 차원의 욕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인분석을 하는데 앞서 개별 설문들이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에 한 것을 단하기 해 Kaiser-Meyer-Olkin(KMO)측도를

먼 도출하 다.KMO 측도는 다른 제 3의 변수에 의한 향을 제외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상 계를 측정한 것으로 0.5 이상인 경우

요인분석을 수행할 수 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보편 으로 0.8이상인

경우를 권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설문의 결과를 이용한 KMO 측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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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Meyer-Olkin(KMO)

생존욕구 0.8292

계욕구 0.8264

성장욕구 0.7969

표 14KMO값

의 결과에 따르면 생존욕구, 계욕구,성장욕구와 련하여 진행한

각각의 설문에 하여 생존과 계 욕구의 경우 0.8 이상의 값이

성장욕구는 0.8에는 미치지 못하나 0.79이상의 값이 나왔으며,이에 따라

각각에 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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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1 2 3 4 5 6

주거지역 0.542 0.252 0.105 0.346 0.043 0.030

주변환경 0.489 0.366 0.307 0.324 -0.064 -0.044

소득만족 0.689 0.221 0.007 -0.010 0.114 0.025

보수만족 0.711 0.094 0.137 0.018 -0.015 -0.056

주거시설 0.616 0.101 0.238 0.194 -0.058 0.062

사회 배려 0.420 0.340 0.394 0.093 0.139 -0.034

의료 근 -0.049 0.570 0.260 0.082 -0.211 0.018

피로도 0.233 0.690 0.138 0.021 0.214 0.023

의료서비스 0.262 0.512 0.466 0.073 -0.040 0.023

사회에 한
신뢰

0.187 0.716 0.047 0.110 -0.072 -0.029

회 제곱합의
재값

2.229 1.96 0.642 0.295 0.138 0.014

표 15생존욕구에 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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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욕구에 한 요인분석 결과 총 10개의 설문으로 분석한 해당

욕구는 회 제곱합의 재값이 1이상인 경우를 채택하여 2개의 하 차원의

욕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최 설문의 설계에 있어서 생존욕구의 경우

가장 기 인 욕구가 될 수 있는 의식주를 바탕으로 하여 생존에 한

안정감에 한 설문을 추가하 다. 를 들어 의식주 에서 주의 경우

주거와 련된 기존 연구들이 고려하는 시설,근린환경,입지를 고려하 다.

다만 이 입지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교류,사회 계층 등을 담고

있으므로 계의 욕구에 포함시켰다.의식주 나머지 식과 주의 경우

비용의 규모가 주거에 비해 작고,상 으로 동산에 가까우므로 해당

재화의 획득에 향을 미치는 소득과 보수에 한 태도로 측정했다.

의식주와 같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요소에 더하여 안정과 련된

항목을 추가했다.개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의료에 한

근성 서비스의 질, 한 휴식,사회에 한 신뢰를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했다.

생존욕구에 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설문지를 구성할 때 고려한

사항이 하게 반 된 것으로 단된다.다만 의식주가 아닌 본인이

느끼는 사회 배려에 한 항목이 기존에 기 한 의식주 이외의 안정과

련된 항목이 아닌 의식주와 련된 항목으로 묶어짐을 볼 수 있었다.

그 원인에 해 첫째로 사회 배려의 경우 생존에 한 안정감이라기보다

환경 인 편안함에 포함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다음으로 설문

문항에서 제시한 사회 으로 배려 받고 있다는 질문이 응답한 상자들에게

모호하게 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이는 해당 항목의 요인 재량의 값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에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 두 가지

경우 어느 쪽을 고려하더라도 사회 배려를 의식주와 련된 다른

요소들과 묶어주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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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소득,보수 등과 련된 항목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해

기본 으로 갖춰져야 할 것으로 Maslow의 분류를 바탕으로 볼 경우 생리

욕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 휴식,의료 사회에 한 신뢰의

경우 안 의 욕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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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1 2 3 4 5

주변의 인정 0.768 -0.151 0.009 -0.089 -0.107

남한사회에 동화 0.587 -0.139 0.317 0.063 -0.060

주변에 한 신뢰 0.501 0.258 -0.069 -0.246 -0.020

남한사회에 응 0.634 0.007 0.322 0.097 0.086

사회 성공 0.819 0.047 -0.047 0.022 0.011

경제 성공 0.684 -0.006 0.045 0.009 0.207

상 보수 차별 -0.025 0.575 0.050 0.038 0.008

행정기 방문 시 차별 0.079 0.575 -0.183 -0.084 0.059

취업 기회 차별 -0.315 0.562 0.023 0.021 -0.053

남한 주민들의 차별 0.098 0.416 0.180 0.295 -0.001

회 제곱합의 재값 2.841 1.261 0.282 0.178 0.072

표 16 계욕구에 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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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욕구의 경우 사회 내에서 타인과의 계를 유지하고,그러한

계 내에서 발생하는 욕구로 볼 수 있다.이 욕구의 경우 Maslow가

구분한 욕구에 있어서는 주변과의 계를 소망하는 애정의 욕구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존경의 욕구를 포함하는 분류라고 볼 수 있다.

계의 욕구는 사회를 바탕으로 한 욕구로 볼 수 있으며,자신에게

이 맞춰진 물질 ,내재 욕구가 아닌 사회에서 발 될 수 있는 욕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따라서 소속된 사회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정,

사회  경제 성공, 응과 같은 정 인 측면과 차별,부 응 등의 부정

측면 모두 계욕구와 련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이 주변인들에

한 신뢰,동화 등은 계에 한 욕구로,성공,인정 등은 존경의 욕구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다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사회 계에 한 욕구가 모두 사회 계에서 나타나는 욕구이며,

칭찬 받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것을 애정에 한 욕구에 포함할지 존경의

욕구에 포함할지에 해 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설문의 결과에서는 주변의 인정,사회 성공,사회에 한

도움,경제 성공 등의 존경의 욕구와 남한 사회에의 동화,주변인에

한 신뢰,남한 사회에 응 등 타인과의 계에 의한 욕구는 요인분석에

의해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인 차별에 한 설문들에 해서는 개별 욕구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 다.

마지막으로 성장욕구의 경우 주변의 인정,사회 성공 등의

외 성장이 아닌 내 성장에 한 욕구를 말한다.내 성장은 보편 으로

자아실 ,자존감 등으로 표 할 수 있다.자아실 자존감 등에 해

명확하게 정해진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어 자체의 뜻으로 자아실 과 자존감에 해 정의할 경우 자는 잠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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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를 실 하는 것,후자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존감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상 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는데 반해 자아실 의 경우 목표가

되는 자아에 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자아실 에 갈음하여 삶에 한

극성을 성장욕구에 한 충족 정도로 측정하 다.

측정변수 1 2 3

재 삶이 가치 있음 0.780 0.211 0.002

사회에 도움이 됨 0.586 0.314 0.117

탈북 목표 성취함 0.609 0.102 -0.087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함 0.411 0.550 -0.031

목표 달성에 한 믿음 0.459 0.562 0.013

목표가 있음 0.058 0.586 0.032

회 제곱합의 재값 1.704 1.114 0.023

표 17성장욕구에 한 요인분석

성장욕구에 한 요인분석 결과 이번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련 요인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두 요인을 설문 문항을 통해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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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이 맞춰져 있는가,미래에 이 맞춰져 있는가가 구분의

주요 기 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요인 1의 경우 재의 시 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에서 자존감으로,요인 2를 차후 시 에서 추구하는

목표의 존재 여부와 달성에 한 태도로 보아 삶에 한 극성으로

단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경우 측정값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함께 각 변수들이

내 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내 합성의 경우

크론바흐 알 (CronbachAlphaCoefficient)값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해당 값은 내 일 성에 해 평가하는 것으로 보편 으로 0.9이상인

경우 매우 신뢰성이 높으며,0.7이상인 경우 한 수 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K개의 변수,σ2을 개별 변수 Yi 체 X의 분산이라고 할 때

크론바흐 알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련요인 크론바흐 알

환 경 0.771

안 정 0.772

계 0.832

차 별 0.624

자존감 0.743

극성 0.702

표 18 크론 흐 알파

도출된 크론바흐 알 의 값을 검토할 경우 차별과 련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수 이상의 값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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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련된 항목의 내 일 성이 상 으로 떨어지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직면한 차별 경험이 다를 수 있고,응답자의

다수가 무직 상태로 상 인 보수의 차별 등에서 본인이 직 직면한

사실이 아닌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의 인식을 바탕으로 설문에 응답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개별 응답자에 따라 문항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클 수 있을 것이다.다만 기존의 연구 등에서

0.6∼0.7사이의 값들을 수용 가능한 범 로 본 사례가 다수 있고,차별

이라는 항목이 한민국 사회에 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에서 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제4 만족 불만에 미치는 향 분석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불만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앞서 수행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여섯 가지의 요인을 독립변수로,동일한 설문에서

수집한 만족과 불만에 한 자료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을 수행하 다.

회귀분석의 경우 기본 으로 각 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하지만 이번 연구는 5 척도를 바탕으로 한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변수의 형태가 등간척도라는 에서

합하지 않다고 볼 유인이 있다.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리커트 5

척도가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된 가 많으며,독립변수의 경우

연속형 변수인 요인 수를 활용한다는 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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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향의 요인에 한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독립변수는 앞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여섯

가지 요인의 요인 수를 활용한다.더하여 통제변수로 만족과 불만이

행복과 개념 으로 상 계가 높다고 가정할 때 보편 으로 U자형

상 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한국에 있어서 외 으로

역U자형일 수 있다고 제시되는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한다. 더하여 기에 설정했던 가설에 한 구체 인 변수가

도출되었으므로 앞서 제시한 가설을 수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한

가설의 재설정에 있어 차별요인의 경우 다른 요인과는 달리 수가

높아질수록 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므로 다른 요인들과는

부호를 반 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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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북한이탈주민의 만족과 불만에 형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가

설

1

만 족

환경요인은 만족에 정(+)의 계를 가진다.

안정요인은 만족에 정(+)의 계를 가진다.

계요인은 만족에 정(+)의 계를 가진다.

차별요인은 만족에 음(-)의 계를 가진다.

극성요인은 만족에 정(+)의 계를 가진다.

자존감요인은 만족에 정(+)의 계를 가진다.

가

설

2

불만

환경요인은 불만에 음(-)의 계를 가진다.

안정요인은 불만에 음(-)의 계를 가진다.

계요인은 불만에 음(-)의 계를 가진다.

차별요인은 불만에 정(+)의 계를 가진다.

극성요인은 불만에 음(-)의 계를 가진다.

자존감요인은 불만에 음(-)의 계를 가진다.

표 19연구문제에 한 가설의 재설정

    
  

와 같은 다 회귀모형을 통해 이번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만족 환경안정 계차별자존감적극성
연령연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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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

 만족 환경안정 계차별자존감적극성

연령연령소득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한 이유는 두 요인 이론이 제시하는 바를

받아들여 만족과 불만을 구분될 수 있는 개념으로 두었기 때문이다.이번

설문에서도 만족과 불만의 상 계수는 –0.286으로 음(-)의 계이긴 하나

상 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서로 별개의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있어 유의미한 변수와 그 계수를 검토하기 에

회귀모형 자체가 유의미한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회귀모형의 경우

“모든 β의 값이 0이다”를 귀무가설로 설정하며,F값을 이용한 검정을 통해

귀무가설을 기각할지에 한 검토를 해야 한다.이때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어도 하나의 β가 0이 아니어서 모형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분석에 있어 [모형1]과 [모형2]모두 회귀모형 자체에 한

F검정 결과는 99%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고 도출되었다.

따라서 해당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설문문항이 락되어 있거나,5 척도로 측정한 문항에 있어

문항에 걸쳐 같은 선택을 한 응답자를 제외한 후 분석에 사용한 측치의

수가 181개로 변수 당 약 26개 수 으로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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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만족 [모형 2]불만

생존

환경
0.329*** -0.0599

(0.0663) (0.0814)

안정
0.0590 -0.0210

(0.0667) (0.0820)

계

계
0.168** -0.108

(0.0818) (0.101)

차별
-0.0105 0.663***

(0.0649) (0.0798)

성장

자존감
0.334*** -0.0968

(0.0915) (0.112)

극성
0.175** 0.0508

(0.0729) (0.0895)

연령
-0.000372 -0.00631

(0.00354) (0.00435)

성별
-0.148 -0.112

(0.105) (0.130)

소득계층
-0.203 0.208

(0.135) (0.165)

상수
3.590*** 3.097***

(0.224) (0.276)

측치 181

R-squared 0.515 0.337

*** p<0.01,**p<0.05,*p<0.1　

표 20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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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으로 통계 분석에 있어 99% 95%의 신뢰수 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90% 수 까지 하게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이번 연구에서는 90% 이상의

신뢰수 을 가지는 변수까지 표시하며,95% 99% 신뢰수 에 합한

변수 역시 구분하여 제시한다.

R-Squared값의 경우 체 변동량 모형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모형 1]과 [모형 2]에서 나타난 0.515,0.337의

수 은 사회과학에서 합한 수 으로 볼 수 있다.

먼 [모형 1]의 만족과 련된 유인들에 있어 환경,자존감이

99% 수 에서, 계 극성이 95%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 안정의 경우 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 계,자존감, 극성과 련된 상황의 개선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정(+)의 계에 있다는 것이며,안정과 차별의 경우 각각의 해당

집단의 만족과는 특별한 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귀분석의 결과만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된 환경, 계,자존감,

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회귀

분석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 계를 보여 뿐 인 계에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다만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변수

간의 인과 계를 설명해볼 수 있다.

두 요인 이론의 경우 정신 욕구 성장의 욕구 등이 만족에

향을 미치고 물질 보상으로 표되는 생요인의 경우 만족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하지만 이번 분석결과에 따를 경우

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극성,자존감의 경우 만족과 양의 상

계를 보 으나,만족과 상 계가 낮다고 제시된 물질 요인인 환경

요인이 실제로는 만족에 매우 상 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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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원인에 해 몇 가지의 상을 해볼 수 있다.먼 두 요인이론이

합하지 않은 경우이다.실제로 욕구이론과 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욕구들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보다 서로 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 한 두 요인 이론의 개념을 채택하여 만족과 불만의 개념을

나 경우에도 개별 욕구는 명확히 하나의 개념에만 향을 미친다기보다

일부 다른 개념에게도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를 들어 환경 요인의

경우 자존감과도 상당히 높은 연 성을 가지고 있다.다음으로 사회

문화 배경의 차이 역시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북한이탈주민들

부분은 물질 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경우가 다수이다.

이를 고려할 때 지속 으로 물질 으로 열악한 환경에 쳐해 있는 동안

형성된 욕구의 배경이 환경요인과 만족의 높은 상 계로 나타났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형 2]를 통한 불만에 한 분석결과 두 요인이론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자존감과 극성 등의 상 욕구는 불만과 유의미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생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되는 환경과

안정의 욕구가 불만과 유의미한 계를 나타내지 않고,타인과의 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의 문제만이 99% 수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모형 1]에서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탈북

이 의 환경 배경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그들에게 있어 남한에서 주어진

환경 요인과 안정감이 탈북 이 과 비교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이라면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더하여

차별의 경우 인 수치가 아닌 기존의 남한 주민들과의 비교

계에서 상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 박탈감이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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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가설 검정 분석의 정리

분석의 결과 95% 유의수 에서 만족에 해서 환경요인과 극성

요인 자존감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 불만에 해서는

차별요인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문제]북한이탈주민의 만족과 불만에 형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가

설

1

만

족

환경요인은 만족에 정(+)의 계를 가진다. O

안정요인은 만족에 정(+)의 계를 가진다. X

계요인은 만족에 정(+)의 계를 가진다. O

차별요인은 만족에 음(-)의 계를 가진다. X

극성요인은 만족에 정(+)의 계를 가진다. O

자존감요인은 만족에 정(+)의 계를 가진다. O

가

설

2

불

만

환경요인은 불만에 음(-)의 계를 가진다. X

안정요인은 불만에 음(-)의 계를 가진다. X

계요인은 불만에 음(-)의 계를 가진다. X

차별요인은 불만에 정(+)의 계를 가진다. O

극성요인은 불만에 음(-)의 계를 가진다. X

자존감요인은 불만에 음(-)의 계를 가진다. X

표 21가설 검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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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은 가장 표 인 생요인인 환경요인이 만족에

해서 강한 상 계를 가지고,불만에 해서는 오히려 유의미한 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다.이는 두 요인이론에서 보편 으로 제시하는

상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원인에 두 가지 정도로 검토해볼 수 있다.

먼 선행연구들이 지 한 바와 같이 각 하 욕구가 반드시 단일차원의

상 욕구 즉 동기요인이나 생요인 하나에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이 에 처해 있던 열악한 환경

요인이 해당 요인의 욕구의 충족에 한 만족으로 나타나는 상일 수 있다.

생각하건데 모형과 자료가 합하다는 제 하에서 불만에 한 가설의

검정에서 표 생요인인 환경요인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는 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배경 특성이 욕구체계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안정의 욕구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탈북 이 탈북시기 그리고 일부에

한하여 국 거주시기에 있어 지속 으로 실질 인 에 노출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만성 인 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에 한

욕구체계를 일반 인 경우와 다르게 변화시켰을 수 있을 것이다.

불만에 한 분석에 있어서는 계의 욕구 차별만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며,그 유의성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의

욕구는 생요인과 동기요인 명확하게 어디에 포함된다고 구분하기

힘든 욕구로 단된다.조직몰입에 한 연구에 바탕을 둔 두 요인이론의

경우 조직내 인간 계를 생요인으로 보는 것이 보편 이다.하지만

사회 동물인 인간의 경우 주 로부터의 인정 등에 의해 자존감 등 내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을 간과할 수 없다.

성장욕구와 련된 두 요인이 모두 만족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불만과 계있을 것으로 기 한 존재욕구가 오히려 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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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거나 혹은 불만 만족 모두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서 계욕구의 경우 만족과 불만에 그 하 욕구들이 나뉘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의 사람들과 동화되는 정도,주변으로부터의 인정 등은 개인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타 집단과 차별 받는다는 인식은 불만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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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1 연구의 요약 한계

이번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당 집단의 만족과 불만에 향을 미치는 유인들을 탐색하고,

범죄율 증가에 한 검토를 간략하게 제시했다.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개별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그 수에 있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과거 극소수의 특별한 상이 아닌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남한 사회 역시 그들에 한

이해와 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소수의 특별한 집단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일방 인 리가 아닌 사회에 한 응과 그 과정에서 상 집단에게 미치는

향이 정 인지 부정 인지에 한 단이 필요할 것이다.더하여 사회

응을 돕는 과정에서 한 목표와 수단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해당

목표를 정책목표라고 볼 때 상 집단에게 한 지원을 하는 것이 결국

응을 돕는 가장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이에 따라 상 집단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인지에 한 단을

해 해당 지원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만족의 증가 정도 불만의 감소

정도를 기 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이를 해 이번 연구에서는

제반 욕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요소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먼 두 요인 이론(two-factortheory)을

바탕으로 하여 만족과 불만을 상호 개별 인 요인으로 두고 종속변수로

채택하 다. 한 보편 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욕구와 차별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들의 사회 배경에 의해 더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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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고,Alderfer가 제시한 세 가지 욕구를

바탕으로 느슨하고 넓게 1차 으로 분류했다.1차 으로 분류된 세 가지

범주의 요소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각 두 가지 요인들로 표되었고,

도출된 여섯 개의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규정하여 만족과 불만에 미치는

향에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의 결과 만족에 해 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존감 요인, 극성

요인,환경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생요인의 표 인 변수인 환경요인이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이는 탈북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겪으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불만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차별요인이

도출되었다.

범죄유발 요인의 경우 크게 심리 요인과 상황 요인이 있으며

각각 하 차원의 다수의 이론들이 존재한다.더하여 최근 연구들은

공통 으로 범죄에 있어 심리 요인과 상황 요인 하나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 한다.따라서

에서 분석한 차별요인의 경우 심리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상황

요인으로 낮은 소득과 계층을 검토하 다. 더하여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의 경우 경제 어려움,남한사회에 부 응 순으로 범죄발생

요인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경우 상 집단 내의 네트워크를 통해 설문을

확보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어 편향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무작 추출이 어렵고,집단내 네트워크가

강한 편이며,회수율 역시 매우 높다는 에서 해당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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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시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상으로 한 부분의 기 정착지원에

이 맞춰져 있다.이에 따라 해당 집단은 높은 실업률과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구성원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 기 정착지원은

부분 환경 요인에 치 된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실제 분석결과 해당

집단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은 자존감과 삶에 한 극 인 태도이며,

불만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별로 나타났다.이는 환경 요인에만 치 된

정책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에 있어 만족을 높이고,불만을 낮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하여 환경 요인에 한 지원 역시 기정착 단계에서 단발

으로 주어지는 것으로,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해당 자원을 일방

으로 소모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취업 등에 있어 다수가 실업상태이거나 일용직과 같은 취약한

고용형태에 처해 있다는 등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응하는데 있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불만요인으로 제시된 차별 문제의 경우 남한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일정 액 이상의 수익을 가진 경우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단되며,상 으로 늦은 나이에 입국한 경우 취업문제에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문제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탈북 이 에 가지고 있던 직업 교육 등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도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자존감 측면에서도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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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문제의 다양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거 정착

지원 으로 표되는 1회성 지원으로 해당 집단의 안정 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사회에 자리잡은 경우 해당 집단은 더 이상 일방 인 리와 지원,통제의

상이 될 수 없다.더하여 해당 집단의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할 경우

지원 정책이 기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가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재도 지속 으로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체제가 지속 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따라서 한국 정부는 제한된 재원에서 효율 으로 북한이탈

주민 집단을 지원하기 한 정보와 정책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재의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상 으로 재에 비해 작을 때

구성된 정책이다.따라서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더하여 해당 집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1회성 성격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그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불만을 감소시켜 사회에 더 잘 응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지속 인

지원과 리의 경우 정부기 의 역량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민간과

정부기 의 긴 한 조를 통한 체제 구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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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이 ( 세)

2.성별 ( )

3.탈북 때의 나이 한민국 거주기간

세, 년

4.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음,배우자 없음)

5.거주지역 ( :서울 악구,경기도 수원시)

( )

6.탈북 이 의 거주 지역 ( :평안북도 신의주)

( )

7. 재직업보유여부(학생인경우고등학생, 학생, 학원생등으로기입)

(유: 무: 학생: )

8.고용계약의 형태 (7번에서 유를 선택한 경우)

(1)일용직

(2)계약직

(3)정규직

(4)사업

(5)가족 혹은 지인의 사업장

(6)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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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 직업 (7번에서 유를 선택한 경우)

(1)정부기

(2)농업 수산업

(3)공업

(4)건축업

(5)사무직

(6)기타 ( )

10.최종학력(북한에서 교육을 끝낸 경우 동등한 수 의 학력을 선택)

(남) (북)

(1)교육 받은 경험이 없음

(2) 등학교

(3) 학교

(4)고등학교

(5) 학교

(6) 학원

(7)기 타 ( )

11. 한민국에 교육 받은 기간( :고등학교,3년)

( 년)

12.연 소득 ( 만원)

13.보유 자산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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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거형태-1

(1)공동주택

(2)아 트

(3)주택

(4)공공시설

(5)기타 ( )

15.주거형태-2

(1)자가

(2) 세

(3)월세

(4)정부 혹은 단체의 지원

(5)기타 ( )

16.탈북 이 북한에서의 경제 계층

(1)상

(2) 상

(3)

(4) 하

(5)하

17.탈북 이 북한에서의 직업

(1)군인

(2)군인 이외의 정부기

(3)농업 수산업

(4)공업

(5)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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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장(생산직)근로자

(7)기타 ( )

18.탈북 동기

(1)먹고 살기 해서

(2)더 큰 돈을 벌기 해서

(3)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해서

(4)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5)북한 체제에 한 반발에 의해서

(6)자아실 (자유 등)을 해서

(7)기타 ( )

19.나는 최근 3년 사이에 실업경험이 있다.

( ) (아니오)

20.최근 1년 사이에 소득을 해 일한 기간이 몇 개월 정도입니까?

(1)3개월 이하

(2)3~6개월

(3)6~9개월

(4)9~10개월

(5)10개월 이상

21.귀하가 느끼는 남한 사회에서의 계층은 어떻게 되십니까?

(1)상

(2) 상

(3)

(4) 하

(5)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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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 면 언제나 병원을 갈 수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남한사회가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앞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걱정이
없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사회 으로 성공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인정받고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기존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22.본인이 가진 종교에 해 선택해주세요.

(1)기독교

(2)천주교

(3)불교

(4)원불교

(5)기 타 ( )

23.다음 사항에 해서 본인이 느끼는 정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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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같은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병원 진료에 만족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남한 사회는 나를 배려하고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고민이 있지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수 에

만족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경제 으로 성공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목표가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재 하고 있는 일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부득이하게 폐업하지 않을 경우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남한의 공교육 제도에 만족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나의 세 에서 계층 상승이 이 질

것이라 생각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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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기존 남한

주민들을 하는데 있어 차이가 없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편의시설,

공원 등 주변 환경에 만족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했을때

원하는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재 소득에 만족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내 자식 세 에서 계층 상승이 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한 돈을 받고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혹은 아 트

시설에 만족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취미활동이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재 삶에 불만이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건강하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남한 사회에 완벽히 응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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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재 삶이 만족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하는 일에 비해

은돈을받는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내가 탈북을 결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했을때

차별 받는 느낌이 든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남한 사람들에비해 취업이 어렵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남한에서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기존의 남한 주민들을 믿을 수 있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나는 타인을 배려한다.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24.최근 북한이탈주민들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다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경제 어려움

(2)남한 사회의 차별

(3)개인 일탈

(4)남한 사회에의 부 응

(5)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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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factorof

satisfactionanddissatisfactionof

NorthKoreandefectors

SungYulKim

DepartmentofPublic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More than 28,000 North Koreans have escaped theirhome

region and migrated from North KoreatoSouth Korea.ToSouth

Korea society,North Korean defectors group was not regarded

seriouslybecauseitwastoosmalltomakesociallevelproblem and

governmentcould controlitdirectly.However,continuosinflow of

North Korean defectors have made situation differently. Today,

increaseofcrimewhichhavebeenoccurredbyNorthKoreandefectors

show thattheyareoneofgroupswhichmakeSouthKoreasociety.

Moreover,governmentlosttheirpowertocontrolthem byincreaseof

NorthKoreandefector’spopulation.

Itdosenotmakeanyproblem ifmostNorthKoreandefectors

adaptthemselvestoSouthKoreaSociety.Howevermostofthem have

facedtroublesduringaperiodoftheiradaptationandmanypeopleof

them failedtolivewiththeirnew neighborhood.Maladaptationofnew

societycanmakedissatisfactionanditcanboostcrimes.Increas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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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meanstherearenecessityofreview orchangeofpolicieswhich

havebeenestablishedtohelpNorthKoreandefectors.

Beforereview orchangeofpolicies,itisneededtoanalyze

characteristicofpolicytargetgroup.Itismainpointofthisresearch.

Thisresearchextractsomefactorsthathaverelationwith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Two-factortheory iswhatseparatesatisfaction

anddissatisfactionandsurveyofNorthKoreandefectorsisbaseof

thisresearch.

Thereare six factors,which wasextracted on thesurvey

usingfactoranalysis,suchas(1)Environmentalfactor,(2)Safetyfactor,

(3)Relation factor,(4)Discrimination factor,(5)Self-esteem factorand

(6)Positivenessfactor.Thesurveydatashowsthat(1),(3),(5)and(6)

factorshavepositive(+)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and (4)factor

havenegative(-)correlationwithdissatisfactionusing ordinary least

squareregression.Actually(1)Environmentalfactorwasexpectedthat

it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dissatisfaction considered

Two-factortheorybutoutcomeisdifferent.Itmaycomesfrom North

Koreandefectorspastthattheylivedinpoorenvironmentalcondition.

SouthKoreagovernmenthasgivenmaterialsubsidyforNorth

Koreandefectorsincludingpublicrentalhouseandmoneywithtwo

yearseducation.Howeversubsidyandeducationareone-timesupport

thatthey cannotbefundamentalsolution.Sothereisnecessity to

makenew supportprogram orpolicyandaresultofthisresearch,

whatfactorsaffectsatisfactionanddissatisfaction,canhelp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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