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과 애착양상 

및 문제행동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김 희 정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과 애착양상 

및 문제행동

지도교수  이  순  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김  희 정 

김희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 원 장 진 미 정 (인)

부위원장 박 혜 준 (인)

위 원 이 순 형 (인)



- i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잦은 부모 분리와

장기간의 모성 박탈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의 부모애

착 양상을 살펴보고, 아동의 분리경험과 애착 양상이 아동의 문제행

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령 전기 및 학령기

에 해당하는 만 5∼9세의 북한이탈가정 아동 37명을 대상으로 분리

불안검사를 실시하여 애착을 측정하고, 그들의 어머니 37명을 대상

으로 아동의 분리경험과 문제행동을 조사해 통계 분석과 사례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양상을 살펴본 결과, 불안정애착

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회피적 애착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북

한이탈가정 아동의 회피적 애착 성향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

정착 후에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으로 인해 정

서표현이 상당히 억제된 상태를 드러낸 결과로 보인다. 또한 탈북과

정의 심리적 상해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정서경험을 수용하고 재조

직화할 수 있는 치료적 경험이 없었던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어머니와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어

머니의 남한 학력이 높은 경우, 현재 동거가족 수가 많은 경우 안정

애착 비율이 높았다.

셋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출산연령이 낮은 경우, 어머니의 정착

기간이 짧은 경우 아동의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문제행동 점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가 별거/이혼 한 경우 내재화 문제, 문제

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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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가정 아동 중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분리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규칙위반과 주의집중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행

동 하위영역에서 문제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유아기와 아동

기 동안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은 문제행동을 높게 보고

하였다.

북한이탈가정의 아동 중 불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은 안정애착 유

형의 아동에 비해 불안/우울, 신체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

제, 공격행동, 기타문제가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불안정 애착 유형

아동의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를 포함하여 문제행동 수준이 유의

하게 높았다.

넷째, 북한이탈가정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아

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애착유형별로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문제행동 수

준은 월가구소득과 상관이 유의했다.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문제

행동은 분리기간, 남한정착기간, 어머니 출산연령, 어머니의 남한학

력, 혼인상태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가정 아동들

의 분리경험과 북한이탈가정의 탈북과 관련된 환경 변수가 아동의

애착발달과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주요어 : 북한이탈가정 아동, 분리경험, 애착, 문제행동

학 번 : 2013-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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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3월 현재 2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

이 2006년 이후 매년 70%를 상회하고, 0∼9세 아동만 1,170명에 이

르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단위로 탈북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높아 북한이탈가

정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그동안 북한이탈여성의 적응과 부부관계에 집중되어왔던

북한이탈가정 관련 연구의 관심을 그들의 자녀인 북한이탈가정 아

동의 적응과 발달에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은 최초로

접하여 경험하는 환경인 가족 속에서, 부모와 맺는 관계를 통해 사

회정서 발달의 토대를 형성한다.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에 있

어 가족환경, 특히 어머니의 영향은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가정

의 자녀를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특별히 북

한이탈가정 아동들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탈북과정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한다. 아

동들은 일부 가족만의 탈북, 중국에서 어머니의 강제송환이나 가출,

입국 시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의 이별 등으로 가족의 해체를 경험

한다(강재희, 2010; 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09; 한반도화해센터,

2008). 북한 이탈 어머니의 남한 출생 아동들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이혼 등 다른 이유로 어머니와 분리되기도 한다. 남한에 정착한 어

머니는 생업으로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어 친인척에게 맡기거나 기

숙형 대안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생애초기에 경험한 이러한 역경들

로 인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유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어

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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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은 인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개념

이다. 아동과 양육자간에 형성되는 애정적인 결속이나 정서적인 유

대관계로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

속되며 이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owlby, 1973).

아동은 자신을 지지해주고 요구에 민감하게 대해주는 주양육자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며 애착 대상에 대해 안정적인 실행 모델을

가지게 되어, 사회에서 겪게 되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기

대를 하며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된다(Goldberg, 2014). 이에 반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불안정한 실행모델을 가지게 된 아동은 불

안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부정적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며, 이후의 관계에서 무감각, 분노, 공격, 공감의 부족 등을

나타낸다(Bretherton & Munholland, 2008). 이와 같이 내적 작동 모

델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토대가 되

므로 유아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타인에 대한 부정

적 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아동기의 정서와 행동 문제로 이어

지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학령기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탈북과정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야 했던 성장 경험, 탈출 시 겪어야 했던 불안, 긴장과 공포감 경험

과 함께 남한 사회에서의 학교 적응에의 어려움 뿐 아니라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업공백, 또래와의 관계, 언어와 새로운 문화습득

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의 내면화 문제

및 외면화 문제로 이어짐을 보고하고 있다(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은 아동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

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탈북가정 아동의 적응양상이

나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표면적

인 문제행동의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행동의 기제가 되는 애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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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체적인 발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에 관련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

는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주로 성인 중심으

로 이루어졌으며, 북한이탈아동의 경우에도 표출된 문제행동 위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분리경험과 애착 및 문제행

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발달과 행동기

제의 역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수가 늘어나면서 아동의 사회적 배경과 상

황이 다양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여 살

아가는 방식이 상이하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 양상을 살펴보

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모성분리를 경험하는 다양한 맥락 속

에서 아동의 애착 양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이주민으로서

의 애착 등으로, 생태학적 체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변인들

을 고려하여야 하는 폭넓은 맥락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의 둘러싼 사회인구학적 환경의 다양한 맥락에

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아동의 애착양상

을 살펴보고 애착과 분리경험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탈북가정 아동들이 가정에서 건강하

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방안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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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애착이론의 전개양상

에 대해 논하고,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과 문제행동에 대한 국내

외의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이 연구의 목적 및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북한을 떠난 후 제3국을 떠돌면서는 결혼 자체가 생존수단으로

선택되거나 사실혼 관계로 유지됨으로 인해 북한에서의 부부관계가

불안정한 특성이 나타났다.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남편이나 부인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많고, 중국으로 건너가 생계벌이를

하면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가족해체가 이루어진다

(이순형 외, 2009). 이처럼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 이전부터 생계마

련을 위해 집을 떠나 자녀와의 이별기간도 길고, 이별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열악한 북한 사정 때문에 자녀들은 여러 친척집을 전전

하며 보살핌을 받은 경우들도 잦고,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양육가정

으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조영아,

2012). 또한 어머니 상실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중국 내 탈북 여성

2세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보고서(한반도화해센터, 2008)에 따르면

북한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동들이 중국 내

중국 정부의 단속으로 어머니가 강제 송환되거나, 단속을 두려워한

어머니의 가출 때문에 아동들은 어머니와 강제적인 이별을 경험하

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아동들은 평균 6.7세 전후였다. 경제적 생활

이 어려운 아버지나 조부모 혹은 친척과 이웃들이 아동을 보호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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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보호자들의 대다수는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유년기를 보내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빈곤 상태에 처해 있었다.

아동들은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해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

환경을 고려할 때 탈북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생활이

어렵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은 생존 본능

(survival instinct)을 위협하는 외상적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모와의 분리가 모든 아동에게 심리적 상해를 주는 것은 아니나

난민 아동의 경우 분리의 영향과 심리적 상해를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빈한하고 불안정하다. 많은 난민 아동들에게

서처럼 그들의 삶이 위험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부모와의 분리가 일

어나며(Sack et al., 1994)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분리 그 자

체가 충격적 경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ousseau, 2004).

난민생활에서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심리적 상해는 아동에게 직접

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밖에 아동은 부모에 의해 표

현되는 불안과 분리 가능성에 더 자주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Garmezy & Rutter, 1985). 이 때문에 직접 탈북경험을 하지 않은

북한이탈가정의 남한 출생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직접적 분리경험

뿐 아니라 탈북과정을 통해 부모가 경험한 심리적 상해의 전이 가

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Rousseau(1995)는 156명의 난민 아동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다섯

가지 주요 요인이 분리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분리 당시

의 아동의 발달 단계, 분리의 기간과 횟수, 분리된 사람과 아동의

관계, 그리고 분리의 원인이다. 분리는 아동의 정서적, 학습적 어려

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한 분리가 심리적 증

후군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문화와 관련된다. 중앙아메리카계 아

동은 부모와의 분리가 학습의 어려움과 강한 상관이 있었지만 동남

아시아계 아동의 경우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애착대상

과의 분리가 중앙아메리카계 아동의 경우 큰 영향을 주었지만,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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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아동의 경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이처럼 분리는 난

민아동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요인이지만 그 요인이 항상 같은 영향

을 나타내지 않으며 분리의 결과는 아동의 문화와 상호작용하여 조

절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행동과 정서를 이해하는데 있어 문화적으로 다른

개념 구조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결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틀로 존재한다(Lewis, 1998).

그러므로 아동의 분리경험을 바라보는 문화의 틀로서 어머니가 살

아온 북한과 중국에서의 경험, 탈북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 위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은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부모 자신이 어려움에 처

한 상황에서 자녀를 친인척에게 일시적으로 위탁하고 이후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

하는 것은 자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Mercer, 2006). 북한

사람들은 아동위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은 1958년부터 급격히 증가된 탁아소가 70년에 들어 더욱 체

계적으로 증가하여, 주탁아소․일탁아소․월탁아소1) 등으로 분화되

었고 관리․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하였

다. 북한의 사회주의의 공고발전기인 1972년에 들어서 여성을 계속

생산현장에 동원하는 ‘여성들의 노동계급화’와 그를 뒷받침하기 위

해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기

본 원칙임을 밝히는 ‘아동 양육의 사회화’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

가가 아동을 제도적으로 위탁 양육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자라난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아동 위탁에 대

1) 북한의 탁아소 유형은 운영시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려가는 형태인 일탁아소, 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데려가는 형태인 주탁아

소, 1개월간 맡겨두는 형태인 월탁아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탁아소는

중앙에서 지시하는 일과표에 따라 운영된다(이윤진․서문희․김선화․박영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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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연하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직접 양육의 중요성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7%는 어머니가 항상 곁에 없더라도

애정을 갖고 키우면 크게 상관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양육책임이 전적으로 국가 몫이라고 한 응

답이 13%에 달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

누어야 한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준다(이윤진․서

문희․김선화․박영자, 2011).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과 중국에 두고 온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한에 자

녀와 함께 입국했거나 남한에 와서 자녀를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함께 해줄 부모나 친척 등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아 자

녀 돌봄 문제가 노동시장 진입에 제약요인이 되기도 한다(박정란,

2009). 특히 6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더욱 부정

적 영향을 미치며(김태훈, 2000; 박정란, 2009 재인용), 미혼 여성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고용

환경이 열악한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김영란, 1999; 박정란

2009 재인용). 남한에서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모자가

정이 30%를 차지하며(박정란, 2009) 비혼 상태의 탈북여성은 경제적

다급함으로 자녀양육보다 경제활동을 우선시한다(이윤진․이정림․

김경미,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식당이나 톨게이트, 마트

와 같은 직종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되면 학령기 아동의 경우

방과 후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경우 자녀를 헤어진 부

모나 친인척 집에 맡기기도 하며 기숙형 대안학교의 그룹홈 등 시

설에 위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탈북

과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다양한 원인과 방법으로 어머

니와의 분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서의 분리는 아동이 막

연히 장시간 어머니를 기다려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다.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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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분리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위기감이

심리적 긴장감을 더해 심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남한에서의 분리

는 어머니의 귀가를 믿고 기다리며 귀가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 있다. 심리적 부담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린 아동에게 어머니와의 분리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

험이었을 것이다.

어린 아동이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긴장, 고통과 심리적 부담감

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의문이다. 어떻든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어머니와 자녀의 분리경험은 넓은 스펙트럼 속에 존

재하며 그 결과 역시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맥

락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애착양상,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

1) 애착의 개념 및 발달

애착이론의 첫째 핵심 논리는 아동이 양육자를 필요로 하는 시기

에 경험하는 양육의 질이 아동이 양육자에 대한 안정애착을 형성하

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insworth, 1989; Bowlby, 1982). 두

번째 논리는 양육자와 형성한 안정애착은 아동의 건강한 사회 정서

적 적응을 높인다는 것이다(Bowlby, 1982). 그리고 이러한 안정 애

착의 영향은 평생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Bowlby, 1969).

양육자에게 영아가 애착을 형성하여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는 ‘내

적 작동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영아기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

험을 통해 형성한 내적 표상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모델의 기

초가 되므로 이후 전 생애 발달동안의 대인관계의 적응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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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Bowlby, 1969). 즉 영아기의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하게 되

면 자신과 타인표상에 대한 부정적인 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곧 아동기의 정서와 행동의 문제로 이어지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

다.

유아동기에 들어서면 언어의 급속한 증가와 인지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져 주양육자와의 분리에 대해 유아는 영아기 때와 같이 막무

가내 식의 격렬한 울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아동과 어머니의 애착

은 ‘목표수정적 동반자 관계(goal-corrected partnership)로 발달적

변화가 이루어지며 이제 아동과 부모는 서로 동반자적 관점에서

적절한 관리와 조정기술을 개발해야 한다(Richters & Waters,

1990).

개개인의 애착은 영유아기만의 발달적 특징이나 발달과업이 아닌

전생애 동안의 발달적 과정이다(Bowlby, 1969). 전생애적 관점에서

의 애착이론의 주요 개념인 내적 작동 모델은 영아가 애착대상 인

물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달시키는 ’관계‘에 대한 표상이며, 이러

한 내적작동모델은 일단 형성되면 수정이 어렵다. 이는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과 일치하는 정보는 기존의 내적 작동모델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용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

로 왜곡과 방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Bowlby, 1989).

애착측정이 생애전반에 대해 가능하게 되면서 애착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 졌다. 애착안정성은 아동과 양육자의 애착관계

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Ainsworth,

Blehar, Waters, 1978)으로, 개체가 애착대상의 가용성에 대해 안정

적이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애착안정성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지만 관찰 가능한 지표들을 통해 측정이 가

능하며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Solomon & George, 2008).

첫째, 애착안정성은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가용성 및 반응성과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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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애착안정성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속성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애착안정성을 통해 발달의

다른 주요 지표들을 예측할 수 있다. Bowlby는 애착대상과의 심각

한 분리와 상실에 의해 유발되는 불안정한 애착이 정신병리와 연관

된다고 보았다. 넷째, 애착안정성은 이 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측정

도구를 통해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애착관계를 설명한

다.

이처럼 영아기에 애착의 안정성을 지지한 연구결과(Waters,

Merrick, Treboux, Crowell & Abersheim, 2000)가 주류를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결과(Weinfield, Sroufe & Egeland, 2000)도 있다.

Weinfield와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는 애착과 관련된 삶의 부정적

사건들이 더 심하고 더 반복적으로 겪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영아

기 때의 애착유형의 비지속성을 나타냈다. 즉 전생애에 걸친 애착의

과정은 애착의 안정성(stability)과 변화(change)를 모두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Bowlby는 잘못된 내적 작동 모델 개념을 사용하여 다양한 신경

증적 애착유형을 묘사한다. 그는 ‘불안정 애착’의 기본적인 문제는

예측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보호자와의 애착을 유지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므로 내적 작동 모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확한 표상

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응해야 하는 대처기능에 기

초를 두게 되고 이로 인해 회피 또는 집착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회피하거나 양가적 애착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회피적 애착에

서 아동은 거절당할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하여 자신의 애착 필요성

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동시에 보호자와 접촉을 자주 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

Ainsworth와 동료들(1978)은 각 애착 패턴이 정서를 규제하고 표

현하는 전략이라고 보았다. 안정형 유아는 보호와 위안의 욕구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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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회피형 애착 유형의 유아는 애착 욕구

의 표현을 제한하고, 혼란형 애착 유형의 유아는 애착 욕구를 과장

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Harwood와 동료들(1997)에 따르면 회

피적 애착 유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부적일 때

생기며 그들은 아동의 필요나 정서적인 상태에 대해 흥미의 결핍

혹은 관심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 이 유형의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명백한 고통의 표시를 보이지 않으며. 재결합 시, 그들의

양육자를 무시하거나 회피한다. 양육자를 껴안거나 양육자로부터 안

락함을 얻지 못하며 조심스럽고 경계하는데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

은 거절과 거부의 역사라 볼 수 있다. 그들은 고통과 불안의 시간에

애착행동이 위로와 안정감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왔으므

로 스스로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개발해야만 했다. 그렇게 정서

적으로 독립적인 전략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 감정들은 억압된다.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는 오직 거절을 불러오는 것과 같으므로,

차라리 그것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양가

적인 아동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하는 반면 회피적 아동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처럼

회피적 애착 유형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며 정서적

개입을 피한다. Bowlby(1973)에 따르면, 회피적 애착 유형에게 친밀

함은 늘 거절과 상처를 가져다주는 불안거리이며 이들은 ‘강박적으

로 독립적(compulsively self-reliant)이라고 하였다. 과거와 현재 모

두의 관계들의 가치와 의미에 있어, 이것은 무시형(dismissing) 성격

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Howe 1996). 그러나 성격은

연약하여 충돌, 불안, 고통스러움이 잘 다루어지지 않고, 종종 정서

적 붕괴나 폭력적인 감정의 분출과 철회로 이어진다. 또한 다른 사

람의 감정에 흥미가 거의 없으며,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적대적인 태도로 무시하거나 거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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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나

타난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차갑고 무감각해 보이지만 내면적

으로는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가득하다하며 정서적인 고립이 내적인

외로움과 절망감을 가져온다(Howe, 1996). 이러한 회피적 애착은 단

절적이고 불안정한 양육경험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시설보호

아동의 애착을 측정한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유형 중에서 회피형이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즉 시설 보호 아동들이 친밀감이 거부와 상

처를 가져오지 않을까 계속 불안해하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보다 거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관계에서 도망치게 되며 이

로 인해 타인에 대해 신뢰를 발달시킬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정선욱, 2004).

혼란형 애착의 아동의 경우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이 일관

적이기 않고, 목표 역시 분명하지 않다(Main & Solomon, 1990). 혼

란형 애착의 연구는 부적절한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혼란형은 학대 받은 유아와 우울증 어머니들의 사례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Lyons Ruth, 1996). 저위험 사례에서 혼란형 유아

애착은 애착과 관련한 상실 또는 미해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Main & Hesse, 1990).

진화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애착이론은 생물학적 토대 위에 형성

된 범문화적이며 보편적인 정서적 결속으로서의 부모자녀 관계이다.

그러나 ‘낯선상황실험’에 대한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연구는 애착유

형이 보편적인 것인지 특정 문화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북독일(Grossmann, Grossmann, Spangler, Suess &

Unzner, 1985)에서는 회피유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이스

라엘(Sagi, Lamb, Lewkowicz, Shoham, Dvir & Estes, 1985)이나

일본(Miyake, Chen & Campos, 1985)에서는 양가유형의 빈도가 높

게 나타났다. 즉, 북독일에서 회피유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 13 -

부모의 거부보다는 영아의 독립에 대한 부모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

이며, 일본이나 키부츠에서 양가유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낯

선 사람에 대한 노출이 적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옥분․정순화․황현주, 2009).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은

어머니와의 분리와 재결합 경험의 영향 뿐 아니라 북한사회의 특수

한 문화와 탈북가정이 갖는 다양한 맥락으로 인해 일반 애착연구결

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어머니와

의 애착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애착과 분리경험

애착이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가 그들의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양육자는 함께 있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일생을 통해 애착에 있어 개개인의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들 이전

에 Bowlby는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분리를 경험했던 아동들의 안녕

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Kobak & Madsen, 2008). 그의 초기 연구는

일주일 짧은 기간의 분리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Bowlby, 1969, 1982). 아동에게 공포

를 유발하는 2개의 뚜렷한 자극이 ‘위험단서의 존재(presence)’와 ‘애

착대상의 부재(absence)’로 아동의 위험단서로부터의 도피와 애착대

상으로의 도피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향상시키

는 행동체계로 보았다(Bowlby, 1973). 아동이 발달하는 동안 양육자

와의 분리는 어떤 시기에 일어나더라도 심리적 어려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어린 시기의 상실은 상실의 결과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다. 즉 어린시기에 애착대상을 상실하게 되는 경

우 적절한 양육의 부재는 ‘건강한 애도’를 지연시키는 것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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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억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애도의 실패는 아동이 자라면서

회상이 불가한 현상으로 연결되며 결국 양육의 부재와 동반한 영향

으로 병리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Harris & Bifulco, 1991).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

심은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모로부터의 일시적 격리(김선주,

2002; Ainsworth, 1989; Bowlby, 1973)나 부/모성실조로 이해되는

부모상실(Bowlby, 1980; Hetherington, Cox, & Cox, 1985), 그리고

국가 간 이민 시의 가족분리(Arnold, 1997; Glasgow &

Gouse-Shees, 1995; Suarez Orozco, Todorova & Louie, 2002;

Smith, Lalonde & Johnson, 2004), 난민가족의 분리와 재결합(Fox,

Cowell & Johnson, 1995; Rousseau et al, 2004) 등의 주제로 연구

되어져 왔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일시적 격리, 모성

실조, 국가 간 이민 시의 가족분리와 난민가족의 분리와 재결합 모

두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분

리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민과 난민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별은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 장기간의 부모-자녀 이별은 부모 자녀 관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며, 의사소통문제, 부모 자녀 간 훈육과 관련된 갈등, 우울,

상실, 애착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uarez Orozco, Todorova & Louie, 2002). 부모의 이민으로 인

해 부모와 떨어진 아동들은 친척들에게 남겨진 기간 동안, 그리고

부모와의 재결합 시 부정적 적응양상을 보인다(Glasgow &

Gouse-Shees, 1995)고 보고된다. 이러한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

가족분리에 대한 부적절한 준비, 새로운 적응환경에서 느끼는 소외

감의 정도, 부모부재의 기간, 대리양육자의 잦은 변경, 이주사회의

특징 등에 의해 다양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있다(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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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onde & Johnson, 2004; Suarez Orozco, Todorova, & Louie,

2002).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탈북과정과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리

의 경우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난민의 경

우, 분리를 경험한 아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

각하며 분리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Fox, Cowell & Johnson, 1994).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을 받거나 혹은 배신감과 속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이순형 외,

2009). 또한 북한이탈어머니들의 경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떠남에 대해 자녀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

게 됨으로 인해 아동들은 ‘모호한 상실감(ambiguous loss)’ (Boss,

2006) 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자녀로 하여금 상실에 대한 충분한 애

도 작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본격적인 애도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상실 극복에 있어 더욱

힘들고 불리하다. 또한 아동은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상실 뿐 아

니라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와 관계에 대한 기억들이 때때

로 이상화, 죄책감, 신뢰에 대한 의심, 유기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며 재구성된다.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머

니와 관계를 계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혹은 반대로

자립적이 되거나 외로움을 참기 위한 필요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Rousseau et al., 2004).

분리 이후의 재결합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다. 몇

년 동안 신체와 마음과 세계관이 서서히 변화되었지만 같은 방식으

로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재결합이 갑작스럽고

난폭하게 보인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이미지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재결합 과정의 어려움은 아동이

경험한 복합적인 상실과 관련이 있다. 어머니와 재결합하면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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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어머니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와 표상의 상실, 어머니 부

재 시 돌봐주었던 대리양육자와의 또 다른 분리와 상실이 있으며

대리 양육자와의 상실에 대한 충분한 애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려움은 가중된다(Rousseau et al., 2004). 이러한 상실은 부모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부모와의 분리와 재결합의 어려움은 적응에 있어 어려움

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와 부정적 결과가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분리경험을 복잡

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으므로 분리가 된 경우에도 아동이 경

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리

를 경험했을지라도 어머니와 성공적인 재결합을 하는 사례가 존재

한다. 또한 재결합의 어려움에도 대리양육자의 자질과 능력, 가족

응집력, 부모와의 부재 시 연락을 지속했는지 여부, 재결합 시 새

양부모와 형제자매의 존재여부, 탄력 회복성(Suarez-Orozco et al.,

2002)과 분리 전에 형성했던 모자 애착의 질은 재결합 이후 아동의

애착과 문제행동 및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어머니 분리경험은 탈북 및 정착과정으로

인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에서 특수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

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알아볼 필요

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어머니와 분리경험이 아동의 애

착, 문제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애착과 가족관계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에 있을 때 이미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중

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혼자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 탈북

여성들이 만나는 배우자의 유형은 조선족(한족), 북한, 남한 남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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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겪게 되는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다소

차이가 난다. 조선족이나 한족 남성이 배우자인 경우 어머니가 먼저

국내에 입국하고 중국출생 자녀와 남편을 데려오는 사례에 해당된

다(이윤진 외, 2012). 탈북 여성들은 남녀 간의 역할과 지위가 달라

짐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부갈등, 중혼이나 동거에 관련하여 생기는

갈등, 남한 남성과의 결혼 생활에서 생활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있다(조영아․전우택, 2005). 이러한

북한이탈어머니들의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의 애착을 살펴봄에 있어 이혼가정으로서 가

지는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착이론가들은 Bowlby에 의해 제시된 내적 실행 모델의 개념으

로 이혼가정 아동의 대인 관계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애착 관계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이혼의 당사자인 부모는 이혼 과정에서 높은 스

트레스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거부

적인, 혹은 무관심하거나 비일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Fauber &

Lomg, 1991). 부모의 이혼과 같은 생활 스트레스 사건은 생활의 변

화로 인한 스트레스의 누적 효과를 불러오며, 부모 자녀 관계의 악

화와 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odges, Tierney &

Buchsbaum, 1984). 이로 인해 부모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으로 하여

금 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하기 쉬워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 및

공격성, 적대성 등으로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준다

(Wallerstein & Kelly, 1980).

또한 자녀와 어머니가 분리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이 재결합하게

되면 이별해 있을 동안 매우 다른 경험을 했을 수 있는 구성원들이

연합하려는 과정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

가족이 더 오래 떨어져 있었을수록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보고(Barudy, 1989)가 있다. 캐리비언 이민자들의 순차적 이주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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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효과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으며, 긴 이별기

간과 정착지에서 부모의 결혼이나 출산으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것이 성공적 재결합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Smith,

Lalonde & Johnson, 2004).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이나 중국에

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자녀가 낯

선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조영아, 2012)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출생지와 관련된 어머니와

의 분리와 재결합 경험, 가족관계요인과 북한이탈가정 아동과 어머

니의 애착양상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이란 아동이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

어난 행동들로서, 이는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

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생겨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

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한미현․유안진, 1995). 학령전과 학령기 시

기는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로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찰이 가

능하다.

Greenberg와 동료들(1993)은 높은 가족의 불행(가족의 스트레스와

외상, 가족의 낮은 사회적 지지도 등), 비효과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비전형적 아동성격(기질, 생물학적 취약성, 신경 인지적 기능) 등 세

가지 차원의 다른 위험인자들이 아동의 불안정 애착의 위험인자와

상호 작용하여 파괴적 행동문제로 연결된다는 ‘위험 인자 모델(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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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Model)'을 제시하였다. 즉, 다른 위험인자들과 함께 불안정

애착은 정신병리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Greenberg, 1999). 불안정 애착관계 그 자체는 정신병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애착관계가 부적응적 행동 문제 등

정신 병리로 발전하는데 다른 위험인자들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해

야 한다(안동현․최지은, 2004).

북한이탈가정의 중국 출생 아동들의 경우 중국에서 가족 전체가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한 가족들

의 잦은 주거지 이동, 아동만 남겨두고 부모가 도시로 이주하는 경

우, 어머니의 체포와 가출 등 아동들은 잦은 떠남과 이별을 경험하

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어머니와의 분리에 의한 심리적 불안

정은 대부분 어머니의 신분 문제에 따른 가족 전체의 동요와 불안

으로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한반도

화해센터, 2008).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한 아동은 이를 박탈이나 소외로 인식

하게 되어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특히 부모와 분리경험으로 인한 영향은 아동의 전 생애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Bowlby, 1973). 6개월에서 3, 4세 사이의 분리는 아이에

게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 후 형성된 불안정 애착관계

는 많은 부적응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분

리에 적응할 수 있는 독립성 뿐 아니라 분리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Ainsworth, 1991).

또한 어릴 때 부모와 분리되었던 아동은 지지적인 부모의 부재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외상 발생률이

더 높다(Santa-Maria & Cornille, 2007). 부모 상실의 경험은 대인접

촉의 결함으로 인해 정서적 통제력의 부족과 사회적 일치도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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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도벽, 거짓말, 잔인성과 같은 문제행동과 정

서적 결손 및 소외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Wallerstein & Blackesless, 2004).

한편 캐나다에 정착 후 2년이 지난 만 5세 난민가정 아동을 대상

으로 가족이 경험한 외상과 아동의 정서적 문제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중앙아메리카계 난민가정의 경우, 아동이 직접 외상을 경험하

지 않았음에도 출생전후 시기에 가족이 경험한 정신적 외상이 심각

할수록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증상이 높게 나타나 두 요인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계 난민가정의 아동의 경

우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가족의 정신적 외상과 아동의 정서적 문제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ousseau, 1993, Rousseau

1995 재인용). 이 결과는 심리적 상해의 가족 간 전이가 사회적 문

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경우 60∼70%에 해당하는 아동이 남한 출생이다. 북한이탈

어머니의 심리적 상해가 직접 탈북과정과 중국에서 난민으로서의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에게 전이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안정적 애착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 및 타인에 대

한 부정적 신념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불안정 애착은 개인의 유전

적, 생물학적 취약성 및 환경적 위험요인과 상호작용함으로서, 청소

년기에 다양한 문제행동과 정신 병리와 연관된다(Perris, Arrindell

& Eisemann, 1994). 일시적인 공포나 불안을 대부분 정상 발달의

일부로 간주하지만, 불안의 경험이 많은 아동들의 생활에 지속적이

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Dolan & Brazeal, 1993) 아동기의 불안

은 학교나 교우관계, 그리고 자유 활동에 대한 회피에서부터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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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나타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기능상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

다.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실질적인 표적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

의 문제가 심각한 일탈적 행동으로 외현화 되었을 때 비로소 개별

치료의 대상이 된다(백승영․이승희, 2014)는 점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높은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제행동을 통해 발달과 적응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

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발달과 문제행동을 다룬 선행연구

는 주로 불안, 우울 등의 특정 정신병리를 가진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아동은 신체, 정서, 사회적인

발달 단계상 성인과 명백한 차이가 있고 계속적인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아동의 문

제행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탈북경험이나 남한 적응을 살펴본 질적 연구(강재희,

2011; 이부미, 2003)와 국내정착 훈련기관인 하나원에서 아동을 대상

으로 행동문제를 살펴본 연구(김예영, 2006; 이인숙․박호란․김윤

수․박현정, 2011),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양육특성과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권정윤․조혜영․김미경, 2013)가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사

례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남한사회에 아직 발을 내딛기

전인 하나원에서 진행된 연구로 현재 남한에서 아동이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행동에 대해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어머니 및 양육관련 변인과 살펴보았지만 아동

의 문제행동에 있어 아동의 분리경험과 어머니와의 애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살펴보고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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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어머니와의 애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

인, 애착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지금까지 애착과 문제행동과 관련된 각각의 변인들에 대해 고찰

해 보았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노출될 수 있다. 어머니와 분리와 재

결합, 경제적 어려움, 이주민으로서 겪는 적응의 어려움, 부모의 이

혼과 결별에 따른 가족의 불안정성 등이 그러하다. 탈북과정을 경험

한 아동인 경우 어려움은 가중된다.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이 아동의 애착과 발달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분리경험과 아동의

부정적 결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리경험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개별적인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분리

라는 역경에 직면하여 종종 놀랄만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아동도 있

기 때문이다. 분리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된 상황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 가는가

에 대한 것이다. 아동이 분리에 대해 잘 준비되고 분리가 일시적이

고 필요하며 가족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었다면, 아동

은 버려졌다고 느끼기보다 분리를 훨씬 더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또한 재결합 이후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 할 필요 때

문에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있어 친밀함과 가까운 감정이 증가하는

가족의 경우도 존재한다(Suarez-Orozco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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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이 부모 간 갈등의 심화 및 부모 자녀 관계의 악화와

같은 주로 어린 연령의 독신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고위험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네소타 연구에서 초기의 불안정 애착관계를

가졌던 경우 학령전기와 학령기, 초기 청소년기에 걸쳐서 지속적으

로 불량한 또래관계, 우울증상, 공격성을 보여주었다(Erickson,

Sroufe, Egeland, 1985). 불안정 애착집단이 안정 애착집단에 비해

외로움, 우울, 불안, 적개심 등의 정신 신체적 질환 수준이 높았으며

(Hazen & Shaver, 1990),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면 부정적인 경

험을 하더라도 불안, 위축, 적개심, 충동성 같은 문제행동을 덜 보인

다(Cassidy, 1998). 결국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아동은 분리와 같은 삶의 역경, 탈북과정으로 인한 심리적 상

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있어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의

이러한 경험들은 심리 정서적 문제행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어머니는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아동은 삶의 스트

레스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어머니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애착은 역경과 삶의 위기 속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한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아동은 어려움에 취약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불안정한 애착은 다른 요인들의 부정적 결과를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애착이 북한이탈가정의 애

착 유형별로 아동의 문제행동은 분리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사

회학적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인가?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다양한 맥락에서의 경험과 환경을 고려할 때 아동을 둘러싼 생태학

적 변인들이 아동의 애착을 중심으로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는지 면

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해 이 연구는 학령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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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양상을 살펴보고 분리경험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애착유형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애착

유형에 따라 문제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애

착유형별로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변인과 문제행동이 어떠

한 관계를 갖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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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과 문제행동에 대해 위와 같이 고찰한 선

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관련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예측하는 보호요인

으로 아동의 애착에 주목하고, 아동의 애착양상과 아동의 분리경험,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 양상은 어떠한가?

1-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1-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부모분리자극에 대한 정서반응 특

성은 어떠한가?

1-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사례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은 분리경험 유무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분리경험 유무,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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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은 분리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애착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제행동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4-1. 북한이탈가정의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4-2. 북한이탈가정의 불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은 사회인구학

적 변인과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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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다음과 같이 조작

적으로 정의한다.

1) 북한이탈가정 아동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

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 제1호).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북한이탈주민 가

정의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사용한다. 북한

이탈가정 아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부모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과 남한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정의

한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가정 아동’을 ‘북한이탈가정 아동’과 동일

한 용어로 간주하여 사용하였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연령은 5세에

서 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이 연령은 사회적인 면에서 사회적 기술

을 습득하고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획득, 수행하며 또래문화를

비우고 적응할 것을 기대 받는 등 가정과 기관에서 스트레스가 높

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행동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어머니

에 대한 애착행동이 관찰 가능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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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절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모집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연구도구와 연구

절차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대전, 대구 지역의 복지관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눈덩이 표집을 통해 북한이탈가정의 만

5～9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령기는

사회적인 면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

을 획득, 수행하며 또래문화를 비우고 적응할 것을 기대 받는 등 가

정과 기관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는 시기(유안진, 1996)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이 관찰 가능한 행동 양

식으로 나타나며 분리불안검사에서 애착대상으로부터의 분리로 야

기되는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구두로 표현할 수 있어 연구 대상으

로 적합하였다. 아동 42명과 그 어머니 42명, 총 84명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아동 42명 중 2명이 ‘어휘능력의 발달 지체’ 로 분류되

어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두 명은 중국 출생으로 남한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동 3명은 애착검사에서 미분류 유형

으로 제외되어 총 37가정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인 북한이탈가정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Ⅵ

-1>와 같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40대

(54.1%)가 가장 많았으며, 30대(43.2%), 20대(2.7%) 순이었다. 자녀수

는 2명(62.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명(24.3%), 3명(8.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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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5.4%) 순으로 2명 이상이 75.7%에 달하였다. 어머니의 탈북시기별

로 보면 1996～2000년(40.5%), 2001～2005년(37.8%), 2006～2010년

(10.8%), 2011～2015년(10.8%) 순으로 나타나 식량난이 가장 심했던

1996년부터 탈북이 급증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이순형 외, 2007).

어머니의 제3국 체류기간은 1년 이하(35.1%), 2～5년 이하(29.7%),

6～10년 이하(27.0%), 11년 이상(8.1%)으로 3국 체류기간이 짧은 ‘기

획탈북형2)’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남한 거주기간은 11년 이

상(45.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7～10년 이하(32.5%), 4～

6년 이하(8.1%), 3년 이하(8.1%) 순으로 나타나 아동기 자녀의 출생지

비율에서 남한이 가장 높을 것을 예측하게 한다.

어머니의 북한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78.4%), 대학교 졸(16.2%), 인

민학교 졸(5.4%) 순으로 나타났고, 남한에서의 학력은 남한에서 학교

를 다니지 않은 경우, 즉 무학이 70.3%, 4년제 대학교(16.2%), 전문대

학교(8.1%), 고등학교(5.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분포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주부가 6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단순노무(10.8%), 기술직(8.1%), 사무직(8.1%), 취업학원

(5.4%), 관리자(2.7%)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 단순노무(16.2%), 기

술직(16.2%)으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고, 구직중과 기타가 각각 13.5%

이며 사무직(5.4%), 관리자(2.7%)에 종사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가정 월소득은 50만원 이하(5.4%), 51～100만원(24.3%), 101～150만

원(40.5%), 151～200만원(16.2%), 201～250만원(10.8%), 250만원 이

상(2.7%)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거 가족수는 3～4명(62.2%), 1～2명(24.3%), 5～6명(13.5%)

2) ‘기획탈북형’은 탈북의 이유가 ‘가족이 이미 남한에 와 있어서’ 또는 ‘북한체제가

싫어서’이므로 처음부터 남한 입국을 목적으로 탈북을 감행한다. 따라서 중국 등의

제 3국에서의 시간이 짧으며 북한의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이 때

대부분은 가족단위로 탈북은 위험하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구성원은 시차를 두고

입국을 한다(이윤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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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67.6%), 무교(27%), 불교(5.4%)의 순으로

기독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남

북하나재단, 2014)에서 30대와 40대의 경우, 종교 없음이 64.5%,

62.3%로, 기독교가 27.7%, 30.4%로 나타나 이 연구대상자와는 큰 차

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일부가 교회와 관련된 센터를 통해 모

집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국적(아동의 생부)은 북한(48.6%)이 가장 높았으며, 조선족

(27%), 남한(18.9%), 한족(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분포는 영유

아 자녀를 둔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조사한 결과 조선족,

북한, 남한으로 국적이 비교적 고른 비율로 나타난 이윤진 외의 연구

(2012)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정은 67.6%,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가정

은 32.4%로 나타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 탈북자들은 제3국 체류기간이 남성에 비해 길

어지면서 제3국 체류 시 형성된 배우자 관계와 자녀 출산, 그리고 그

이전 북한에서의 원배우자와 자녀 출산, 남한 입국 이후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이순형 외, 2009) 가정생활의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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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Ⅵ-1>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7)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20대 1(2.7)

어머니

직업

단순노무 4(10.8)

30대 16(43.2) 기술직 3(8.1)
40대 20(54.1)

사무직 3(8.1)

자녀수

1명 9(24.3)
관리자 1(2.7)

2명 23(62.2)

취업학원 2(5.4)3명 3(8.1)

주부 24(64.9)4명 2(5.4)

탈북시기

1996～2000 15(40.5)

배우자

직업

단순노무 6(16.2)

2001～2005 14(37.8)
기술직 6(16.2)

2006～2010 4(10.8)
2(5.4)사무직2011～2015 4(10.8)

1(2.7)관리자

제3국

체류기간

1년이하 13(35.1)

5(13.5)구직2∼5년이하 11(29.7)

5(13.5)기타6∼10년이하 10(27)

12(32.4)배우자없음11년이상 3(8.1)

남한

거주기간

3년이하 3(8.1)

가정

월소득

50만원 이하 2(5.4)
4～6년이하 3(8.1)

51～100만원 9(24.3)7～10년이하 13(32.5)

11년이상 18(45.0)

101～150만원 15(40.5)

북한학력

인민학교 졸 2(5.4)

고등중학교 졸 29(78.4)

151～200만원 6(16.2)대학교 졸 6(16.2)

남한학력

고등학교 2(5.4)
201～250만원 4(10.8)전문대학교 3(8.1)

4년제대학교 6(16.2)
250만원이상 1(2.7)

안다님 26(70.3)

현재동거

가족수

1～2명 9(24.3)
배우자

국적

북한 18(48.6)

남한 7(18.9)
3～4명 23(62.2)

조선족 10(27)
5～6명 5(13.5) 한족 2(5.4)

종교

기독교 25(67.6)
현재

혼인

상태

배우자와

동거
25(67.6)

불교 2(5.4)
배우자와

별거/이혼함
12(32.4)

종교없음 10(27.0)



- 32 -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Ⅵ-2>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19명(51.4%), 여아가 18명(48.6%)이다. 연령별 분포는 5세

(13.5%), 6세(29.7%), 7세(18.9%), 8세(32.4%), 9세(5.4%)이다. 아동의

출생지는 남한이 6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북한

(13.5%), 중국(13.5%), 기타(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머니와 동거중인 아동은 81.1%이며 비동거중인 아동은

18.9%로 나타났다. 비동거중인 아동은 모두 기숙형 방과후 대안학교

의 그룹홈에서 지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와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이 43.2%를 차지하였으며 56.8%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를 경험한 1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분리 시 아동연령, 어머니와의 분리기간, 분리 중 대리양육자를 조

사하였다. 먼저 최초 분리 시 아동연령은 만 2∼3세(43.8%), 만 4～5

세(37.5%), 만 6세 이후(18.7%)로 나타났으며, 분리기간은 6개월 이

하(18.8%), 7～12개월(12.4%), 13～24개월(18.8%), 25～36개월

(31.2%), 37개월 이상(18.8%)으로 조사되었다. 분리 중 대리 양육자

는 횟수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다. 배우자 2회

(7.1%), 조부모 3회(10.7%), 친인척 7회(25.05%)이며 기타가

16(5.2%)로 어머니와 아동의 분리 중에 아동을 돌보던 대리양육자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용을 시작한 월령은 25∼36개월(32.4%), 12개월 이하

(29.7%), 37개월 이상(21.6%), 13∼24개월(16.2%) 순으로 나타나 다

양한 분포를 보였다. 하루 기관 이용 시간은 7∼9시간(54.1%), 10시

간 이상(24.3%), 6시간 이하(21.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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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Ⅵ-2>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7)

3)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은 현재까지 아동이 어머니와 분리된 총 일수를 합산하여

분리 총개월수를 산정한 뒤, 총 분리일수가 한 달 이상인 경우 분리경험이 있는 것

으로 하였다. 분리총개월수에서 한달 미만인 아동의 경우 모두 친지방문, 캠프 등

의 목적으로 인한 한시적 체류들이었으며,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의 최단 분리기간

은 2.5개월, 최장 분리기간은 63개월이었다.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아동

성별

남자 19(51.4) 최초분리시

아동연령

(n=16)

만2～3세 7(43.8)

만4～5세 6(37.5)
여자 18(48.6) 만6세이후 3(18.7)

아동

연령

만 5세 5(13.5)

어머니와의

분리 기간

(n=16)

6개월이하 3(18.8)

만 6세 11(29.7) 7～12개월 2(12.4)

만 7세 7(18.9) 13～24개월 3(18.8)

만 8세 12(32.4) 25～36개월 5(31.2)

만 9세 2(5.4) 37개월이상 3(18.8)

아동

출생지

북한 5(13.5) 분리 중

대리양육자

(n=16,

중복응답)

배우자 2(7.1)

중국 5(13.5) 조부모 3(10.7)

남한 25(67.6) 친인척 7(25.0)

기타 2(5.4) 기타 16(57.2)

어머니와

동거여부

동거 30(81.1)
기관 이용

시작 월령

12개월이하 11(29.7)

13～24개월 6(16.2)

비동거 7(18.9)
25～36개월 12(32.4)

37개월이상 8(21.6)

어머니와

분리경험

3)

있음 16(43.2) 기관 이용

시간/일

6시간이하 8(21.6)

7～9시간 20(54.1)
없음 21(56.8) 10시간이상 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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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경험이 있는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분리가 일어난 나라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Ⅳ-3>과 같다. 아동 중 여러 차례 분리를 경험한

경우가 있어 각각의 분리경험을 횟수별로 다중응답 처리하여 분류

하였다. 기숙형 대안학교의 그룹홈에서 거주한 경우가 8회(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입국 시기 차이로 중국에서 분리

된 사례가 5회(17.9%), 24시간 어린이집에 거주로 남한에서 분리된

경우가 3회(10.7%)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부모 이혼으로 아버지 댁

에서 거주한 경우 2회(7.1%), 어머니의 지인 집에서 거주한 경우 2

회(7.1%), 종교 시설에서 거주한 경우 2회(7.1%)로 조사되었다. 그

이외에 북한의 주유치원을 다닌 경우, 북한에서 친인척 집에서 거주

한 경우, 중국에서 기숙형 학교에서 거주한 경우, 남한에서 중국 친

인척 집으로 유학 간 사례가 각각 1회(3.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 북한이탁가정 아동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

한에서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리를

경험한 16명 중 7명의 경우는 분리경험 사례가 2∼3개로 중복 해당

되어 복합적인 분리경험이 있었다. 예를 들어, 34번 아동의 경우 중

국 출생이며 유아기에는 어머니와 동거하였지만 어머니가 다시 북

한에 들어가게 되면서 친할아버지가 혼자 양육하였다. 학령기가 되

면서 중국의 기숙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어머니가 남한에 입국하여

아동을 데려오면서 남한 입국 후에는 기숙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

다. 35번 아동의 경우 남한 출생이며 유아기에는 24시간 어린이집을

다녔고 학령기가 되면서 기숙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여기서 주

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이탈가정 아동들이 북한과 중국 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 35 -

<표Ⅳ-3> 연구대상 아동의 국가별 분리경험사례

(N=16)

국가 분리경험
빈도(%)

(중복응답)

북한
1 북한의 주유치원 생활로 북한에서 분리 1(3.6)

2 북한에서 친인척 집에서 거주로 북한에서 분리 1(3.6)

중국
3
어머니와의 입국시기 차이로 중국의 친인척 집에서 거

주로 분리
5(17.9)

4 어머니와의 입국시기 차이로 중국의 기숙형 학교 거주 1(3.6)

남한

5 부모 이혼으로 아버지 댁에서 거주로 남한에서 분리 2(7.1)

6 기숙형 대안학교의 그룹홈에서 거주로 남한에서 분리 8(28.6)

7 어머니의 지인 집에서 거주로 남한에서 분리 2(7.1)

8 24시간 어린이집에서 거주로 남한에서 분리 3(10.7)

9 종교 시설에서 거주로 남한에서 분리 2(7.1)

10 남한 출생이지만 중국 친인척 집으로 유학 간 경험 1(3.6)

11 할머니댁에서 거주로 남한에서 분리 2(7.1)

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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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탈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리불안검사와 표현어휘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를 대상

으로 탈북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가 완료된 이후에 질문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위주로 아동의 어머니와 아

동의 분리경험 및 아동의 발달상 특성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함께 사례 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그림면접으로서 분리불안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발화내용에 근거하여 아동의 애착양상을 살펴보았

다. 애착유형의 분류와 분석은 Resnick(1993) 코딩지침에 따라 실시

하였다. 애착유형과 관련된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

된 양적자료들을 토대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애착그림

면접으로 나타난 아동의 발화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문제

<1-2>에서는 애착유형의 하위유형별, 하위유형의 척도별로 아동의

발화 예시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

인구학적 배경,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통합하

여 애착 하위유형별로 전형적 사례를 선정하고 연구문제 <1-3>에

함께 제시하였다. 아동의 애착은 아동을 둘러싼 생태학적 변인들과

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례를 통해 아동의 발화내용

이 갖는 의미와 애착양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측정 도구 구성과 연구 절차, 평가방

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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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불안검사

분리불안검사는 반구조화된 투사적 면접법으로 유아기부터 청소

년기까지 애착과 관련된 아동의 사고와 감정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최초의 분리불안검사 도구는 청소년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12가지 그림에서 시작되었다(Hansburg, 1972). 이 도구

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애착안정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며 사용되었다(Aviezer et al.,

2002; Kerns et al., 2000).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정의 만 5∼9세 아동에게 발달적 문화

적으로 적합한 그림자극을 구성하기 위해 원저자인 Hansburg(1972)

의 그림 중 3가지와 Slough 와 Greenburg(1990)의 그림 중 3가지를

선택한 뒤 수정하여 사용한 최은정(2014)의 도구를 연구대상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림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경미한 분

리 상황 3가지와 심각한 분리 상황 3가지로 구성하여 분리 강도에

따른 정서적 반응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접자는 아동에게 그

림을 보여주면서 <표Ⅳ-4>과 같이 정해진 이야기 서술 지침에 따

라 그림의 배경, 분리 상황, 아동의 상황에 대한 세 개의 문장으로

그림의 내용을 설명한다. 그림을 설명한 후 면접자는 아동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지금 그림 속 아이는 어떤 기분일 것 같니?”이다. 두 번째 질문은

감정의 정당화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으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느

낄까?”이다. 세 번째 질문은 아동의 대응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으로 “이제 이 아이가 무엇을 할 것 같니?”이다. 아동의 응답은 모

두 녹음한 뒤 전사하여, 면접 시 태도, 면접 시 받은 인상, 기타 특

이사항은 면접 직후 모두 기록한다.



- 38 -

<표Ⅳ-4> 분리불안검사의 그림자극 내용

(1,2,3: 경미한 분리 / 4,5,6: 심각한 분리)

그림 면접자의 이야기 서술

사전설명

-선생님이 ○○이에게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질문을 할 거에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맞거나 틀리는 대답이 없어요. 그림

을 잘 보고 ○○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해주면 되요.

그림에 뒷모습이 보이는 아이가 있지요? 여러분과 같은 ( )살 남

자(여자)친구이고, 이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1

전학

-이 아이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어

요.(미취학: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교실에 데려다 주고 가려고 해요.

-아이는 엄마와 헤어져서 처음 보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요.

2

공원

-이 아이의 엄마, 아빠와 함께 공원에 왔어요.

-엄마는 아빠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 저 쪽에 가서 놀고 있

으라고 하셔요.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봐요.

3

저녁식사

-이 아이는 엄마, 아빠와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와 저녁식사를 하고 올 테니 집을 보고 있으라고 하셔

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식사하러 나가시는 것을 봐요.

4

여행

-이 아이는 엄마, 아빠와 집에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한달 동안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선물을 주셔요.

-아이는 엄마가 아빠와 여행을 떠나시기 전 선물을 받아요.

5

구급차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려고 해요.

-아이는 엄마가 구급차에 실리시는 것을 봐요.

6

이별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에 갔어요.

-엄마는 아이가 이제부터 계속 할머니 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

하셔요.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서서 버스를 타고 떠나려는 엄마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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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유형의 분류는 개별 아동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졌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분류기준인 Resnick(1993) 코딩 지침은

6세용으로 Kaplan에 의해 개발된 것과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의 평가 절차에 기반하고 있다. Resnick 척도

는 11∼14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 연령

인 만 5∼9세의 아동들에게도 이 코딩기준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Resnick(1993)의 코딩 지침에 따라 각 아동의 응답을 9개의

하위척도에 1∼9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이 때 6개 분리 상황 각각의

응답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경미한 분리에서 심각한 분리로 넘

어갈 때의 정서적 반응 변화, 아동의 면접 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

적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9개 하위 척도는 <표Ⅳ-5>와 같다.

각 하위척도에 대한 점수를 산출한 뒤, 정서적 개방성, 발화일관

성, 불안(낙관론/비관론), 문제해결력 척도의 점수 분포에 근거하여

먼저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애착은 정서적 개

방성 척도에서 6점 이상, 발화일관성 척도에서 6점 이상, 불안(낙관

론/비관론) 척도에서 7점 이상 배점되어야 하며, 문제해결력에서 일

부 6점에 해당하는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으나 7점 이상의 해결책

이 우세한 경우 분류될 수 있다. 불안정애착은 정서적 개방성, 발화

일관성, 불안(낙관론/비관론) 척도에서 모두 5점 이하로 배점되어야

하며, 문제해결력에서 일부 7점에 해당하는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

으나 6점 이하의 해결책이 우세한 경우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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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5> 분리불안검사 평가의 하위 척도

척도구분 및 척도설명

1 정서적 개방성과 부정적 정서(Emotional openness and vulnerability)

분리불안검사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기 위한 정서 자극으로,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개방적으로(언어적, 비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표현하는지를 평가함. 또한 정서에 대한 정당화

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산출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정적 정서를 언급해도 정당화에 실패하거나 적절한 해결책

을 말할 수 없다면 정서적 개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음.

• 1∼3점 :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지 않았거나 매우 애매모호함.

• 4∼6점 : 어느 정도 부정적 정서가 나타났지만 애매모호하고, 더불어 정당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거나, 분리와 관련하여 언급되지 않음.

• 7∼9점 :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고, 사랑하는 대상과의 분리 상황과 관련된 그리움 등이 언

급됨.

2 거부/애착의 평가절하(Dismissing/Devaluing of attachment)

아동이 관계의 중요성을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 분리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정서를 어

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평가함. 점수가 낮은 아동은 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지나치

게 자신의 역량과 자주성을 강조)를 보이며 정서와 분리 상황을 연결 짓지 못함. 분리 상황과

관련된 관계적 정서적 요인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애착 관계나 애착 대상을 폄하

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발화나 태도가 있음.

• 1∼3점 : 애착에 대한 분명한 거부나 폄하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

• 4∼6점 : 표면적 거부(언어적 표현)는 없지만,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 7∼9점 : 언어적으로 명백하게 거부가 표현될 때

3 자기비난(Self-blame)

분리에 대한 부당한 책임감 인식이나 비난의 수준을 평가함. 즉, 현재 분리 상황의 부당함과

관련하여 그림 속 주인공 또는 다른 관련 인물들을 향한 비난이 있는지를 평가함.

• 1∼3점 : 아동이 분리의 책임과 관련하여 그림 속 주인공에 대해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

• 4∼6점 : 아동이 주인공 아동에 대한 부당한 비난은 하지 않지만, 부모나 대안적 양육자,

타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

• 7∼9점 : 아동이 주인공 아동이나 타인에게 부당한 비난을 하지 않고, 함축하지도 않으며,

그 상황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을 인식하고 말하는 경우

4 저항/억제(Resistance/Withholding)

면접에 의도적으로 저항하고, 응답을 피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를 평가함. 저항이 명시적이고 공

공연하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응답 거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방해하기, 중간에 잘라 말

하기 등으로 나타남. 저항이 좀 더 미묘하게 외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자주 “모르겠

어요.” 라고 응답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피하며 “때마다 다르겠죠.” 등으로 말함.

• 1∼3점 : 면접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는 경우임.

• 4∼6점 : 일정 부분 회피가 나타나지만 명확하지는 않고, 적극적인 저항이 없을 때 배점함.

응답을 정교화하지 않고(망설이지), 이러한 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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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점 : 회피의 시도에 대한 증거가 없을 때 배점함. 높은 점수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자발적이고 스스럼이 없을 때 배점됨.

5 압도된 분노(Preoccupied anger)

아동이 표현하는 분노의 강도와 범위(분리 상황에 한정하여 표현하는지)를 평가함.

• 1∼3점 : 아동의 응답에 분노가 명백한 특성으로 만연하여 나타나며 다른 감정들이 나타나

지 않을 때 배점됨. 3점 미만은 분노가 억제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 4∼6점 :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몇몇 경우에서 나타나지만, 분노 이외의 감정을 표현하기

도 함. 어떤 상황(보통 경미한 분리)에 대해서는 억제되고 절제된 분노가 표현되기도 함.

• 7∼9점 : 억제되지 않은 분노가 없을 때, 또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분노의 정서가

분리 상황 내에 한정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함.

6 감정의 전가(Displacement of feeling)

정서에 대한 정당화(정서와 참조물과의 관계)의 연결성 및 구체성을 평가함. 이 척도에서의 낮

은 점수는 이론적으로 회피애착 유형과 관련되어 있음. 안정적 애착 아동은 대부분 분리와 관

련하여 느끼는 감정을 정당화 할 때 부모를 언급함. 반면 불안정 애착 아동은 감정의 실제적

근원지를 언급할 수 없음. 오히려 감정을 대안적 양육자(예: 조부모, 유모)나, 분리 상황과 관

련이 없는 타인들, 심지어 어떤 장소나 사물(예: “집이 맘에 안 들어서요.”)로 전가해버림.

• 1∼3점 : 분리 상황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들에 전가시켜 버리는 경우에 배점함.

• 4∼6점 : 정서가 분리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나 애착 대상이 아닌 경우에 배점함.

• 7∼9점 : 정서가 애착 대상을 향하고 있을 때 배점함.

7 불안 : 낙관론/비관론(Anxiety: Optimism/Pessimism)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니?“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에서 분리의 결과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을 평가함. 낙관론적 아동은 상황을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안정감

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능력을 표현함. 즉 분리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부모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봄. 비관론적 아동은 분리에 뒤따르는 파멸이나 참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

• 1∼3점 : 분리의 결과에 대한 비관적 믿음이 외현적으로 명백하게 언어화 됨. 즉 분리에 대

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언어적으로 나타날 때.

• 4∼6점 : 전반적인 비관론 또는 상황에 대한 중립적 믿음이 보다 덜 명확하게 나타나거나

더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7∼9점 : 분리의 본래적 특성에 대해 낙관적 신념에 대해 명백하게 언어화된 증거가 나타

남. 즉,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다” 는 신념

8 발화일관성(Coherence of transcript)

아동의 응답에서 전반적인 조직화와 ‘내적 일관성‘을 다룸.

• 규칙 1. 말의 규모 : ‘간단명료하면서도 완성도가 있을 것’. 아동이 구체적이고 상황에 적절

한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의 원인을 적절하게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평가함.

• 규칙 2. 타당성 :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 규칙 3. 발화 태도와 양식 : 명확할 것. 쓸데없이 반복되는 어구는 없는지, 언어적으로 유창

한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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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거부/애착의 평가절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자기비

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근거하여 다시 10가지 하위유

형으로 분류하였다. 안정애착은 하위척도별 점수 분포에 따라 5개의

하위 유형(F1, F2, F3, F4, F5)으로 분류되었다. 회피적 애착의 특성

이 일부 관찰되는 아동은 거부/폄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F1 혹은 F2로 분류하였다. 양가적 애착의 특성이

일부 관찰되는 아동은 자기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F4 혹은 F5로 분류하였다. 회피적 애착이나 양가적 애착의 특

성이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안정애착 아동은 F3으로 분류하였다.

불안정애착은 회피적 애착(DS)과 양가적 애착(E)으로 분류하였다.

회피적 애착 아동은 거부/폄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DS1, DS2, DS3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양가적 애착 아

동은 자기 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E1 또는 E2

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점수 분포는 <표Ⅳ-6>과 같다.

• 규칙 4. 진실성 : 자신이 말하는 내용 안에 모순이 없고 논리적인지 평가함. 장황한 내용은

있지만 일관성이 없는 경우, 즉 말만 번지르르 한 응답에 주의해야 함.

9 문제해결력(Solution scores)

분리 상황에 대한 아동의 해결책을 평가할 때, 건설적인 해결책(7∼9점), 해결책 없음(분리를

수용)(4∼6점), 파괴적인 해결책(1∼3점) 중 하나를 우선 고려한 뒤, 그 범주 내에서 더 구체화

된 점수를 할당함. 아동은 다양한 유형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때 채점 규칙은 다

음과 같음.

• 5점 또는 그 이상의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경우(수동적인 또는 건설적인 해결책) 제시한 해

결책들 중 가장 높은 점수에 배점함.

• 4점 또는 그 이하의 해결책들을 제시한다면(답변하기 어려워하거나, 파괴적인 해결책) 제시

한 해결책들 중 가장 낮은 점수에 배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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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6> 분리불안검사의 애착유형과 하위척도별 점수 분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안정

애착

안정

애착

(S)

하위척도 F1 F2 F3 F4 F5

정서적개방성 6점이상 6점이상 7점이상 6점이상 6점이상

문제해결력 7점이상 7점이상 8점이상 7점이상 7점이상

발화일관성 6점이상 6점이상 8점이상 6점이상 6점이상

불안(낙관/비관) 7점이상 7점이상 7점이상 7점이상 7점이상

거부/폄하 3점이하 4점이하 1～2점 - -

저항/억제 5점이상 6점이상 8～9점 - -

감정의 전가 6점이상 5점이상 7점이상 - -

자기비난 - - 8～9점 5점이상 6점이상

압도된 분노 - - 8～9점 6점이상 5점이상

불안정

애착

회피적

애착

(DS)

하위척도 DS1 DS2 DS3

정서적개방성 5점이하 5점이하 5점이하

문제해결력 6점이하 6점이하 6점이하

발화일관성 5점이하 5점이하 5점이하

불안(낙관/비관) 5점이하 5점이하 5점이하

거부/폄하 4점이상 7점이상 5점이상

저항/억제 4점이하 5～6점 5～6점

감정의 전가 6점이하 4점이하 5점이하

자기비난 - -

압도된 분노 - -

양가적

애착

(E)

하위척도 E1 E2

정서적개방성 4점이하 4점이하

문제해결력 4점이하 4점이하

발화일관성 4점이하 4점이하

불안(낙관/비관) 4점이하 4점이하

거부/폄하 - -

저항/억제 - -

감정의 전가 - -

자기비난 5점이하 5～6점

압도된 분노 5～6점 4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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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불안검사를 실시한 40명의 애착유형 분류는 1인의 아동학 박

사와 1인의 유아교육전공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각 평가자는 아동의

응답을 먼저 9개의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2인의 평가자가 산출한 척

도별 점수의 상관계수(r)은 정서적 개방성 .73, 거부/애착의 평가절

하 .81, 자기비난 .83, 저항/억제 .86, 압도된 분노 .89, 감정의 전가

.86, 불안(낙관론/비관론) .82, 발화일관성 .85, 문제해결력 .84로 비교

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1차 애착유형 분류에서 먼저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유형으로 나

누었다. 2인의 평가자 중 어느 한명을 통해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아

동은 13명이었으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11명이 일치하였다. 2인

의 평가자를 통해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아동은 25명이 일치하였

다.

2차 애착유형 분류에서는 1차 분류에서 평가가 일치하지 않은 아

동에 대한 평가자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유

형을 구분하는 정서적 개방성, 발화일관성, 비관론/낙관론의 항목에

서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하고, 나머지 척도들에서 문제되는 점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아동에 대

한 연구자간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

착의 하위유형별 분류를 통해 82%에 해당하는 29명이 일치하였다.

3차 애착유형 분류에서는 2차 하위유형별 분류에서 평가가 일치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평가자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피적 애착

(DS)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척도인 거부/폄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

가 척도와, 양가적 애착(E)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척도인 자기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척도별 전반적

인 점수 분포와 심각한 분리 상황에 대한 아동의 발화 특성을 고려

하고, 일부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면접 당시 아동의 발화에서 나

타나는 비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 전원에 대해 연구자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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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안정애착 혹은 불안정애착으

로 분류된 아동은 37명이었으며, 이중 안정애착 유형은 11명(27.5%),

불안정애착 유형은 26명(65%)이었다. 미분류는 3명(7.5%)으로 나타

났다. 미분류된 3명의 아동 중 17번 아동4)의 경우 면담 전반에서 정

서 어휘가 부족하며 의미있는 정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검

사에서는 정상으로 분류되었으나 발화내용에서 연령에 맞지 않는

애착행동을 보이며 정서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대상

선정에서는 제외하였다. 나머지 두 명5)은 병원 상황까지 안정애착

점수 분포를 유지하다가 가장 높은 수준의 분리인 할머니댁 상황에

서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한 경우로 이 연구의 분류 기준인 Resnick(1993)의 애착유형에는 해

당되지 않으므로 연구대상 선정에서는 제외하였다. 안정애착 혹은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된 37명의 아동은 다시 10개의 하위 유형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10개의 하위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Resnick, 1993). 안

정애착 중 F1집단(Some setting aside of attachment)은 애착대상과

의 분리로 인한 슬픔, 외로움을 표현하나 응답이 다소 간결하고 정

교화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대인

지향적이며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안정애착 중 F2집단(Secure but restricted)은 면접에 저항하는 증

4) 17번 아동의 저녁식사 상황 : [기분] “흐흠.....으으으∼∼응(흥얼거림) (촉진) 으

으응∼∼..................................엄마 아빠 가는 거 규, 경하는 기분. (촉진) 보는 기분.

(마음이 어떨까?) 으흐흐∼......으아아∼.....엄마, 아빠 갔다 올 때로 놀 것 같...은데.”

5) 16번 아동의 병원 상황 : [기분] “무섭고 걱정되고 슬펐을 것 같애요” [이유] “어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잘 못되기라도 하면......안되니깐.” [대처방안] “엄마

나을 때까지 엄마 옆에 있을 것 같애요.”

16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 : [기분] “음...슬플 것 같애요.” [이유] “엄마를 다시는

못 보니깐.” [대처방안]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랑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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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없지만 애착대상이나 관계에 대한 폄하가 암묵적으로 나타난

다. 분리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강조하거나 분리의 긍정적 측면(예:

‘선물을 받는 건 좋다’, ‘할머니와 있는 것은 좋다’ 등)에 대해 언급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신이 부모와의 분리에 취약하다는 인식

이 나타나며, 애착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안정애착 중 F3집단(Secure/freely valuing attachment)은 가장 원

형에 가까운 안정애착 유형이다.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은 모든 질

문에 사려 깊게 응답하고 애착대상을 원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적

절하게 언어화하여 표현한다. 이들은 부모가 부당한 분리를 요구하

는 것에 대해 놀라며 슬퍼하는 반응을 보이나, 분리의 결과에 대해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애착대상과의 분리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안정애착 중 F4집단(Some preoccupation with attachment figure)

은 다소 비조직적인 발화 양상을 보이고 애착대상에게 의존적이며

매달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을 분리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을

표현하지만 애착대상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을 유지하며 분리의 결

과에 대해 낙관적 인식을 보인다.

안정애착 중 F5집단(Somewhat resentful/preoccupied)은 다소 비

조직적인 발화 양상을 보이며 애착대상에 대한 압도된 분노가 관찰

된다. 그러나 분노 이외의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으며,

애착지향적인 해결책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이 분류

에 속하는 아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회피적 애착 중 DS1집단(Dismissing of attachment)은 특히 강한

저항/억제 성향을 보인다. 전반적인 면접 수행에서 정서에 대해 말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저항과 회피의 증거가 나타난다. 응답을 회

피하거나 모순적으로 긍정적 정서만 언급하기도 한다. 부정적 정서

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거나 극도로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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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응답하며 면접을 빨리 끝내려고 한다.

회피적 애착 중 DS2집단(Devaluing of attachment)은 비임상 집

단에서는 희귀하다. 이 유형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거부/폄하와 감정

의 전가에서 매우 극단적인 특성을 보인다. 애착대상 및 관계에 대

한 적극적인 폄하가 전사자료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사람을

물질처럼 취급하는 인상을 주며, 분리 상황과 관련 없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가시켜 버린다. 아동이 제시하는 해결책

은 자신이 분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지나치게 역량이

강조되어 있거나,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수동적 해결책이 우

세하게 나타난다.

회피적 애착 중 DS3집단(Restricted in feeling)은 초기에 다소 개

방적인 정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내 이러한 감정을 폄하하는 발

언을 하거나 모순적인 발언을 하여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들의 발화에는 애착대상이나 관계를 중요시 여

긴다는 발언이 관찰되지 않으며, 자신이 분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감

추려는 듯 자기 역량이 강조된 해결책을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

신이 분리를 원한다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

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유형의 아동은 정서의 원인에 대해

말할 때 애착대상이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려

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의미있는 정서 표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양가적 애착 중 E1집단(Passive)은 비조직적이고 표식없는 발화양

식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인다. 이들은 분리에 대해 부모

를 부당하게 비난하며, 분리로 인한 혼란과 걱정, 염려를 강하게 표

현한다. 이들의 응답에는 그림 속 주인공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

날 것이라는 감각이 만연해 있다.

양가적 애착 중 E2집단(Angry/conflicted)은 높은 수준의 압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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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보인다. 이 유형의 아동은 분리 상황을 뛰어 넘는 분노를 말

하며, 분노에 대해 말할 때 정서를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들이 제시하는 대처 방법은 애착대상과의 접근성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파괴적 특성을 지닌다. 즉 아동 스스로 분리를

원한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는 불복종이나 부모에 대한 공격

성을 포함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2) 문제행동 척도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6-18))(오경자․김영아, 2011)

을 사용하였다. CBCL 6-18은 미국의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Achenbach & Rescorla, 2001)을 한국의 아동들을 대상

으로 재 표준화한 것이다. 문제행동 하위 요인은 불안/우울, 위축/우

울, 신체증상을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와, 규칙 위반, 공격 행동을 포

함하는 외현화 문제로 나누어졌다. 문제행동총점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이외에 사회적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 문제, 기타

문제로 구성되었다. CBCL 6-18은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자녀가

각 문항에 적힌 행동을 보였는지를 부모가 판단하여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럴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

나 많이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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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7> CBCL6-18 척도별 하위영역구성

3) 표현어휘력검사

아동의 발화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조사의 특성상 분리불안검사에

미치는 유아의 표현어휘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의 하위 검사인 표현어휘력검사를 실시하였다. REVT

는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2009)이 개발한 검사로

만 2세에서 18세 이상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대상자의 어

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척도 문항구성 문항수

내재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32

외현화 규칙위반, 공격행동 35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

의집중문제, 기타문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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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IRB NO. 1505/001-004)을 거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

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그림도구가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

하며 소요시간은 얼마인지, 코딩지침이 연구대상 연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될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

및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예비조사는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

까지 4일에 걸쳐 대전시에 위치한 복지센터에 등록된 북한이탈가정

을 대상으로 아동 3명,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각각 일대일 면접으

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참여자들과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절차와 비밀보장,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및 위

험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 설명문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전문을 읽으며 설명을 한 뒤 참여자들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아동과의 면접을 위해 사전에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 10년 이

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아동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사2급, 국제자격

증 보유)로부터 정서적 질문 방식에 대한 감식을 받아 진행하였다.

아동이 이 연구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아

동이 편안한 상태로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담조사 전과 후에

놀이를 통한 긴장완화를 돕기 위한 시간을 최대화하였다. 아동과 충

분한 라포 형성이 된 뒤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아동 연구참여자는

남한 출생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한 이외의 곳에서 출생

한 아동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어머니와의 사전면담을 통해 만 2

세 이상의 영아기 이후에 입국하여 감정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

을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전문상담사를 필수로 배치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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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분석, 비상사태 시 대처방안을 강구하였다.

아동과의 분리불안면접은 연구자가 전원 직접 실시하였으며 녹음

기를 사용해 아동의 답변을 녹취하였다. 간혹 그림 속의 인물을 가

리키는 등의 비언어적 범주를 사용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자가 “응, 그림에 있는 친구랑 같이 놀고 싶구나.”라고 언급하여 아

동의 비언어적 답변도 녹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설문조사

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어머니가 설문지를 마치고 난 뒤

설문지에 빠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질문지와 응답에 의문이 있

는 부분은 서로 질문하고 설명하였다.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

적 배경 및 아동의 특이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어머니와 10～15

분 정도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와의 상담 중 중요한

내용은 현장에서 바로 기록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과 어머니의 신상정보가 있는 자료의 수집, 개인적

인 면담 등 북한이탈가정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

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

다. 아동 면담 시 녹음한 파일은 연구자의 연구용도 이외에는 사용

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제시하는 경우 모두 참여자번호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도구와 질문지가 적합하다고 판단

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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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8> 면담 절차

2) 본조사

본조사는 2015년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 대전 각 지역의

복지관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특성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참여자 모집문건을 배포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어

머니와 아동에게 연구의 취지와 과정을 설명한 설문지와 동의서를

배부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어머니와 자녀

에 한하여 사전 전화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아동의 출

생지와 입국 시 연령을 확인하였고 전문상담사 배석이 필요한 아동

들을 대상으로 어머니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

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전 어머니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는

과정은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면접 장소는 아동들이 낯

선 장소에서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공부방, 교회, 복지관 등으로 각 기관이 제공하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면담 시간은 평일 오후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

간을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에 진행되었다. 면담방식은 일대일 면접

구분 변인 평가 도구 소요시간(분) 대상

아동

면담

애착 분리불안검사 15-25
아동

(40명)
언어검사

표현․수용어휘력

평가(REVT) 중

표현언어

10

설문지

사회인구학적 배경 사회인구학적 배경 10

어머니

(40명)아동의 문제행동 K-CBCL 15

면담
아동의 분리경험과

사회인구학적 배경
없음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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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상담사배석이 필요한 면접인 경우 연구자가 아동이 면담하고

상담사가 함께 참관하여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 면접자는 아동의 어머니가 북한

이탈주민인 점과 아동의 인구학적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여 아동에게 북한, 중국에서의 경험과 관련

된 이야기와 아동의 상황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아

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어머니 보고에 의존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IBM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경향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의 애착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애착유형의 하위영역별 아

동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셋째,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아동의 애착유형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애착유형, 분리경험 유무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문제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제행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안정애

착 집단과 불안정애착 집단별로 각각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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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절에서는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며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고 이와 더불어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분포 [연구문제 1-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안정성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10가지

애착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각 유형별 분포는 <표 V-1>과 같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5∼9세 아

동 40명 중 안정애착은 11명(27.5%), 불안정애착은 26명(65%), 미분

류 3명(7.5%)로 분류되었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통 안정애착의 비율이 60%로 보고되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이탈가

정 아동에서 불안정애착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애착유형을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안정애착 중 회피적 성향이 있

는 F2집단은 8명(20.0%)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F1집단은 2명

(5.0%,), F4집단은 1명(2.5%)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안정성이

높은 F3집단과 분노 성향이 있는 F5집단으로 분류된 아동은 관찰되

지 않았다.

불안정애착의 소분류를 살펴보면, 정서가 억제되어 있는 DS3집단

에서 12명(30%)이 관찰되었고 다음으로 면접에 대한 외현적 거부감

을 표현한 DS1집단이 9명(22.5%), 저항애착 중 비난이 높게 나타나

는 E1집단이 3명(7.5%), 억제되지 않은 분노가 나타나는 E2집단이

2명(7.5%)이었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 분포에서 회피형 애착인 DS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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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안정애착의 F2유형이

20.0%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Ⅴ-1> 탈북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분포

F2 유형은 안정애착 유형에 해당되어 정서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만, 애착에 대한 거부/폄하가 약간 나타나거나 애착대상이 아닌 대

상에게 감정을 전가하면서 회피적 성향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즉,

불안정애착유형에서는 회피형 비율이 높았고, 안정애착유형에서는

회피적 성향이 있는 F2집단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회피적

성향을 나타내는 아동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 연구대상 아동

들이 회피적 성향의 전형적 특징인 자기역량 강조, 애착 폄하, 감정

의 전가 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소분류 빈도(%) N(%)

안정애착

F1 2(5.0)

11

(27.5)

F2 8(20.0)

F3 0(0.0)

F4 1(2.5)

F5 0(0.0)

불안정애착

DS1 9(22.5)

26

(65.0)

DS2 0(0.0)

DS3 12(30.0)

E1 3(7.5)

E2 2(5.0)

미분류 3(7.5) 3(7.5)

전체 40(100)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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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부모분리자극에 따른 정서반응 특

성 [연구문제 1-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부모분리자극에 따른 정서반응6)이 안정애착

(F)과, 회피적 애착(DS), 양가적 애착(E) 유형의 하위척도별로 어떠

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Ⅴ-2>와 같다.

(1) 안정애착 유형(F집단)

안정애착 유형을 나타내는 F집단 안에도 다양성이 존재하며 어떤

아동들은 제한적인 감정을 나타내 보이거나 차치하는 태도를 보였

다(F2 or F1). 반면 어떤 아동들은 부모를 향한 분노나 양가적 감정

에 대한 신호를 함께 보이면서, 여전히 의존적이고 매달리는 듯한

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F4). DS집단과 다른 점은, 안정애착 아동은

감정의 정당화 과정에서 몇 가지 구체적 정서들을 드러낼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향해 친밀감과 따뜻함을 근본적으

로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의 결과에 대해 낙관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정서적 개방성 : 안정애착 아동을 선별하는 중요한 특성은 자신

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비록 나타

나는 정서가 부정적일지라도 그러하다. 이 아이들은 분리에 대한 그

림 속 아동의 정서에 대해서 자기 기만적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았

6) Resnick(1993) 코딩은 ‘발화 일관성‘ 척도에서 응답의 ’질(quality)’ 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자주 문장을 끝맺지 못하거나 이전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버리고 발화 중간에 포즈(pause)가 길어지거나, 말을 더듬는

경우 응답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의 녹음 파일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응답 특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나도록 필사하였으며 정서반응 예

시에서 원문 그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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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안정적인 아동은 그림 속 아동이 “엄마를 만날 수 없어서(감

정의 정당화) 속상하다(감정의 개방적 표현)” 거나 “엄마랑 떨어졌

으니까(감정의 정당화) 슬프고 떨리고 무서웠다(감정의 개방적 표

현)”고 반응하였다.

② 문제해결력 :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전

형적으로 사람 중심적이었다. 또는 부모와의 이별을 막고 다시 접촉

을 되찾으려는 시도인 “엄마 따라 갈 것 같아요”, “엄마한테 꼭 데

려다 달라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기다려요” 등으로 나타났다.

③ 발화일관성 : 아동이 제시한 감정의 정당화는 그들의 응답에서

나타나는 다른 부분들과 모순되지 않았다.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간호”하거나 “떨어지는 것이 슬프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였다.

④ 불안(낙관론/비관론) : 분리의 결과에 대한 아동의 낙관론적 태도

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엄마와 근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은 분리를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아빠가 한 달 보다 더 늦게 왔는데”도 “장난감도

사와서” 분리의 결과는 부정적이지 않고 “따라가고 싶은” 바람으로

나타났다.

(2) 불안정애착 유형(DS집단)

불안정애착 유형 중 회피적 애착유형을 나타내는 DS범주에 해당

하는 아동은 전반적으로 정서 표현을 구별해낼 수 없고, 특히 분리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일수록 정서 구별이 어렵다. 이들은 면담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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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없는 주제를 가져와 방해하거나, 면담 과정의 주변적인 환경의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면접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녹음기

를 가리키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묻는 등). 또한 이들은 그림

속에서 구체적인 정서를 유추해내기보다 그림의 표면적 내용을 반

복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정서를 말하더라도 이 정서를 유발한 대상

과 정서를 연결할 수 없었다. 저항/억제, 거부/평가절하, 감정의 전

가, 이 세 개의 점수 척도는 DS범주를 결정하는 핵심 척도이다.

① 정서적개방성 : 아동은 “안 좋아요”와 같은 애매모호한 정서를

표현하거나 면접자의 추가질문에도 “몰라요, 안 좋아요”라며 구체적

인 정서를 언급하기를 꺼려하였다. 이는 정서적 개방성이 부족한 것

을 나타낸다.

② 문제해결력 : 부모와의 분리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아동의 해결

책은 명백하게 수동적으로 나타났다. “이제 아무것도 안할 것 같다”

고 하거나, “할 수 없이 할머니네 한테 따라 산다”고 하여 분리 상

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또는 아동은 밤에 혼자 자고 밥도 혼자 해 먹는다고 하여 연령에

걸맞지 않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자기 역량이 강조된 해결책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③ 발화일관성 : 아동의 응답은 전반적인 조직화와 ‘내적 일관성’에

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무서울 것” 같다가 다시 “보통일 것”이라

고 하고 이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혼재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

였다. 혹은 엄마가 아파서 “맘이 상한데” 무엇을 할지에 대한 대답

은 “심심해서 놀이터를 간다.”고 하여 발화에 있어 비일관성을 보였

다. 이런 응답들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 안에 모순이 있고 논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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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진실성’의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발화에서 잘

못된 시작, 길어진 휴지기, 더듬기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발화

상의 문제는 주로 높은 분리 스트레스를 묘사하는 그림에 대해 응

답할 때 더 심해지기도 하였다.

④ 불안(낙관론/비관론) : 아동은 분리에 뒤따라 “우울증이 생기거나

병에 걸린다.”고 하거나, “할머니가 욕하고 때린다.”거나 “배가 굶고

죽게 생겼다.”고 하여 분리에 뒤따르는 파멸이나 참사를 표현하여

분리의 결과에 대해 비관론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⑤ 거부/폄하 : 거부/폄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은 그림 속 아

동이 분리에 의해 별로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를 암시하였다. 어떤 아동은 그림 속 아동이 어떠한

정서를 느끼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선물을 받고....그래도 집에서 혼

자 자기...도...킁....두려움을 이겨내고.........킁....숙제도 하고, 혼자....학

교도 갈 것 같애요.“라고 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

고 있다고 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짜증나서 그냥 뽀뽀만 해주고

안기고 그냥 확 가버릴 것 같애요.” 처럼 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

며 부모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내포하여 응답하였다.

⑥ 저항/억제 : 저항/억제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은 매

우 간결하고 띄엄띄엄 “쓰읍.....음.......그....모르겠어요(촉진) 그냥....그

냥....모르겠어요.”와 같이 희미한 응답을 하거나, “속상한 기분이요.

(왜요?)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 가니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저.

그런 거부터 몰라요”와 같이 정서적 공감이나 이입이 없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응답은 매우 간략하거나 애매모호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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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⑦ 감정의 전가 : 감정의 전가 척도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아동은 감정을 유발한 요인을 애착대상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찾았

다. 부모 분리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 이

유에 대해 “걔 학교는 못갈 것 같은데요. 여기가 시골일 수 있으니

” 라고 하여 물리적 대상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으며, 사람보다 사물

에게 감정의 원인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쓰읍…슬픈 마음..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 집에서 양파 배추, 마늘을 먹으니까.”에서 아

동의 슬픈 감정적 반응이 분리대상으로 향하지 않고, 양파, 배추, 마

늘과 같은 분리 상황의 무생물적 요소들에 향하고 있는 경향이 지

배적으로 나타났다.

(3) 불안정애착 유형(E집단)

불안정애착 유형 중 양가적 애착에 해당되는 E범주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전형적으로 높은 불안을 보이며 애착 시스템이 고조되거

나 애착대상과의 관계로부터 압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두려움과

불안정감이 확대되고, 그림 속 분리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뛰어

넘어 고통스런 상황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구급차 상황

에서 죽음이 언급되거나, 할머니댁 상황에서 아동학대나 가족폭력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① 정서적 개방성

정서적 개방성에서 억제되어 있는 DS집단의 아동이 정서에 대해

말할 때 저항하고 억제 성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E집단의 아동은

스트레스와 비조직화의 문제로 정서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기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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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물었으나 “왜 또 나가냐”고 분노를 표현하고 추가 질문 시에

도 “떨릴 것 같다”, “이상한 기분”과 같은 애매모호하고 간접적인

정서적 반응이 나타났다. E집단은 높은 수준의 압도된 분노를 보이

지만 자기 비하와 발화일관성 척도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② 문제해결력

이 집단은 어떤 유형보다 해결책에 있어 파괴적이고 모순적인 성

향이 나타난다. 파괴적 해결책의 대다수는 부모를 향하는 파괴적 행

동일 수 있다.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하지만 해결책은 “엄마를 버

스에 깔리게 하는” 것과 같이 분리에 대한 대처방법은 부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키거나, 애착대상을 향한 공격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특히 이러한 성향은 심각한 분리 상황뿐 아니라 경미한

분리인 [저녁식사] 상황에서도 “엄마랑 아빠랑 단 둘이 있으니까 얘

가 너무 싫어서 엇, 다른 엄마랑 아빠 만날 것 같아요”와 같이 유사

하게 나타났다.

③ 발화일관성

예시와 같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슬프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하거나, 엄마가 없어서 슬프지만 혼자 밥 해 먹는

게 기뻤다고 하여 언어 표현 안에 모순과 불일치가 보였다. 이 집단

에 속한 아동의 응답은 애매모호하며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방황

하고 배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④ 불안(낙관론/비관론)

아동은 분리에 뒤따르는 파멸적이며 재앙적 결과에 대한 예측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굶어 죽을 것 같다”거나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엄마가 뉴스에 가, 나와 가지고 죽은 시체가 엄마여서 슬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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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기비난

아동은 분리에 대한 비난을 자기에게 돌렸다. 구급차 상황에서 아

동의 응답은 “병원으로 가야죠. 따라가서 엄마 대신 제가 죽겠다고

무릎 꿇 것 같아요. (무릎을요, 누구한테요?) 의사한테요” 와 같이

무언가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느껴졌다. 즉

분리와 그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인

식이 나타났다.

⑥ 압도된 분노

“그러면 왜! 아이를 낳았어요? 잘 챙기지도 않는데(화난 목소리로)

엄, 이제 못 참을 것 같애요.”와 같이 아동은 분리 상황에 대한 자신

의 분노를 제한할 수 없었다. 또한 분노와 관련된 응답의 대부분이

실제 상황의 경지를 뛰어넘어 “어머니,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했어요.”로 어머니의 죽음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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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2> 탈북가정 아동의 부모분리자극에 따른 정서반응 특성

대분

류
중분류

소분류

하위척도
예시

안정

애착

안정

애착

(F)

정서적

개방성

• 34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 [기분] “엄마랑 헤어지면, 몇 년 동안 헤어지면 엄마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상할 것 같아요.”

• 12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 [기분] “슬펐어요. 슬프고, 슬프고 떨리고 무서웠어요.(왜 그렇

게 슬펐을까요?) 한번도 안 떨어져 있었는데 처음으로 엄마랑 떨어졌으니까.”

문제

해결력

• 12번 아동의 여행 상황(8세) : [대처방법] “엄마 없이는 저 못 자는데.....전..엄마 따라 갈 것 같아

요”

• 27번 아동의 병원 상황(6세) : [대처방법] “집에서,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엄마도 기달려요.”

• 25번 아동의 여행 상황(6세) : [대처방법] “나도 따라 갈려고 엄마한테 말해요.”

• 1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6세) : [대처방법] “할머니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는 엄마한테 꼭 데

려다 달라고..”

발화

일관성

• 18번 아동의 병원 상황(5세) : [기분] “걱정하는 마음..” [대처방법] “엄마를 간호할 것 같아요.”

• 24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 [기분] “슬플 것 같아요...엄마랑 떨어져 사니까.” [대처방법]

“어...가기 싫다고, 말할 것 같아요.”

불안

(낙관론/

비관론)

• 27번 아동의 여행 상황(6세) : [대처방법] “우리 아빠도 언제 미국에 가가지고 한달 보다 더 늦게

왔는데 장난감도 사왔어요. 좋았어요. 저도 따라 가고 싶어요.”

• 24번 아동의 병원 상황(8세) : [대처방법] “병원에 가서 기다리, 치료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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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정애

착

회피적

애착

(DS)

정서적

개방성

• 8번 아동의 병원 상황(8세) : [기분] “엄마가 아프면...어.............아프면....쓰음..아프면.....뭐......쓰

음.....큼............................엄마가 아프면....음....아, 모르겠지?”(촉진) “모르겠어요.”

• 32번 아동의 할머니댁(5세) : [기분] “어....몰라요.”(촉진)“안 좋아요.”

• 23번 아동의 할머니댁(6세) :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지 말란 마

음이 들어요.(촉진)....모르겠어요.”

문제

해결력

• 8번 아동의 여행(8세): [대처방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요. ”

• 7번 아동의 할머니댁(6세) : [대처방안] “할 수 없이 할머니....할머니네 한테 따라 살아.”

• 9번 아동의 여행(7세) : [대처방안] “씁....음....밤이 되면 혼, 혼자 자, 고, 밥도 혼자 해, 해 먹어

요.”

• 29번 아동의 할머니댁(7세) : [대처방안] “.........밥만 먹고 죽, 죽만 먹고, 바로 자요.”

발화

일관성

• 11번 아동의 저녁식사 상황(8세) : [기분] “쫌...무서울 것 같아요.(중략) 기분요? 음, 그냥 보통이

요. 음, 좋을 것 같애요. 큼, 혼자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 20번 아동의 병원 상황(5세) : [기분] “맘이 상할 것 같애요. 엄마가 아파서” [대처방법] “심심해

서 바깥 놀이터 갈 거 같아요.”

불안

(낙관론/

비관론)

• 13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 [대처방법] “이제? 음...우울증이 생기거나 병 걸릴 것 같아요.”

• 4번 아동의 여행 상황(6세) : “[기분] ”별로..그냥...아니에요.“ [이유] ”할머니는 절...이렇게 욕하거

든요. 흑, 흑 때렸는데...할머니는 때렸, 때리지 않았다고...거짓말을 하거든요....“ (중략) ”배가 굶고 죽

게 생겼거든요.”

• 6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7세) :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유] “엄마가 절 버릴까봐 걱

정돼서요.”

거부

/폄하

• 28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 [대처방법] “어...짜증나서 그냥 뽀뽀만 해주고 안기고 그냥 확

가버릴 것 같애요. 뻔뻔스럽게 어..어..엄마가 이제 못 볼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 23번 아동의 여행 상황(6세) : [대처방안] “선물을 받고....그래도 집에서 혼자 자기...도...킁....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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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이겨내고.........킁....숙제도 하고, 혼자....학교도 갈 것 같애요.”

저항

/억제

• 32번 아동의 병원 상황(5세) : [기분] “속상한 기분이요. [이유]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 가니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그런 거부터 몰라요.”

• 8번 아동의 여행 상황(8세) : [기분] 쓰읍.....음.......그....모르겠어요(촉진) 그냥....그냥....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감정의

전가

• 3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7세) : “[기분] 싫어! 할 것 같아. [이유]할머니가 때릴 것 같아서.”

• 8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8세) : “[이유]........걔 학교는 못갈 것 같은데요. (이유) 음... 학교...........

여기가, 여기가 시골일 수 있으니.....”

• 32번 아동의 저녁식사 상황(5세) : “[기분] 어어....아..저..그...안 좋았어요. [이유] 저도 몰라요. (촉

진) 으음....누가 도둑이 우리 집에 올 수도 있어요.”

양가적

애착

(E)

정서적

개방성

• 19번 아동의 저녁식사(6세) : “[기분] 왜 계속 또 나가요?(따지듯이) (촉진) 떨릴 것 같아요”

• 36번 아동의 여행상황(7세) : “[기분] 아니, 왜 저만 놔두고 가지? 왜...같이 가고 싶은데? (촉진)

이상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문제

해결력

• 19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6세) : [대처방법] “저는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엄마를 막 밀어서 엄

마를 거기, 거기 버스에, 엄마를 깔리게 하면 되잖아요.”

• 19번 아동의 저녁식사 상황(6세) : [대처방법] “엄마 아빠가 계속, 엄마랑 아빠랑 단 둘이 있으니

까 얘가 너무 싫어서 엇, 다른 엄마랑 아빠 만날 것 같아요.”

• 26번 아동의 여행 상황(7세) : [대처방법] “근데 밥도 못 먹고...죽 먹을 것 같애요. 그 악몽이 생

각날 것 같아요. (무슨 악몽이요?) 엄마 아빠가 없어져 가지고 막 자기 죽는 악몽.”

발화

일관성

• 36번 아동의 저녁식사 상황(7세) : [기분] “음... 좀 나빴긴 한데 그냥 저 혼자 밥, 만.....저 혼자

밥 해 먹는 게 기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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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 아동의 병원 상황(6세) : “엄청 슬퍼요. (이유) 엄마가 없으면 아빠는 띵뚱거리고 놀고 술먹

고 나와가지고 쓰읍....그러고.....자꾸 그러니깐. (촉진) 왜냐하면 엄마가....저번에도 엄마도 입원하셨거

든요..쓰음....그런데 엄마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화만 내고 소리 지르고...”

불안

(낙관론/

비관론)

• 36번 아동의 병원 상황(7세) : [대처방안] “엄마가 자기를 낳아줬지만, 낳아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 26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7세) : [대처방안] “엄마 뉴스에 가, 나와 가지고 죽은 시체가 엄마여

서 슬플 것 같애요. 아마.”

자기비난

• 36번 아동의 병원 상황(7세) : [대처방안] “아니면 심장 수술 해야하냐, 난 엄마가 죽기 싫어, 그

냥 내가 대신 죽을래”

• 26번 아동의 병원 상황(7세) : [대처방안] “엄마가 이러이 이렇게 돌아갈 까봐 걱정돼요.[대처방

법] 어..........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고 엄마를 많이 도와주고.”

압도된

분노

• 19번 아동의 할머니댁 상황(6세) : “(그림보자마자) 이 그림은 뭐에요? (설명) 왜요? 아빠랑만 있

고 싶어서요? 그러면 왜! 아이를 낳았어요? 잘 챙기지도 않는데(화난 목소리로) 엄, 이제 못 참을 것

같애요.”

• 19번 아동의 병원 상황(6세) : [기분] “아니요....화나는 건 아니에요. 화나는 건 아니라...어머니,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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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사례분석

[연구문제 1-3]

(1) 회피적 애착 : DS3

4번 아동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탈북하고 정착한 후 1년 뒤

에 브로커를 통해 아무런 연고 없이 혼자 함께 탈북하는 팀에 합류

하여 최근 혼자 입국하였다. 아동의 분리기간은 총 12개월이다. 어

머니는 면담과정에서 보호자 없이 아동이 남한에 입국할 때까지 어

머니도 상상하기 싫은 “말로 다 못하는” 일을 겪었을 거라고 마음

아파한다. 처음 입국 당시 아동의 상태가 안 좋았지만 현재는 많이

안정되었다고 한다. 아동의 발화에서는 경미한 분리에서부터 심각한

분리까지 지속적으로 분리상황이 굶주림, 죽음, 스스로 해결하는 수

동적인 대처방법들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였다.

7) 아동의 인구학적배경 및 경험을 서술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연령과 날짜를 기재

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발화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였다.

① 4번 아동 : 연령(만 6세), 성별(남), 출생지(북한)7)

저녁식사 : [기분] “휴우....(한숨)...........슬퍼요. 또.” [이유] ”엄마 아빠는

혼, 같이..밥 먹는데......쟤는 혼자서만 밥도 못 먹고 굶잖아요. 엄마가 없

어서...“ [대처방법] ”밥을 만들 줄도 모르니까 그냥 간식을 먹어요.“

여행 상황 : [기분] “.......속상해요” [이유] “엄마 아빠는 여행을 떠나…

혼자서..둘이서만 있고, 전 아무것도 못 먹구…혼자서만 배가 굶고 죽게

생겼거든요.” [대처방법] ”거기서 선물 상자에 있으면 뭐가 있는지…보

죠“

병원 상황 : [기분]“슬퍼요” [이유] “엄마가 죽어서 아빠만 이렇게 같이

있고 아빠는 회사가서 저는 밥을 못먹게 되잖아요.” [대처방법] “음….

아빠는 회사에 갔으니까 그냥 제가 만들죠. (뭘 만들어요?) 밥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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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아동은 어머니가 제3국의 수용소에서 입국을 위해 대기하던

중 아동을 출산한 경우로 입국 후에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유

아기부터 시설에서 지내게 되었다. 몇 년간을 떨어져 있다가 “엄마

랑 자는 게 소원” 이라고 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지만 어머니의

재취업으로 인해 최근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지내고 있다. 아동의 총

분리기간은 26개월이다. 면담 시, 아동은 단조로운 억양, 힘없는 목

소리, 느린 속도로 응답하였다. 이 아동은 감정적 반응이 분리 상황

의 무생물적인 요소인 장난감, 양파, 배추와 같은 다른 대상들로 향

하고 있어 애착 대상(부모)으로의 감정을 전가(대체)시키는 전형적

인 DS3 유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병원상황에서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고”, “슬프다”고 하여 정

서적 반응이 나타났지만 그 이유는 “엄마가 죽으면”으로 부정적이며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이 혼자서 먹을 수 없는 것에 집중

하였다. 이것은 감정의 정당화가 애착대상 자체를 향하거나 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상실

에 대해 염려하거나, 애착 대상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잃는 것에 대

해 언급하는 것으로 감정의 전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② 7번 아동 : 연령(만 6세), 성별(남), 출생지(기타)

병원 상황 : [기분] “나빠서요. (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슬펐어요.”[이

유] “왜냐하면 엄마가 죽으면 자기 혼자서 어떻게 먹으는지 생각하지도

모르니까”[대처방안] “응…(혼자) 요리를 만들어서..”

할머니댁 상황 : [기분] “안 좋아요.” [이유] “왜냐하면 엄마 집에서는

장난감이 엄청 많았..는데 할머니네 집에서는 양파나 배추 이런 거 음식

을 해주시고 장난감은 한 개도 없어. (촉진) 슬픈 마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쓰읍…슬픈 마음..왜냐하면 이제 할머니 집에서 양파 배추, 마

늘을 먹으니까.“ [대처방법] ”할 수 없이 할머니… 할머니네 한테 따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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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피적 애착 : DS1

9번 아동은 남한 출생이다. 아동의 총 분리기간은 2.5개월이다. 아

동은 유아기에 몸이 아프고 허약해서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다니

질 못했고 꽤 커서야 건강이 회복되어 계속 다닐 수 있었다. 아동은

유아기부터 1년에 2-3회씩, 한 번에 한 달 이상 별거 혹은 이혼 중

인 아버지 댁에서 지냈으나 아동이 아버지 댁에 가는 걸 싫어했다

고 한다. 어머니는 아동의 장점으로 어른스럽고 떼는 쓰지 않는 것

이며 친구관계가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발화에서 경우

와 관련 없는 이야기나 주제(“엄마는 애기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빤 잤어요”)가 나타나 애착에 대한 저항/회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① 9번 아동 : 연령(만 7세), 성별(남), 출생지(남한)

병원 상황 : [기분] “훗,..흐훕!!….으으...아…..켁….전 슬픈데….아빠는

좋, 좋다고 파티 할 것 같아요.” [이유] ”아빠는 엄마가 실려갈 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왜 좋아하실까요?) 몰라요. 몰라요. 현기

증이 걸렸겠죠. “ [대처방법] ”엄마를 간호해요. 엄마는 애기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애기면 엄청 아픈 수술을 받아요.”

할머니댁 상황 : [기분] “………………몰라요. 슬프다고 하면 대, 슬픈

게 대개 많아요. 할머니는 중간이고 얜 엄청 슬퍼요. 저도 아빠한테 갔

을 때 밤에는 엄마 보고 싶다고 하고 아침에는 안 그랬어요. 거기에서

좋은 소식도 있었죠. 제가 친, 게임해서 친구랑 달리기 할 때 못 깼는데

대개 어려운데서 내가 1등 했어요. (아, 그게 좋았어요?) 네. 근데 아빤

잤어요.” [이유] ”씁…아…밤에는 슬프고 아침엔 좋다는 병이 걸렸겠

죠.(촉진) 밤에 또 울고 아침엔 좋을꺼에요. (아침에 왜 기분이 좋아졌을

까요?) 아, 그 때는 엄마 생각을 까먹었어요.“ [대처방법] ”할머니한테서

살아야 되요. 엄마는, 엄마는 저 없으면 못 잔다고 해서 계, 맨날 못자요.

(엄마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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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아동은 남한 출생으로 생부는 중국국적이며 어린 남동생이

있다. 현재 어머니, 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며 엄마와의 분리경험은

없다. 어머니는 아동이 말썽은 안 부리지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

이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고 하였다. 면담과정에서 건성으

로 장난치듯이 면담에 임하였으며, 몸을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면

접에 대한 저항을 보였다. 아동은 때때로 분리 상황을 희극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애착 대상과의 관계나 분리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애착의 평가 절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② 21번 아동 : 연령(만 8세), 성별(남), 출생지(남한), 아버지 국적(조선

족), 형제관계(만 0세 남동생 1명)

공원 상황 : [대처방법] “모르겠어요~~(노래부르는 것처럼) (촉진)모르

겠어요~~~(노래 부르듯이) (촉진) 생각이 잘 안나요. (생각이 잘 안나

요?) 그럼 전화해요. 따르르를. 엄마한테. 뭐 나무에다가 박치기 한 다

음에 으으으…아퍼..엄마한테 고자질 해요.으….엄마…나무에다 박았어

요…(우는 목소리로)”

저녁식사 상황 : [기분] “싫을 것 같애요.” [이유] “부모님 둘이서만 데

이트하고 나는 끼지도 못하고.” [대처방법] “음…엄마 가신 다음에

음….경찰에다가 엄마 잃어버렸어요. 엄마 좀 찾아주세요. 하고 고자질.

(엄마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동생 생겨가지고.....저는 보,

봐주지도 않아요.”

③ 2번 아동 : 연령(만 8세), 성별(남), 출생지(북한)

병원 상황 : [기분] “슬펐을 것 같아요.” [이유] “엄마가 없으면 집에서..

어…집안일도 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밥도 해먹어야 되고…엄마가…돌

아가시면 슬...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라…모르니까요.” [대

처방법] “집에…..서…..해야할 공부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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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아동은 북한출생으로 어머니와 유아기에 함께 탈북하였고 ‘직

행’8)으로 남한에 입국하였다. 북한의 친부는 사망하였고 현재 부는

남한 국적이다. 어머니가 최근 동생 출산 시에 아동이 혼자 집에 잤

던 일을 얘기하면서 아동이 동생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하였다. 2번 아동은 이 일 이외에는 분리경험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훗 하고 짧게 웃는 빈도가 높았으나, 웃음은 정서와 관련 없이 짧게

웃는 것으로 보여 탄식과 웃음이 잘 구별되지 않았다. 분리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은 전반적으로 집에서 그냥 누워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같이 수동적으로 나타났으며 후반으로 가면서 “모르겠어

요.”라고 응답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3) 양가적 애착 : E1

8) 기획탈북형으로 제3국에 거주하지 않고 탈북루트를 통해 곧바로 남한에

입국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들과 그들을 돕는 활동가들에 의해

통용되고 있다.

① 26번 아동 : 연령(만 7세), 성별(남), 출생지(남한)

여행선물 상황 : [기분] “어, 슬퍼요“ [이유] ”엄마 아빠가 떠나잖아요.“

(촉진) “근데 밥도 못 먹고… 죽 먹을 것 같애요. 그 악몽이 생각날 것

같아요. (무슨 악몽이요?) 엄마 아빠가 없어져 가지고 막 자기 막 죽는

악몽.”

병원 상황 : [기분] “슬퍼요.” [이유] “엄마가 돌아가서 굶으니까.” [대처

방법] “엄마랑 같이 가요.”

할머니댁 상황 : [기분] “슬퍼요‘ [이유] ”엄마가 떠나니까. [대처방법]

(설명 끝나기 전에)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 그래가지고 굶을 것

같애(말끝 뭉게짐)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아..슬플 것 같애요. (무엇

을 할까요?) 게임. (촉진) 엄마 뉴스에 가, 나와 가지고 죽은 시체가 엄

마여서 슬플 것 가태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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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아동은 남한출생으로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고 있

다. 이 아동은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분리에 대한

아동이 상상한 결과는 두려움과 굶주림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자기

가 죽는 악몽”, “엄마가 돌아가서 굶으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

가시는”, “죽은 시체가 엄마여서” 와 같이 나타나 파국적이며 비관

적이었다. 할머니댁 상황에서는 어머니와의 분리로 슬픈 감정을 표

현할 수 있지만 해결책에서는 “게임”을 한다고 하여 응답의 일관성

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36번 아동은 북한출생으로 유아기에 어머니와 함께 탈북하여 ‘직

행’으로 남한에 입국하였다. 이 아동의 총 분리기간은 60개월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북한에서 친척집에서 자주 지내고 주유치원을 다녀

서 1주일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났다. 남한에 입국한 이후 학령기에

들어 친인척의 집에서 약 1년 간 거주하여 엄마와 분리되어 있었으

며, 현재는 기숙형 방과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아동은 엄마

가 아프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애착시스템이 과활성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마치 분리의 책임이 자기에 있는 것 같이

자책했다. 책임의 소재가 자기를 향하고 있었다.

② 36번 아동 : 연령(만 7세), 성별(여), 출생지(북한)

병원 상황 : [기분] “음….엄마가 왜 그래. 엄마가 거기로 가, 갔는데 왜

들어올 때 뭐..어디가 아팠나? 아니면 심장 수술해야 하냐, 난 엄마가 죽

기 싫어. 그냥 내가 대신 죽을래,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기분을 물었

으나 대처행동) (촉진) 엄마가 자기를 낳아줬지만, 낳아줘서 자기가 죽

을 것 같아요. 기분이….디박…안 좋을 것 같아요. (촉진) 아플 것 같아

요. [대처방법] ”아………………..흠. 같이 낙, 병원으로 가야줘. 따라가

서 엄마 대신 제가 죽겠다고 무릎 꿇 것 같아요. (무릎을요, 누구한테

요?) 의사한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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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가적 애착 : E2

① 19번 아동 : 연령(만 6세), 성별(여), 출생지(남한)

저녁 상황 : [기분] “왜 계속 나가요? (따지듯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

사랑하지 않아요? (정서촉진) 안 좋아요.” [이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계속, 엄마랑 아빠만 단 둘이 있으니까 얘가 너무 싫어서 엇, 다른 엄마

랑 아빠 만날 것 같아요.” [대처방법] “나가서 어떤, 어떤, 어머니와 아

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냥 집, 볼 수도 있어요.”

여행 상황 : [기분] “속상해요.” [이유] “무서우..구요. 그런데 얘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거기 여행 갔다 오면 얜 뭘 먹어요? (화난 듯이) 밥도

차려줄 사람 없는데요?” [대처방안] ”어….속상, 어.. 아니,, 무서웁겠어

요. 그 다음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할머니댁 상황 : [기분] “슬프구요. 엄마, 아빠 다신 못 만나잖아요. 얘,

얘한테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이유] “근데 엄마, 아빠가 전화 안바시, 안 받으실 꺼에요. 근데 얘는 엄

마랑 같이 싶어요? (얘 어떤 것 같아요?) 할머니랑 사는 거 싫을 것 같

아요. 할머니랑 사는 거 싫은 것 같아요. (왜 싫은 것 같아요?) 엄마, 이

엄마랑 아빠 집에 더 편한 것 같아요.” [대처상황] “저는 그냥 엄마랑 같

이 살겠다고 엄마를 막 밀어서 엄마를 거기, 거기 버스터에, 엄마를 깔

리게 하면 되잖아요.……엄, 이 아이는 엄마가 이제 싫어질 것 같아나

요. 근데 얘가 많이 크면은 엄마를 막 이렇게 부하들이 오라해서 엄마를

막 데려오라 할 것 같아요. 아빠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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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아동은 남한 출생으로 유아기의 남동생이 있다. 방학 때 친

척집에 놀러가는 것 외엔 분리경험이 없었다. 아동과의 면담과정에

서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아 여러 번 촉진해야 했다.

아동은 그림을 보자마자 면담자의 말을 계속 막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높았다. 분리불안검사의 그림들이 연결되는 상황이 아

닐 수 있다는 면담자의 설명에도 [저녁상황]에서는 “왜 계속 나가

요?”라고 따지거나, [할머니댁] 상황에서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동이 그림들의 상황을 한명의 동일인이

순차적으로 분리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양상이 나타났음

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분리로 가면서 분노의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 또한 비교적 경미한 분리 상황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억제

되지 않은 분노가 나타났다.

(5) 안정애착 : F2

① 34번 아동 : 연령(만 8세), 성별(여), 출생지(중국)

여행상황 : [기분] “기분이..엄마 아빠랑 헤어지니깐……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울음이….엄청나게 터졌는데 그래서 엄마랑 헤어지기 싫었어요.

”[이유] “그때는 엄마가 가는 거 보고…음..울었어요. (마음이 어땠어

요?) 마음이…..어, 헤어, 엄마 아빠랑 헤어져서 속상했어요.” [대처방안]

“그래서 엄마가 갈 때는 계속 엄마만 봤어요.“

병원상황 : [기분] “진짜 속상해요. (촉진) 엄마가 아프니. 나, 나는 엄마

를 위해서 병원에 같이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 “음…만약에

아빠가 없고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까지, 엄마까지 없으면…어, 혼

자 있으니깐. 싫어서.. 엄마,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속상해요.” [대처방

법] “엄마 따라 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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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아동은 중국출생이다. 어머니는 탈북하여 10여 년간 중국에

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최근 재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였다.

이런 이유로 아동은 영유아기에는 어머니가 양육하였으나 어머니의

부재기간 동안 중국에 있는 친할아버지가 혼자 양육하였다. 중국에

서 학령기에는 기숙학교를 다녔다. 작년에 어머니와 재회하였고 현

재는 기숙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아동의 총 분리기간은 63

개월로 연구대상자 중에 분리기간이 제일 길었다. 34번 아동의 어머

니는 친아버지가 외도하고 폭력적인 문제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하셨고 그런 이유로 아동을 대안학교에 입학시켰다

고 하였다. 아동의 어머니는 기숙형 대안학교의 식당봉사에도 빠짐

없이 참여하며 아동과의 만남을 자주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 아동의 발화에서 수동성이 나타나지만 애착대상과의 분리에 대

한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이 나타난다. 또한 애착대상과 접촉을

시도하며 분리에 대한 정서를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상황으로 코딩

되어 F2유형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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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과 분리경험 유무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

[연구문제 2-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유무 및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애

착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Ⅴ-3>과 같다.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안정애착 유형은 2명

(12.5%), 불안정애착 유형은 14명(87.5%)로 나타났으며, 분리경험이

없는 경우 안정애착 유형은 9명(42.9%), 불안정애착 유형은 11명

(57.1%)로 나타나 분리경험의 여부에 따라 애착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0, df=1, p<0.5).

동거가족 수에 따른 애착유형 분포는 4명 이하인 경우 안정애착

유형이 7명(21.9%), 불안정애착 유형이 25명(78.1%)이며 5명 이상인

경우 안정애착 유형이 4명(80.0%), 불안정애착 유형이 1명(20.0%)로

나타나 동거가족 수에 따라 애착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6.99, df=1, p<.05). 즉 가족수가 많음은 어머니의 정착기간이

길 가능성과 남한생활에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이 함

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가족의 응집력과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애착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분리 된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 재결합한 후 아동이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어려워진 관계를 극복하고 재정립해 나가는 동안 가족 구성원들로

부터의 받는 지지적 역할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 남한 학력에 따른 애착유형 분포는 전문대 이하인 경우

안정애착 유형이 6명(19.4%), 불안정애착 유형이 25명(80.6%)로 나

타났으며,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안정애착 유형이 5명(83.3%), 불

안정애착 유형이 1명(16.7%)로 나타나 남한에서의 학력에 따른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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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85, df=1, p<0.1). 어머니

가 고학력일수록 어머니로서 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을 덜 겪으며

자신감을 보인다(White & Edwards, 1990). 북한이탈어머니가 육아

와 학업의 병행, 남북한의 학업격차와 외국어 사용 등으로 인해 남

한에서 대학졸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4년제 대학

교 졸업을 한 어머니들의 경우 대학생활을 통한 사회적 조직망을

통한 지지, 자존감 향상으로 연결되며 이는 아동과의 안정애착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성별, 아동출생지, 어머니와 동거여부, 월가구 소득,

어머니 종교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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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3> 탈북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유무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

(N=37)

+p<.1, *p<.05, **p<.01

9) 연구참여자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9.16으로 나타나 40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10) 동거가족수는 5명 이상의 가족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해당가족은 자녀가 모두

3명 이상으로 다자녀가정이었다.

11)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2014)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월

평균 소득은 147.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변인 구분

애착유형

안정애착(n=11)

N(%)

불안정애착(n=26)

N(%)

연령
만 5～7세 6(27.3) 16(72.7) .16

(df=1)만 8～9세 5(33.3) 10(66.7)

성별
남자 3(17.6) 14(82.3) 2.20

(df=1)여자 8(40.0) 12(60.0)

아동출생지
남한 9(36.0) 16(64.0) 1.45

(df=1)남한이외 2(16.7) 10(83.3)

어머니와

동거 여부

동거 10(34.5) 19(65.5) 1.45

(df=1)비동거 1(12.5) 7(87.5)

어머니와

분리경험

있음 2(12.5) 14(87.5) 4.00*

(df=1)없음 9(42.9) 12(57.1)

어머니

연령9)

40세이하 4(18.2) 18(81.8) 3.46+

(df=1)41세이상 7(46.7) 8(53.3)

동거가족수

10)

1～4명 7(21.9) 25(78.1) 6.99*

(df=1)5명 이상 4(80.0) 1(20.0)

월가구소득

11)

150만원미만 9(34.6) 17(65.4) .10

(df=1)150만원이상 2(18.2) 9(81.8)

어머니

남한 학력

전문대 이하 6(19.4) 25(80.6) 9.85**

(df=1)4년제대학이상 5(83.3) 1(16.7)

어머니

혼인상태

동거 8(36.4) 14(63.6) 1.14

(df=1)별거/이혼 3(20.0) 12(80.0)

어머니

종교

종교있음 10(37.0) 17(63.0) 2.55

(df=1)종교없음 1(10.0) 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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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문제행

동의 차이 [연구문제 3-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Ⅴ-4>를 살펴보면, 어머

니의 출산연령이 26세 이하인 경우의 아동이 27세 이상인 경우의

아동보다 문제행동총점이 높았으며(t=2.24, p<.05), 외현화문제와

(t=2.56, p<.05), 내재화문제를 더 많이 보여(t=2.76, p<.01) 문제행동

전반에 취약함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정착기간이 9년 이하인 경우의 아동이 10년 이상인 경

우의 아동보다 문제행동총점이 높았으며(t=2.24, p<.05) 내재화문제

(t=2.15, p<.05), 외현화문제(t=2.55, p<.05)를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한지 1～2년 사이가 이주자들의 정신건강이 가장 약화

되는 시기라는 초기단계가설(early exigency stage hypothesis)에 근

거하여 미국 내 한국 이민자들이 정신건강이 초기에 약화되며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일정 시기 전까지는 정신적 안녕(well-being)이

증가된다는 Hurh and Kim(1989)의 연구결과와 같이 어머니의 정착

기간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배우자와 별거/이혼인 경우의 아동이 배우자와 동거중인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총점이 높았으며(t=-2.09, p<.05) 내재화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t=-2.32, p<.05). 이는 이혼가정의 아동이 일반 양부

모 가정 자녀에 비해 사회적 위축,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보일 뿐 아니라(이경숙, 강현주, 이선우, 2005) 외부

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 분노, 과잉행동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

동도 많이 보인다(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는 선행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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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한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 어머니와의 동거여부, 월가구소득,

종교유무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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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4> 탈북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p<.06, *p<.05, **p<.01 ***p<.001

12) 어머니 출산연령은 북한의 2008년 평균 초혼연령이 여자 25.5세 수준(북한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통계청)임을 참고하여 26세 이

하인 경우 평균이하일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13) 어머니 정착기간은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정착기간이 9.56년으로 나타나 9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변인 구분 n

문제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문제행동총점

M(SD) t M(SD) t M(SD) t

연령
만 5～7세 22 7.14(6.24)

-.67
7.86(6.95)

.12
27.73(22.10)

.01
만 8～9세 15 8.4(4.63) 7.60(6.33) 27.67(16.24)

성별
남 17 6.76(5.03)

-.88
8.82(6.96)

.90
28.35(18.66)

.18
여 20 8.4(6.08) 6.85(6.35) 27.15(20.98)

어머니

출산연령12)

26세이하 9 11.78(6.92)
2.76**

12.33(7.62)
2.56*

42.56(24.85)
2.24*

27세이상 28 6.32(4.50) 6.29(5.66) 22.93(15.38)

어머니

정착기간13)

9년이하 14 10.07(6.70)
2.15*

11.07(7.05)
2.55*

36.40(22.61)
2.24*

10년이상 23 6.17(4.40) 5.74(5.57) 22.35(15.89)

어머니와

동거 여부

동거 29 6.72(5.01)
-1.99+

6.86(6.48)
-1.60

25.10(19.28)
-1.56

비동거 8 11.00(6.72) 11.00(6.46) 37.13(19.37)

어머니

혼인상태

동거 22 5.86(4.23)
-2.32*

6.05(6.14)
-1.98+

22.36(17.39)
-2.09*

별거/이혼 15 10.27(6.45) 10.27(6.69) 35.53(20.79)

월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6 8.08(5.42)

.71
6.77(4.50)

-1.12
26.92(16.83)

-.31
150만원 이상 11 6.64(6.19) 10.09(9.31) 29.55(26.10)

어머니 종교
유 27 8.11(6.27)

1.10
7.59(7.43)

-0.32
27.37(22.63)

0.24
무 10 6.4(3.13) 8.2(3.94) 28.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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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유무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연구문제 3-2]

아동의 분리경험 유무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Ⅴ-5>와 같다.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은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총점에서 분리경험이 없는 아동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문제행동 중 불안/우울은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이 5.53점, 분리경

험이 없는 아동이 2.55점으로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t=2.93, p<.01).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은 위축/우울(t=2.79, p<.05), 신체증상(t=2.59, p<.05), 신체적미

성숙(t=2.57, p<.05), 사고문제(t=2.88, p<.01), 공격행동(t=2.97,

p<.01), 내재화문제(t=4.19, p<.001), 외현화문제(t=2.78, p<.01), 문제

행동총점(t=3.49, p<.01)에서 분리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유아기에 부모와의 분리로 인해 애착대상과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잃게 되어, 울거나 보채는 등의 표현을 하

며, 후기 아동기로 갈수록 인지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격리와 상

실에 대한 반응이 자존감의 저하, 인지적 왜곡, 죄책감과 같은 현상

으로 나타나게 된다(Bemporad, 1982). 이러한 부정적 사고와 사회적

능력의 결핍, 그리고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질의 저하는

아동을 우울하게 만들고 문제행동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가 부정적 심리적 결과를

야기하며(Santa-Maria & Cornille, 2007); Arnold, 1991), 부모의 사

별이나 이혼을 통해 분리경험을 했던 아동이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

려움과 문제행동을 더 높게 나타났다(Wallerstein & Blackesless,

1989)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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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5> 탈북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유무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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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문제행동의 차이

[연구문제 3-3]

아동의 애착유형별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

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Ⅴ-6>과 같다. 불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은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과 비교해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문제행동 중 불안/우울은 안정애착 유

형의 아동이 1.64점, 불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이 4.88점으로 불안정애

착 유형 아동의 점수가 높았다. 즉 불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이 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보다 불안/우울 행동을 훨씬 더 많이 보였다

(t=3.89, p<.001). 불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은 공격행동(t=4.53,

변인 구분

분리경험유무

t유(n=16)

M(SD)

무(n=21)

M(SD)

문제

행동

문제행동총점 38.41(18.17) 18.60(16.31) 3.49**

불안/우울 5.53(3.43) 2.55(2.76) 2.93**

위축/우울 2.82(2.38) 1.05(1.19) 2.79*

신체증상 2.76(2.39) 1.10(1.25) 2.59*

내재화 11.12(5.29) 4.7(4.01) 4.19***

규칙위반 2.47(1.97) 1.50(1.67) 1.62

공격행동 8.29(5.02) 3.70(4.39) 2.97**

외현화 10.76(6.32) 5.20(5.86) 2.78**

신체적미성숙 5.06(3.07) 2.75(2.38) 2.57*

사고문제 2.76(2.31) 1.00(1.12) 2.88**

주의집중문제 5.12(3.50) 2.80(3.43)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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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신체적미성숙(t=2.49, p<.05), 사고 문제(t=3.39, p<.01), 주

의집중 문제(t=2.51, p<.05), 기타 문제(t=2.41, p<.05)와 같이 문제

행동의 하위영역과 함께 내재화 문제(t=2.41, p<.01), 외현화 문제

(t=2.49, p<.01), 문제행동 총점(t=3.32, p<.01)에서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애착집단이 안정 애착집단에 비해 외로움, 우울, 불

안, 적개심 등의 정신 신체적 질환 수준이 높았으며(Hazen &

Shaver, 1990),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면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

라도 불안, 위축, 적개심, 충동성 같은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는 선행

연구(Cassidy, 1998)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Ⅴ-6> 탈북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문제행동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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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인 구분

애착유형

t안정애착(n=11)

M(SD)

불안정애착(n=26)

M(SD)

문제

행동

문제행동총점 13.09(10.82) 33.88(19.42) 3.32**

불안/우울 1.64(1.57) 4.88(3.51) 3.89***

위축/우울 1.09(1.51) 2.19(2.14) 1.55

신체증상 1.09(1.51) 2.19(2.14) 1.55

내재화 3.82(3.52) 9.27(5.58) 2.41**

규칙위반 1.55(1.44) 2.12(2.01) .97

공격행동 1.91(2.26) 7.46(5.19) 4.53***

외현화 3.45(3.21) 9.58(6.88) 2.49**

신체적미성숙 2.09(1.7) 4.54(3.05) 2.49*

사고문제 .64(.92) 2.31(2.07) 3.39**

주의집중문제 1.73(2.83) 4.77(3.56) 2.51*

기타문제 1.36(1.43) 3.42(2.6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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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분리경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문제행동과의 관계

1) 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

제행동간의 관계 [연구문제 4-1]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라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

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Ⅴ-7>와 같다. 북한이탈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

의 문제행동의 차이에서 연령과 성별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과 성별은 통제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의

문제행동이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일부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가정의 월가구

소득(r=-.61, p<.05)은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은 월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의 경우, 분리 총개월수, 어머니의

남한 정착기간, 어머니의 출산연령, 어머니의 남한교육수준, 어머니

의 혼인상태 변인과 문제행동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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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7> 탈북가정 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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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화 한 변수14) : 모혼인상태(동거: 0, 별거, 이혼: 1)

14) 점이연상관계수(point 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는 연속적인 변수와 이분변수(dichtomous variable) 사이의 Peason 상관계수

와 같다. 이 때 이분변수는 두 유목의 각각에 균일한 분포를 가진 이산변수라고 가정한다. 이분변수에 어떠한 두 수를 부여하여도 상

관계수의 값은 변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1과 0을 부여하여 계산을 용이하게 한다. 출처: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통계 방법

1 2 3 4 5 6 7 8 9

인구학적

배경

1.분리총개월수 1

2.남한정착기간 -.75** 1

3.월가구소득 -.32 .30 1

4.출산연령 .10 -.11 -.30 1

5.남한학력 -.43 .35 .55 .24 1

6.혼인상태 .22 -.09 -.11 -.35 -.15 1

아동

문제행동

7.외현화 .23 -.09 -.43 -.17 -.14 .38 1

8.내재화 .39 -.45 -.60 .54 .05 .09 .47 1

9.문제행동총점 .22 -.13 -.61* .06 -.10 .19 .90** .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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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제행동간의 관계 [연구문제 4-2]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문제행동이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

적 배경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표V-8>에서 살펴본 결과, 일

부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분리총개월 수(r=.42,

p<.05)에서 문제행동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어

머니의 출산연령(r=-.41, p<.05)에서 문제행동총점과 부적 상관이 나

타났다. 즉, 불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은 분리총개월 수가 길수록 어

머니의 출산연령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어머니와의 분리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한다(Bowlby, 1973)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한편 어머니의 남한정착기간과 월가구소득, 어머니의 남한교육수

준, 어머니의 혼인상태, 어머니의 종교유무는 문제행동총점과 유의

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구분

하여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관계를 살펴봤다. 외현화 문제와

분리총개월수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r=.42, p<.05)이 나타났다. 이

는 어머니와 분리된 기간이 길수록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남한정착기간, 월가구소득, 어머니 출

산연령, 어머니의 남한교육수준, 어머니의 혼인상태, 종교유무는 외

현화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사회인구학적 배경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내재화문제는 분리총개월 수(r=.48,

p<.05), 어머니의 남한교육수준(r=.41,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어머니의 혼인상태(r=.42, p<.05)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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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의 분리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남한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안정애착 유

형의 아동 중 어머니가 별거/이혼 중인 집단과 동거중인 집단의 내

재화문제의 점수 차이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정애착 유형

의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남한정착기간(r=-.40, p<.05), 어머니의 출

산연령(r=-.45,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어머니의 출산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수준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 결과는 안정애착 유형 아동과 다른 양상으로 나

타났다. 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경우 월가구 소득과 문제행동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경우 분리총개월

수, 어머니의 남한정착기간, 어머니의 출산연령, 어머니의 남한교육

수준, 어머니의 혼인상태 변인이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유형별로 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회인구

학적 변인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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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8> 탈북가정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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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화 한 변수 : 모혼인상태(동거: 0, 별거, 이혼: 1)

1 2 3 4 5 6 7 8 9

인구학적

배경

1.분리총개월수 1

2.남한정착기간 -.13 1

3.월가구소득 -.27 .23 1

4.출산연령 .02 .32 -.03 1

5.남한교육수준 -.10 .13 .13 -.13 1

6.혼인상태 .22 -.53** -.31 -.15 .38 1

아동

문제

행동

7.외현화 .42* -.35 .12 -.25 .13 .26 1

8.내재화 .48* -.40* -.28 -.45* .41* .42* .59** 1

9.문제행동총점 .42* -.36 -.05 -.41* .30 .31 .86** .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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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이 장에서는 위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얻어진 결론을 도출하고,

그와 더불어 이 연구가 갖는 의의 및 제한점을 기술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건강한 정서적․심리적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

는 요인인 애착에 주목하여, 이들의 부모애착 양상을 살펴보고 아동

의 애착이 분리경험 및 문제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령 전기 및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5～9세의 북한이탈가정

아동 37명을 대상으로 분리불안검사를 실시하여 애착을 측정하고,

그들의 어머니 37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분리경험과 문제행동을 조

사해 통계 분석과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양상 중 불안정애착 성향이 높다.

특히 아동의 회피적 애착 성향이 높다. 이러한 회피적 성향은 북한

이탈아동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 정착 후에도 나타나는 어머니

와의 분리경험과 관련된다. 일찍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분리된 경

험은 아동에게 심리적 상해를 준다. Bowlby는 어머니와 유아가 장

기적으로 분리되게 될 경우 어머니와 분리된 유아들에게서 계속 울

면서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리는 초기 저항단계를 지나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절망단계를 지나면 냉담단계에 이른다고 함으로써 아동의

좌절상태를 밝힌 바 있다. 탈북 아동은 일찍이 북한에서부터 어머니

와 자주 분리되어 친척집이나 이웃집에 맡겨진 경험이 있다.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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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경우에 특히 어머니의 탈북으로 인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장

기간 맡겨졌다가 브로커의 인도로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중국 등 제

3국을 수년씩 떠돌다가 한국에 입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리 경

험이 탈북아동에게 좌절을 주었을 것이다.

한국 입국 후에도 어머니가 생계형 노동자로 살아가거나 재혼을

하면서 기숙학교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분

리를 경험한 아동이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의존 가용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위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각인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은 타인을 불신하며 대인관계로부터 철회하는 회피

적 성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회피적 유형의 아동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고 스스로 타인에게 친밀하게 접촉

하면 거부와 상처를 가져오지 않을까 계속 불안해하며, 거부당하는

것보다 먼저 거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그 관계로부터 도망치

는 경향이 있다(Howe, 1996).

또한 탈북아동은 감당하기 힘든 탈북과정 중에서 생존과 적응을

위해 강인함을 익힌다. 난민 아동들이 열악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아이다움을 일찍 잃고 세상에 대한 지나친 조숙함을 갖는다(전우택,

2000).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가정 아동도 지나치게 어른스럽고

자기역량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어른스러움을 익힌 것은 유아들

이 탈북과정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스트

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발달시킨 기제라 할 수 있다(이부미,

2003; 이순형 외 2007).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에서도 자기역량이 강조

된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지나치게 자기 역량을 강조하므로 어

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위축되거나 부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개입이 오히려 방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92 -

어떠한 경우 탈북 아동이 생각하는 어머니와의 분리는 곧 굶주림

과 죽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 출생 아동이 직접적

으로 탈북과정에 경험한 심리적 상해(트라우마)로 추측될 수 있다.

그런데 남한 출생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북한이탈주

민들이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함으로써 남한 사람들과의 교류에

제약을 받아(이윤진 외, 2012) 거주지, 방과 후에 공부하는 센터, 방

과 후 대안학교 등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작은 북한’이라고

할 만큼 북한식 문화는 탈북가정 아동과 밀접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직․간접적으로 어머니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경

험의 트라우마가 자녀에게 전이되거나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난민가정 연구에서 트라우마를 경험

한 어머니의 높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유아의 높은 심리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VanEe, Kleber &

Mooren, 2012). 과거에 어머니가 겪은 심리적 상해에 대한 기억과

흔적이 상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녀에게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

나는 것이다. 심리적 상해의 세대 간 전이양상을 확인해 볼 때 상해

를 극복하거나 상해 경험을 기억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상해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그

상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가

정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와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안정애착 비율이 높다. 어

머니와 분리경험이 없는 경우 어머니는 아동의 안전기지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수 이외에 북한이탈 가정 아동의 애착 형

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동거가족 수이다. 동거가족 수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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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안정애착 비율이 높았다. 가족 수가 많다는 사실은 아동을 돌

볼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하면 어머니의 대체 역

할을 할 가족원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은 애정과 돌봄의 근원

으로서 탈북 아동이 어려서 경험한 가족과의 상호 신뢰와 돌봄 경

험이 안정애착의 근원지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탈북 어머니가 남한에서 학력이 높으면 그만큼 경제적 사회

적 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어머니의 경제적 여유와 심리적 자신감과 안

정감이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남

한 학력이 높은 경우 탈북 아동의 안정애착 비율이 높은 것은 납득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탈북 여성들이 남한에서 대학 졸업을 하려

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한 어머니들

의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조직망과 지지, 자존감 향상으로 연결되

며 이는 아동과의 안정애착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어머니 출산연령이 낮은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어린 시기의 출산으로 어머니의 부모됨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탈북 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정착기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정착기간이 긴 경우 자녀는 남한 출생일

가능성이 높으며 남한 출생 아동들은 북한과 중국 출생 아동들에

비해 심리 정서적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어머니의 정착

기간이 긴 경우 정착기간이 짧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인적 자본의 형성과 접근이 훨씬 용이하다. 이로 인

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여유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긍

정적으로 기능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 혼인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 간 갈등과정 혹은 한 부모의 상실로 아동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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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과 분노, 고통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Amato,

1993), 별거와 이혼 이후 한부모 가정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

움과 가족구성원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지지의 어려움 등은 아동의

발달 및 적응상의 유해 요소로 작용하기 쉽다.

탈북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와의 분리경험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분리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은 대부분 문제행

동을 보이고 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편이나 문제행동 중 규칙위반

항목은 예외이다. 즉 규칙위반에서는 위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

인다. 또한 규칙위반 항목에서는 애착유형별, 분리경험별 여부에 따

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연구대상아동의 연령이 아동 중기

로 미성숙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집합주의의 영향으로 규칙위반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고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 양상에도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가정의 아동은 불안정애착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심리

적 문제행동의 발생이 높다. 문제행동은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과 불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불안정애착 유

형의 아동은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에 비해 불안/우울, 신체적 미성

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문제

행동총점에서 취약하다. 불안정 애착 아동은 심리적 안정 기반이 약

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 형성과 발달상의 어려움은 대인 관계

에서의 정서 인식 및 표현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부모분

리자극에 대한 정서반응에서 탈북 아동은 전반적으로 정서 표현이

억제되어 있고, 자신의 감정이 유발된 이유를 엉뚱한 데에 돌리며,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인지향적 해결책을 대부분 제시하

지 못한다. 이러한 사회인지적 결핍, 부정 정서 통제의 어려움 등은

아동의 문제행동 전반에 걸쳐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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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이 성장 후 사회적 부적응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직접적이고 신속한 전문가의 개입과 상담치료가 요구된다.

부가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맥락에 일치하는 분화된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한 표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탈북가정의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과 불안정애착 유형의 아

동의 분리경험과 사회인구학적 배경,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가

애착유형별로 다르다.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은 월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문

제행동은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과 전혀 다른 변수들과 관련이 있다.

분리총개월 수, 어머니의 남한 교육수준, 어머니의 결혼상태, 어머니

의 남한정착 기간과 같은 변수들과 관련성이 크다. 즉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애착유형별로 위험요인이 다르다. 불안정

애착 유형 아동은 어머니와의 분리기간이 길수록 어머니가 남한 정

착 기간이 짧을수록 어머니가 별거 혹은 이혼중인 경우 문제행동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높은 남한 교육수준은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낮은 문제행동을 예측한다. 이와 같이 북한

이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아동의 분리경험과

북한이탈가정의 탈북과 관련된 환경변수의 차이에 따라 아동의 애

착 및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

라서 북한이탈가정의 문제행동이나 사회적 적응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그들의 초기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준 탈북 관련 경험을 반드시

고려하여 개별화된 맞춤형 복지 접근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이탈가정의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의

분리경험, 부모의 이혼과 별거, 어머니의 어린 출산연령, 짧은 남한

정착 기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아동의 불안정애착의 위험인자와 상호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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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제행동의 위기 수준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탈가정 아동의 건강한 심리 정서적 발달을 위해 이러한 위험요인들

을 확인하고 심리적인 불안과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위험요인들과 문제행동을 중

재할 수 있는 요인 역시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탈북가정 아동들을 위해 애착과 심리

정서적 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이해하고 복지정책을 고려할 때 이들이

동질적인 발달경험을 했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

므로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할 때 아동이 경험하였던

다양한 환경의 맥락적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김희정․권윤정․이

순형․이강이, 2014).

2. 의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먼저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에 대한 면담방식의 자기 보고

를 통해 예측했던 애착의 문제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 보고 내용에 기반한 애착

유형 분류에서 불안정애착 비율이 높게 밝혀져 북한이탈가정 아동

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모자관계를 지원하는 정

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 경험에 초점을 두어 모자녀 관계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다.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개입 프로그램들은 주로 북한 사회에서 남한 사회

로의 이주에 따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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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적응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이민하여

적응하는 일반적인 문화적응이론에 기반한 경우도 많은데 이는 북

한이탈가정 아동의 특수한 경험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북한이

탈가정 아동의 경우 분리 경험의 특수성으로 유발된 애착의 부재

및 불안정애착의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어머니와의 애착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탈북과정에서 수년 동안 자녀와 분리

되어 지냈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어색함을

없애고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

급하다.

셋째, 연구 내용의 측면에서는 향후 수년 안에 그 수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과 문제행동

등의 발달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도울 기초

자료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모와의 애착발달이 아

동의 문제행동과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

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발달과 적응 뿐 아니라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되며 이는 가족의 통합,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의 아동들이 양육 부모에 대

한 사회적인 지원과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부모가 자녀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

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개입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와의 분리 경험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

로 심리적 상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려움에 처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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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동 및 부모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이 연구는 북한이탈가정 아동과 어머니라는 대상의 특수성

으로 인한 표집의 어려움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실

시하였다. 추천에 의해 선정된 표본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

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성급한 일반화에 주의해야 한다. 또

한 남한출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아동기의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

민 어머니들이 아동들의 출신을 밝히기 꺼려하는 이유로 충분한 사

례수의 아동들을 표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결과를 일

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어머니와 애착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

기에 어머니가 경험했던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이 있다면, 자녀양육

을 하면서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자녀와의 관계와

자녀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

구에서 애착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에 아동이 경험했던 양

육의 질과 함께 현재의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어머니의 원

부모 애착, 어머니의 우울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의 요인과 애착과

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가정 아동이 경험한 생애 초기 역경은 한국에서 자

라는 일반 아동이 경험하는 것과 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또한 북한

이탈가정 아동들 사이에서도 출생지, 영유아기를 보낸 환경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

한 아동의 경험의 차이 뿐 아니라 아동의 행동을 바라보는 양육자

의 관점의 차이도 존재할 것이다. 이는 한 연구대상 어머니와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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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서도 나타난다. 한 어머니가 아동의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싸움을 잘해서 어디 가서 지고 오는 일이 없어요. 아주 씩씩해요”

라고 대답했다. 이 어머니의 경우 폭력행동을 폭력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사회의 폭력 수준이 다른 것이 원인일 것이다. 이로 인

해 사회 환경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분

리경험과 애착행동 및 문제행동 역시 문화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 행동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연구자

역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대적 판단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엄밀히 말하면 연구자는 북한이나 난민생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최대한 연구자의 감정과 감성을 배제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맥락

의 차이에서 오는 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에서 아동의 삶의 경험과 가족 분리를 둘러싼 다양한 삶의 경

험과 역경, 극복경험이 애착의 형성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분리경험, 정착기간 등의 변수와 안정애착

유형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아동

의 심리적 탄력 회복성과 유전적 요인인 기질 등 안정애착에 영향

을 준 보호요인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사례수를 통해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와 긍

정적인 관계를 갖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경험했을 심리적 상해를 회복

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찾아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대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심리강화 프로그램의 개입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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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북한이탈가정 어머니용 질문지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어있는 괄호 안에는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나머지 문항에는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를 해주세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내용이오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

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출생년도(만 세)

2. 탈북년도 ( )년

3. 입국년도 ( )년

4.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

※북한에서 다닌 학교는 어디인가요?

①인민학교 졸 ②고등중학교 졸 ③대학교 졸

④어느 곳도 다닌 적 없음

5. 남한에서의 교육

수준

※남한에서 다닌 학교는 어디인가요?

①중학교 ②고등학교 ③대안학교 ④전문대학교

⑤4년제 대학교 ⑤대학원 이상

6. 현재 하는 일

□①단순노무 □②기술직

□③판매서비스 □④사무직 □⑤관리자

□⑥자영업 □⑦취업학원/검정고시학원

□⑧구직 □⑨주부

7. 배우자 직업

※현재 하고 있는 일

은 무엇인가요?

□①단순노무 □②기술직

□③판매서비스 □④사무직 □⑤관리자

□⑥자영업 □⑦취업학원/검정고시학원

□⑧구직 □⑨기타

8. 월 가구 소득

□①50만원 이하 □②51~100만원

□③101~150만원 □④151~200만원

□⑤201~250만원 □⑥250만원 이상 □⑦기타

9. 배우자 국적

(*영유아 자녀의 아

버지)

□①북한 □②남한 □③조선족 □④한족

□⑤기타( )

8. 현재 혼인 상태
□①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음

□②배우자와 별거 ․ 이혼함

9. 현재 동거 가족 □①취학전 영유아 자녀 ( ) 본인포함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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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1-4번까지는 해당 아동 자녀뿐 아니라 모든 자

녀에 대해 작성해 주시고 5번부터는 해당아동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십시

오.

(*함께 살고 있는 가

족에 모두 √표시하

고 가족 수를 적어주

십시오)

명

□②초등학교 자녀 ( )명

□③중학생 이상 자녀 ( )명

□④친인척 ( )명

□⑤기타( )명

□⑥배우자

가족수

( )명

10. 종교

□①기독교 □②불교

□③천주교 □④통일교

□⑤기타 □⑥종교없음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1. 출생년도(만 세)

2. 성별 □①남자 □②여자

3. 출생지

□①북한☞3-1

□②중국☞3-1

□③남한 □④기타

3-1. 영유아기 동

안 남한 거주 여

부

□①남한에서 지냄

□②남한에서 지내지 않

음

4. 해당 자녀와의

동거 여부

□①동거

□②비동거

5. 건강상태
□①건강함 □②허약함

□③장애(질병)이 있음

6. 해당 자녀가 현

재 다니고 있는

기관 및 학교

□①국공립어린이집

□②민간어린이집

□③초등학교 병설유치원

□④사립유치원

□⑤초등학교

□⑥중고등학교

□⑦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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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⑧기타

□⑨미이용

7. 해당 자녀와 떨

어져 있었던 경험

□①있다 ☞7-1,2,3,4

□②없다

7-1 횟수 ( )번

7-2 총 기간 ( )년( )달

7-3 당시 자녀나

이
( )세

7-4 그 동안 자녀

의 대리양육자

□①배우자

□②조부모

□③친인척

□④기타 ( )

8. 해당 자녀의

0∼3세 동안

주양육자

□①엄마

□②배우자☞7-1

□③조부모☞7-1

□④친인척☞7-1

□⑤기타 ( )☞8-1

8-1 이유

9. 해당 자녀의 기

관 이용 시작월령
( )개월

10. 해당 자녀의

기관 이용시간/일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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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분리불안검사 자극그림

경미한 분리상황 심각한 분리상황

1 4

2 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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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s

Separation Experiences, Attachment

Aspect and Behavioral Problems

Kim, Heui Jeong

Dept. of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aking note of the fact that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experience frequent separation from their mothers and long-term

maternal deprivation during their childhoo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paration experiences and

attachment, and their behavioral problems. A total 37 preschool

and school-age children aged from 5 to 9 were assessed on their

attachment through using Separation Anxiety Test, and their

separation experiences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reported by

their mothers. Statistics analysis and case studies were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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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attachment pattern showed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to show higher ratio of insecure attachment

with higher tendency for avoidant attachment. This avoidant

attachment tendency is probably due to growing up in a

repressed emotional environment by frequently experiencing

maternal separation in North Korea, China, and even after

settling down in South Korea. Also, the lack of opportunities to

get therapeutic treatment for their severe psychological injuries

experienced through the defection process from North Korea and

China, might have influenced their attachment.

Second, children’s secure attachment ratio was higher if they

didn't experience separation from their mother, if their mother

had high level of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if they live with

a big family.

Third, when the difference in behavioral problems by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were looked at, children of mothers with low childbirth ag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internalizing problem,

externalizing problem, and total behavior problem. Also, if

mother’s settlement period is short or if mother’s marital status

is separated or divorced, childre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internalizing problem and total behavioral problem.

Compared to the children who did not experience separation,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with separation experience

showed higher scores in all behavioral problems excep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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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nquent behavior and attention problems. This means that

children who experienced separation from their mother during

their childhood, were reported with high behavioral problems.

Compared to securely attached children, insecurely attached

childre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anxiety/depression,

physical immaturity, thought problems, attention problems, other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s. Specifically, children with

insecure attachment showed higher level of overall behavioral

problems, including internalizing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s.

Finally, as to the correl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by the attachment

types, the variables related to behavioral problems were different.

In the case of securely attached children, the levels of behavioral

problems were related to household monthly income. In the case

of insecurely attached children, levels of behavioral problems

were related to total separation periods, settlement periods in

South Korea, mother’s childbirth age, level of mother's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marital status.

These findings reveal that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s

separation experience and environment variables relevant to their

escape from North Korea and China influence their attachment

development and behavioral problems.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Separation

Experiences, Attachment, Behavioral Problems

Student Number : 2013-23413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                                                  
	1) 애착의 개념 및 발달                                                         
	2) 애착과 분리경험                                                               
	3) 애착과 가족관계                                                               

	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4.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인, 애착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문제                                                                                  
	2. 용어의 정의                                                                            
	1) 북한이탈가정 아동                                                           


	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1) 분리불안검사                                                                     
	2) 문제행동 척도                                                                 
	3) 표현어휘력검사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2) 본조사                                                                                 

	4. 자료의 분석                                                                            

	Ⅴ. 연구결과 및 해석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분포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부모분리자극에 따른 정서반응 특성                                        
	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사례분석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유무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                  
	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1)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문제 행동의 차이                          
	2)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분리경험 유무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                              
	3)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문제행동의 차이  

	4.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유형별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제행동과의 관계           
	1) 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제행동간의 관계                 
	2) 불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분리경험,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제행동간의 관계                


	Ⅵ.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논의                                                                          
	2. 의의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