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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의 복식문화 속에

서 어떤 적응양상을 보이는지 다각도로 관찰하고 이들의 복식문화적응

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에서 거주하는 동안 접했던 북한의 복식문화는 남한의 것과는 질

적∙양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여성은 남한의 

복식문화를 접했을 때 문화충격과 더불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선택해

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남북

간 복식문화 차이를 발견하는 지점과 더불어 그 지점에서 선택하는 행

동들의 다양한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북한이탈

여성들의 의생활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 특히 본 연구는 문

화적응의 선행이론이 제시하는 문화적응 모델에 의거하여 네 가지 복

식문화 적응유형을 설정하고 유형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

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며 적응양상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여 함의 및 제안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북한

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에 대한 유형별 분포를 도출한다. 둘째, 북한

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 양상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복식문화적응 유

형간 차이를 고찰한다. 셋째,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에서의 복식문화적응

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를 함께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의거해 측정도구를 구성하고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 심

층인터뷰 희망 여부를 함께 수집하였으며, 심층인터뷰 희망자들 중에

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복식문화 적응유형마다 적절한 수의 심

층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녹음 전사자료를 대



   

상으로 근거이론에 입각한 분석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30명의 북한이탈여성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응

답을 토대로 군집분석 및 빈도분석을 통해 복식문화 적응유형 분포를 

도출하였다. 이후 심층인터뷰에는 총 11명의 북한이탈여성이 참여하였

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에 파악된 복식문화 적응유형별로는 동화 

유형 4명, 통합형 동화 유형 3명, 주변화 유형 4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근거이론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결과 

및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북한이탈

여성의 복식문화적응 유형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동화 유형이 가장 많

았고, 통합형 동화 유형, 주변화 유형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분

리 유형은 관측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설문 참여자들은 북한의 복식문

화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남한의 복식문화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복식문화 적응유형이 갈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 적응양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의 복식문화를 경험

하며 개인의 복식행동을 형성하며 이 과정에 북한에서의 개인별 경제 

여건이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에 입국하여 남한의 복

식문화를 접했을 때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를 직면하게 되며 개인별

로 유행민감성 및 자아정체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복식문화 적응행

태를 보인다.  

셋째, 북한이탈여성들은 복식문화 적응유형별로 서로 다른 복식문

화 적응행태를 보였다. 동화 유형의 경우 높은 유행민감성과 남한 지

향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홀로 쇼핑을 하는 성향과 함께 남한 복식문화

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남한 한복을 북한 한복보다 선호하는 등의 적응 

전략을 택하였다. 주변화 유형의 경우 낮은 유행민감성 및 회의적 자

아정체성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쇼핑하며, 남한 유행과는 달리 자신만



   

의 패션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노출 등 특정 남한패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남북한 한복 모두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 통합형 동화 

유형의 경우 중간 수준의 유행민감성과 독립적 자아정체성을 토대로 

독립적 패션스타일 추구하되 남한 의복 규범은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북한이탈지인과 교류하며 쇼핑하는 성향을 보였

고 남북한 한복 모두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해 세 가지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하나원에서 현재보다 더욱 구체화된 복식문

화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남한의 복식문화에 대한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준 장기적으로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적응유형간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복식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정부 주도로 진행하기 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단체 주도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주민들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 적응양상을 적응유형 간 차이

에 초점을 맞추어 포괄적으로 탐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

구는 향후 북한이탈여성의 남한 문화 적응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자체에서 제시된 제안점들도 실제로 적용된다

면 한국 사회의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잠재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상황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 참여자를 모집함에 있어 충분한 수를 모집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며, 설문 및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가 편향적인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연구

에서 이와 같은 한계점이 보완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

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북한이탈여성, 복식문화적응, 문화적응유형,  

학  번: 2015-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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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한 사회의 복식문화는 집단의 전통이나 관습과 영향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개인의 외관을 직접적으로 구성한다. 특정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

던 개인이 다른 문화권으로 처음 진입하면, 신체적 특질의 차이를 제외

하고도 그 사람의 의복스타일에서 해당 문화권의 주민들과 미묘하게 구

별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문화는 선호하는 

복종, 색상, 스타일, 의복 규범 등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양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전시하기를 

원하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의복으로 표현하는 방식에도 미묘한, 때로

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이주한 개인이 복식행동을 통해 이

주사회의 복식문화에 대응하는 양상도 문화적응의 주요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Berry, 2005). 복식문화는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문화적 관습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은 이주사회가 가지

고 있는 정숙성의 기준이나 대표적인 준거집단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지

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비문화 속에서 의복은 제작한다기보다는 

구매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의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쇼핑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도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복식문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한민족’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현재 한국사

회에는 다양한 출신의 이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태어났으나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

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약 2만 9천명을 넘어

서고 있다(통일부, 2016c). 북한이탈주민은 본래 남한 주민과 동일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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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남한과는 유리된 이전의 터전과 문화를 완전히 떠나 새로운 환경

에서 소수집단으로서 삶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남한사회에 정착한 이주민

으로 볼 수 있다. 혹은 탈북이라는 선택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난민으로 보기도 한다(정진경‧양계민, 2004). 북한

이탈주민을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들이 남한

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며,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내국인으

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의 정착 및 자립을 적극적으

로 돕기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초기 정

착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 각 생활권 지역에서 복지를 돕는 하나센터,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보조금이나 취업 장려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

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위해서는 남한 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여러 기관

을 통해 경제상황, 주거, 가족 등 전반적 삶에 대한 실태조사 격의 연구

가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비교적 최근에는 북한에서의 거주기

간이나 탈북 과정 중 제 3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남한에서의 적응 과정

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고 있다(조영아‧전우택, 2005; 김태국‧정은의, 2012; 안상윤, 

2013; 임보람, 2015 등).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외모관리

행동이나 북한이탈청소년의 소비생활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인숙‧양윤미, 2015; 손상희, 2013; 손상희 외, 2014 등). 통일을 대

비하는 관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절된 채 서로 다른 문화를 영위해온 남북

한의 주민들이 통일을 통해 융합될 때, 양쪽 주민 모두가 받게 될 심리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

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



 

 7 

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한나‧이승연, 2015). 

이 같은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에 

관한 연구(전우택 외, 2011), 북한이탈주민의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채

정민 외, 2004 등) 등이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첫째,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주민 혹은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수이면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북

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밑바탕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일을 대

비함에 있어서도 유익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탈북 과정 중 직면한 위험

상황이나 스트레스, 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한 문화충격 등으로 인해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별히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현재 분단 71주년을 맞고 있으며 분단기간

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문화적 괴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남북한의 사회

구조 및 경제수준의 차이, 상호간 정보유통의 제한 등은 문화적 차이를 

극대화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벌어진 문화적 차이는 단기적

으로는 오늘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남북의 통일에도 큰 장애물로 존재하

고 있다. 정착 초기에 언어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외관상의 차이, 특별히 의복 스타일의 차

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주로 대표되는 인간생활의 구성요소 중 하나

로서 각 사회의 복식문화는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북한은 원래 한 나라,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인 특질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민하(2016)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정착 초기에 북한

의 의복스타일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자신들이 착용하는 옷의 스타일로 

인해 자기가 북한 출신으로 인식될 것을 걱정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노출이나 소비에 대한 기준으로서 의복 규범이나 한

복 착용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를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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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거주하기를 거부하고 북한으로부터 탈출하여 남한에 온 북한이

탈주민으로서, 또한 남한사회에서 비슷한 외양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

용하는 소수집단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외국 출신 다문화 집단보다 

남한의 복식문화에 동화될 것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현대 한국사회에는 외모지상주의의 여파로 여성에게 부과하는 

외모의 기준이 존재하며 여성들이 화장, 패션, 몸매관리, 성형수술 등을 

통해 그것을 실현할 것을 요구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외양 전반을 아우르는 복식문화에서 남북한의 차이를 극명하게 경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 생활에서의 심리

적 위축감과 북한 출신으로서의 신분노출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 바 있어(조영아‧전우택, 2005) 외양에서 완벽하게 동화

될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은 남한의 복식문화에 대해 동화 유형의 태도를 

가장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한에서 주어지는 의복 소비

의 자유를 일반적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누리며 남북한 양측의 복식문

화를 모두 따르지 않는 경우, 한복을 입으며 북한출신임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경우, 북한에서 상위계층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남한의 패션스

타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 등(김민하, 2016) 몇몇 구별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복식문화 적응유형별로 북한이탈여성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과 복식행동, 패션스타일 등에 대해 탐색할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현재 남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생활고로 

인해 탈북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수준이 높은 남한의 복식문

화와 소비생활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생

활고가 아닌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한 ‘이민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통일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면 동화 유형 이외에 다른 유형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충분히 탐색할 필요가 

존재한다. 학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현재 남한에서 거주 중인 북한이탈

여성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하여 복식문화에 있어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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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연

구가 매우 한정적인 수준까지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의 복식문화에 적응

함에 있어 복식문화적응 유형별로 어떠한 분포현황 및 적응양상을 보이

는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

적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적응의 네 가지 유형(통합, 분리, 주변화, 

동화)에 따른 분포현황을 도출하고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며, 각 유형별

로 남북한 복식문화에 대한 태도 등 적응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과 고찰을 종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복

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여성의 남한 복식문화적응을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들

은 남한 사람과 다르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남한의 의복스타일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동화 유형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김민하, 

2016). 그러나 이 선행연구에서는 복식문화적응 유형을 판별하는 기준

이 따로 설정되어있지 않고 연구자가 인터뷰내용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에 있어 동화 이외의 유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의 북한 고위자 층의 이민형 탈북이나 향후 

통일 상황을 고려해볼 때에는 동화 이외의 유형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

상되므로, 충분한 수의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남한복식문화 적응에 

있어 어떤 유형 분포를 보이는지 관찰하고 이들의 복식행동에 대해 유형

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복식문화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복식문화적응 유형을 판별하기 위한 설

문문항을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유형별 분포현황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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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에는 각 유형별로 남한의 복식문화에 대한 태도, 동화에의 압박

과 해결과정, 남한에서의 의복을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변용하고 자신만

의 패션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 등 전반적인 복식문화 적응양상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통해 균형 있게 탐색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도출된 연

구결과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

안하되 분단과 통일의 과정을 가장 유사하게 겪은 독일의 문화정책 사례

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여,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면서도 장기적 

안목을 갖춘 방안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의 복식문화에 적응하는 양상

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관찰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관찰

된 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에서의 복식문화적응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유형별로 남한의 복식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적응에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문화적 간극의 지점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찰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에서 정착 초기에 겪는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학술적인 관점에서는 이민자로 볼 수 있으며 난민으로도 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식문화적응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난

민의 이주국가에서의 의생활과 관련된 연구, 혹은 이주민의 복식문화적

응과 관련된 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상황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볼 때, 복식문화적응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의 패션스타일 변

용을 고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의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남한으로 오는 경

우가 많아 대부분 동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북한

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층 이상의 주민들의 경우 통일이 되어도 북한출신

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상황을 

통해 두 가지 문화가 전면적으로 융합될 때에는 문화적응의 네 가지 유

형이 현재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비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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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로 두 복식문화의 만남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

집하여 잠재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미래 시장상황에 대비하는 것에 기여

하는 데에도 본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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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문화적응 

 

1. 문화적응이론 

  

(1) 문화적응개념의 이론적 구성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접촉하는 일은 꾸준

히 발생했다. 사람들은 목초지를 찾아, 박해나 재난을 피해, 무역활동을 

위해, 정복이나 식민지 개척을 위해, 혹은 단순한 모험이나 재미를 위해 

자신의 문화적 터전을 떠나 이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

른 배경을 가진 문화들의 만남 및 그 결과로서의 변화를 모두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 부를 수 있다(Sam & Berry, 

2006).  

심리학자들은 비교문화 심리학(cross-culturaul psychology)를 개척

하면서 본격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간의 접촉과 그 과정에서의 인간 및 

집단의 행동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핵심이 되었

던 주제는 특정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 혹은 집단이 다른 문화 안

으로 들어갔을 때 행동과 의식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에 관한 것이

었다.  

따라서 이 경우 문화적응이란 이 사람 혹은 집단이 겪는 문화적 변화

로 한정 지을 수 있다(Berry, 1997). 특히 이와 같은 문화적응 상황을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이 이주민이었고, 그 동안 문화적응에 관

련된 심리학적 연구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북미지역 내 이

주민 집단의 행동 및 심리적 적응양상에 집중되어 왔다. 그간 이루어진 

연구들은 접근하는 측면에 따라 정서, 행동, 인지적 접근으로 나뉠 수 

있으며(정진경‧양계민, 2004), Ward(2001)는 이를 문화적응의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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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명명했다.  

Ward(2001)가 A라고 명명한 것은 정서적 측면의 접근으로, 스트

레스와 그에 따른 대처전략(Stress and coping strategy)과 연관되어 

있다. 특정 문화에서 성장한 개인에게 있어 다른 문화로의 이동은 충분

히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며 많은 심리학자들이 문화간 이동

을 경험한 이주민의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 건강 등에 대하여 연구해왔

다.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다룬 대표적인 학자는 

Oberg(1960)로, 문화충격(culture shock)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에 따

르면, 문화충격은 기존 사회에서 형성했던 모든 친숙한 기호나 상징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려 혹은 불안으로 인해 촉발된다.  

문화충격의 증상은 다양한데, 과도한 손 씻기, 물이나 음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 건망증이나 초점 없는 눈, 무력감, 자국민에 대한 과한 의

존, 자국 문화에 대한 매우 큰 갈망 등이 있다. 특히 그는 정서적 측면

에서의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단계별 양상을 일반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처음에 높았던 만족도가 중간에 현저히 떨어졌다가 

나중에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U-curve’

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그가 제안한 문화적응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밀월(honeymoon)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초기의 황홀함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곧 

두 번째 단계인 위기 단계를 겪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주민은 삶의 곳

곳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듯한 모

습에 충격과 난폭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문화충격의 시기를 어

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이주민의 거취가 결정된다. 이주민이 해당 문화와 

언어를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세 번째 시기에 도달하게 된다. 세 번째 시

기인 회복기에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조금씩 수용하기 시

작한다. 마지막으로 완전 적응단계에서는 이주지역의 문화를 생활양식의 

차이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즐기기 시작한다.  

Oberg(1960)의 U-curve이론은 종단적인 관점에서 검증되지 않았

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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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 접근한 문화적응 관련 연구들의 경우 이주민의 부정적 정서

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있어 비판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정진경‧양계민, 2004). 

Ward(2001)의 문화적응의 A, B, C 중 B는 행동적 측면의 접근으

로, 문화학습이론(cultural learning theory)이라고 부른다. 문화학습이

론은 이주민이 문화적응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이주사회

의 생활양식이나 습관,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그것들을 학습하고 행동을 변화시킴을 통해 이주사

회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연구를 의미한다.  

문화학습이론에 많은 기여를 한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Argyle(1969)

이 있다. 그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가 서로 다른 문화적 그룹 간에 

발생하는 의사소통, 상호작용, 상호협력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

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체적 접촉, 제스처, 얼굴표정, 

눈의 움직임, 대화시의 언어적/비언어적 요소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간

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임상심리, 심리

요법, 인류학, 언어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주민이 이주사회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한 것을 토대로 그

에 맞게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은 이주민이 이주사회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문화학습이 대개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

하는 이주사회주민에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소수이자 이방인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때 이주민이 이주민이 고유한 문화적 관습을 지키

기보다는 전적으로 이주지역의 문화를 수용할 것이 암묵적으로 요구된다

는 점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에 이해 증진 등 다수를 

위한 문화학습도 시도되는 등 양방향 문화학습을 통해 보완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정진경‧양계민, 2004).  

마지막으로 Ward(2001)의 문화적응의 A, B, C 중 C는 사회정체감

이론(social identification theory)으로, 인지적 차원의 접근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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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회정체감이론은 문화적응을 과정(process)보다는 상태(state)

로 보고 현재 이주민이 스스로 동일시 하는 집단과 그와 같은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 탐구한다(Ward, 2001). 대표적인 학자로는 

Tajfel(1982, 2010) 등이 있으며, 이들은 복잡한 사회문제의 근원이 집

단 간의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다(Tajfel, 1982).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

된 (혹은 소속되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대하여, 그리고 타 집단에 대

하여 갖는 행동이나 태도는 개인의 사회정체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Tajfel(2010)에 따르면 개인의 자기이미지(self-concept)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사회정체감은 특정 사회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인지로부터 비롯되

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회집단에의 소속이 주는 가치와 감정적인 중요성과도 

결부된다. 따라서 이주민의 경우 이주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집단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이주사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어

린 시절부터 이주사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경우, 이주사회의 언어나 

가치관을 많이 흡수하여 이주사회에 대한 지향성이 높아지고 본국에 대

한 정체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연령, 거주기간, 언어 사

용, 사회적 계급에 따라 스스로 동일시하는 집단 혹은 문화적 지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Montgomery, 1992), 이는 이주사회에서의 삶

에 대한 태도나 만족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화적응은 이처럼 감정, 행동, 정체성 등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

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에 입국하여 남북간 복

식문화의 차이를 직면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먼저 북한이탈여성은 감정

적 측면에서는 차이로 인한 문화충격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적 차원의 문화충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Oberg, 1960).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행동의 측면에서 남한의 

복식문화를 이루고 있는 의복규범, 패션 트렌드 등에 대해 학습하고 모

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여성 개인마다 

자기 자신을 남한주민으로 정의하느냐 혹은 북한출신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복식문화 적응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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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rry의 문화적응모델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다룬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본국의 고유문화에

서의 관습을 새로운 사회의 문화로 얼마나 대체하였는지에 따라 이주민

의 문화적응수준을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국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것

과 이주사회의 지배문화를 수용하는 것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차원적 개념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이주민의 이주사회에

서의 다양한 문화적 태도와 지향성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

어 이주사회의 지배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면서도 본국 출신으로서의 고

유한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거나, 이주상황에서의 

큰 스트레스로 인해 이주사회의 문화와 본국의 고유문화를 모두 거부하

고 스스로 고립되는 태도 등은 기존의 일차원적 개념에서는 포괄할 수 

없다. 또한 문화상대주의의 시각에서 문화적응의 수준을 단순히 본국의 

고유문화를 포기하고 이주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로만 평가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문화적응에 대한 일차원적 개념에 반해, Berry(1997)는 이주사회의 

지배문화에 대한 수용과 본국의 고유문화에 대한 유지를 독립적인 두 가

지 주제로 보고, 각 주제를 축으로 하여 네 가지 구분된 유형을 파생하

는 이차원적 문화적응 개념을 제안하였다. 문화적응에 접근함에 있어 현

재의 상태에 중점을 둘 것인지 혹은 미래에 대한 태도나 의지로 볼 것인

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Berry(1997)의 경우 후자에 

중점을 두고 이 개념을 문화적응 전략(Acculturation strategies)로 명

명하였다. 그가 제안한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은 각각 1) 본국의 고유문

화를 유지하면서도 이주사회의 지배문화를 적절히 수용하는 통합

(Integration), 2) 본국의 고유문화를 유지하기를 포기하고 지배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동화(Assimilation), 3) 지배문화를 전적으로 부정

하고 본국의 고유문화를 유지하기만을 선택하는 분리(Separation), 4) 

그리고 지배문화의 수용이나 고유문화의 유지 모두에 크게 관여하지 않

는 주변화(Marginalization)이다. <표2-1> 



 

 17 

<표2-1> Berry(1997)의 문화적응유형 모델 

  

각 유형에 대한 특성은 Berry가 자신의 모델을 사용하여 진행한 연

구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캐나다 사회에서의 한국출신 이주민들의 문

화적응에 대한 연구(Berry et al., 1989)에서 연구자들은 친구관계, 주류

문화(해당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문화) 등의 주제에 대해 네 가지 문화적

응전략유형에 맞게 각각 문항을 구성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캐나다 사회(Canadian Society)’ 주제에서 통합을 의

미하는 문항은 “캐나다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캐나다 사회의 다양한 면모에 충분히 참여할 

수도 있다.”이며, 동화의 경우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이 사실

은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캐나다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을 받아들이며 캐나다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로 제시되었다. 

분리는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캐나다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국인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강조해야 하며 캐나다 사회에 대항해 

우리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로, 주변화는 “정치인들은 국민적 자부

심을 대중을 기만하고 착취하는 데에 사용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제시

되었고, 응답자는 자신의 태도와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고를 

수 있었다. 이주사회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이주민으로서는 그 사회

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응전략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

이므로 주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택한 유형이 그 응답자의 전반적인 문화적응전략 유형인 것으로 판

  

Is it considered to be of value to maintain 

one’s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Yes No 

Is it considered to be of 

value to maintain 

relationship with larger 

society? 

Yes 
통합 

(Integration) 

동화 

(Assimilation) 

No 
분리 (Segregation 

/Seperation) 

주변화 

(Margi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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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였다.  

Berry(1997)가 이차원적 문화적응 개념을 제안한 이후로 많은 연

구자들이 Berry의 문화적응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을 유형화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을 수행했다. 그러나 유형을 분

류하기 위한 측정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였다.  

Berry et al.(1989)는 친구, 주류문화 등의 세부주제마다 각 문화적응유

형에 해당하는 네 가지 문항을 각각 개발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문항을 고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각 

세부주제에 대하여 고유문화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지배문화는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각각 Likert 척도로 측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측정된 

고유문화 유지 수준(고유문화 지향성)과 지배문화 수용 수준(지배문화 

지향성)을 조합하여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방식이

다.  

예를 들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출신 이주민의 문화적응 유형을 측

정한다고 할 때 각 세부주제에 대해 미국문화 지향성과 한국문화지향성

을 각각 측정한다. 이때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자신의 미국문화 지향성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문화 지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는 동화유형, 미국

문화 지향성과 한국문화 지향성을 모두 높게 평가하는 경우는 통합 유형

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높고 낮음의 기준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Likert 척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거나, 군집분석을 통해 먼저 집단을 

설정하고 상대적인 수준에서 집단간의 문화지향성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

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영역으로서의 세부주제

로는 대부분 언어 사용 및 능숙도, 사회적 관계와 친구선택, 음식 선호, 

대중매체 사용 및 선호, 명절 등 전통문화와 관습 지키기, 정체성 등이 

주로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수, 2011).  

기존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문화적응은 정서적 건강상태, 행동양식 

습득 정도, 정체성 동일시 집단 등을 척도로 적응여부를 일차원적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차원적 문화적응 모델은 이주민집단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거



 

 19 

주하는 북한이탈여성도 남북의 복식문화에 대해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거부하는 양자택일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둘 다 수용

하거나 둘 다 거부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복식문화를 이루고 

있는 세부 주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차원의 문화적응 

개념을 활용한 접근은 남한 내 북한이탈여성들의 양측 복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더욱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통일 이후 융합된 한국의 복식문화

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서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복식문화적응 

 

복식은 의복을 포함해 인체의 외양을 구성하는 모든 장식, 그리고 

가발, 향수 등 인체에 더해져서 외양을 변형시키는 모든 품목을 지칭하

는 포괄적인 개념이다(김민자,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복식문화적응

이라 함은 의복 및 장신구를 포함하여 외양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이

용해 이주민이 이주지역의 복식문화에 대응하는 태도를 지칭한다. 인간

의 의식주 문화에서 한 축을 차지하는 복식문화는 전반적인 문화적응의 

연구들 안에서 세부주제로 자주 다루어졌지만 별도로 무게를 두어 연구

된 바는 적다. 이는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대부분 북

미로 이주한 타 민족 혹은 타 인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양

상 의복이 아니어도 이주민인 것이 확연히 구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서구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의복이 거의 소비행위를 통해서만 

획득된다는 점에서 이주사회의 취향에 맞춰 생산된 의복 제품으로 가득

한 이주사회에서 이주민이 고유한 복식문화를 유지하기는 더욱 쉽지 않

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과 이주사회 토착민이 내적으

로 형성해온 의복의 취향에 차이가 존재할 것은 자명하다.  

그뿐 아니라 의복을 포함한 외양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 또한 

하나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해당하므로 이주사회의 복식문화

를 수용할 것인지 고유한 복식문화를 유지할 것인지는 이주민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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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문화적응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의 육체 또는 육체를 이상화하는 소비재를 자아와 동일시하는 현대적 경

향에서 볼 때 더욱 중요시되어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복식문화적응

처럼 문화 내의 특정 영역만을 중심으로 문화적응을 연구한 경우로는 음

식문화적응(dietary acculturation, Satia et al, 2002; 배윤경, 2011), 소

비문화적응(consumer acculturation, Sandikci, Ekici, & Tari, 2006; 

Luedicke, 2011)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복식문화적응을 다룬 연구들을 주제별로 살펴보

면, 의복규범, 미적 기준과 바디이미지, 그리고 민족 정체성 등의 개념을 

통해 접근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Inglessis(2008)가 미국 내 히스패닉

계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히스패닉계 여성들이 미국사회의 

의복규범을 장소에 따라, 즉 주로 교회, 학교, 직장 등에서 습득함이 확

인되었다. 또한 미국의 복식문화와 히스패닉의 복식문화에 차이가 존재

하는 지점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많은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nstock(1963)은 이주민이 이주사회에서 특정한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이주사회 토착민처럼 보이도록 요구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으로 이주한 헝가리 이민자에 대한 연구에서, 특

정 직업을 가진 헝가리 출신 이민자의 경우 더욱 ‘미국인처럼’ 옷을 

입고 미국식으로 영어를 발음해야 하는 압박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 

Padilla & Perez(2003)는 사회 내 소수집단이 겪는 차별과 대응책으로

서의 행동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족성, 인종, 종교, 언어와 더불어 의

복이 이주민을 주류 사회로부터 구분 짓는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지적하

였다. 소수집단으로서의 이주민집단은 스스로 옷을 입는 방식이나 말하

고 행동하는 방식을 민감하게 검토하여 주류집단과의 충돌을 피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기도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이주민의 경우 개인적인 흥미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정치

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

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각 사회의 복식문화마다 특정 상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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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역할에 적절하다고, 혹은 어울린다고 인정되는 복식이 있기 때문

이다. 이는 일상적인 수준에서 특히 직업의 전문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방인으로서 직업수행능력을 의심받는 상태에서 생업을 구해야 하는 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주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 비즈니스인처럼 보이는 

복식(Ericksen & Sirgy, 1992)을 수용하기를 암묵적으로 요구 받게 된

다.  

이주민은 이주사회에서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에서의 이상미의 

기준과 이주사회의 미적 기준이 내적으로 충돌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특히 외모지상주의나 서구의 이상적 바디이미지로 인한 과도한 체중감량, 

거식증 등의 사회적 병폐현상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주민이 

이주사회의 이상적 미, 이상적 바디이미지 등을 내면화하는 데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Sandikci, Ekici & Tari(2006)는 교외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사

람들을 대상으로 도시의 소비문화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사례탐구

를 통해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한 여성이 몸, 외양, 노출에 대한 도시적 

개념과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내적 신념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그리

고 액세서리 착용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증언하였다. Warren & 

Rios(2013)은 히스패닉계 남성 대학생들을 상대로 서구적인 이상미의 

내면화, 인지된 압력, 미디어의 모델과의 사회적 비교, 바디이미지, 문화

적응 스트레스 등의 개념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히스

패닉계 남성 대학생들이 받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서구 미디어에의 노

출, 사회적 비교경향, 그리고 바디 이미지 문제와 정적인 연관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Warren(2008)의 연구에서도 미국 내 유럽출신 및 히스패

닉 남성들에게서 서구의 이상미의 내재화된 정도가 바디에 대한 불만족

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Stark, Yanico, & 

Lupe(2005) 또한 유의한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미국 내 이주민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태도와 식이장애경향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가 다문화적 관점에서 더욱 세밀하게 조정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주민은 이주사회의 복식문화에 적응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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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주사회 토착민의 정체성으로부터 형성된 사회문화적 고정관념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실천하고 경

험을 쌓아나간다(Luedicke, 2011).  

이주민의 이주사회에서의 복식선택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직접적

으로 유지하려는 성향과도 연관이 있다.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을 대상

으로 한 Cheng(2000)의 연구에서는 중국문화 지향성이 북미문화 지향

성과는 달리 바디이미지, 외양에 대한 미적 기준, 그리고 의복 관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orney(1980)는 미국 내 다문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문화와 

고유문화에 대한 복식문화 지향성과 더불어 미국문화에 대한 동화 정도, 

동화에의 욕구, 민족 정체성, 이주세대 차수 등에 대해 조사하여 상관성

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문화에 대한 동화 정도와 동화에의 욕구가 

낮을수록, 그리고 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이주세대 차수가 낮을수록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수록) 민속복식 착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

였다. 이를 통해 복식의 문화적 동화가 복식 이외의 다른 내 외부적 문

화적응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Forney, 1980).  

Upchurch(2008)는 미국으로 이주한 인도인들의 선호하는 의복 특

성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인도식/미국식 의복에 대한 선호 및 구매의도를 측정함으로써 복식문화

지향성이 측정되었는데, 이것과 의복의 컬러/패턴/문화적응 수준과의 유

의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속스타일의 복식에 대한 선

호가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집단과 관련이 있다는 점과 문화적응 수준이 

미국적 의복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뿐 아

니라,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주사회에서의 삶의 질과

도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경북지역의 동양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복식문화적응을 연구

한 전대근(2015)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에서 복식문화적응에 대해 통

합, 동화, 분리 등 3가지 유형이 관찰되었다. 통합유형의 경우 한국에서 

직장과 가정 면에서 비교적 위치가 확고한 여성들이 의복을 통해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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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화유형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에 보다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해당되었다. 분리유

형의 경우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거나 주변과의 교류가 적은 

여성들이 고유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의복에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족 정체성 유지경향은 복식의 형태뿐만 아니라 의복 구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와도 연관이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복식문화가 취향이

나 미적 기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선호 브랜드의 차이나 유행의 차이 

등 소비적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가족이나 이주민집단의 친지들이 의복에 대한 준거집단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orney & Rabolt, 1986), 의복을 소비하는 과정도 

이주민의 복식문화적응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Shim & Chen (1996)의 연구에서도 미국 

문화에 관여도가 낮은 집단이 비활동적인 쇼핑성향을 보인 반면 관여도

가 높은 집단은 활동적인 쇼핑성향을 보였다.  

이주민이 이주사회의 복식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은 

상황과 복식문화적응유형에 따라 미묘하게 수행된다. Ger & 

+stergaard(1998)는 덴마크 내의 터키 이민자 2세대들이 어떻게 민족

적 정체성을 옷을 통해 드러내는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터키 이민자 2세대들은 어떤 스타일의 옷이 덴마크인처럼 보

이게 하는지, 어떤 옷이 터키인처럼 보이게 하는지 면밀하게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긴 청바지나 색상이 화려하지 않고 심플한 옷은 덴마크인

처럼 보여지는 옷으로, 터키를 방문했을 때는 절대 입지 않는다. 그러나 

덴마크에서 터키 이주민들끼리의 파티나 행사에서는 화려한 색상이나 혼

합되고 과장된 무늬, 금 장식품 등 덴마크의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입지 

않는 옷을 선택하여 입는다고 증언했다. 또한 ‘덴마크스러움’과 ‘터

키스러움’이 ‘바지가 타이트함’과 같은 미묘한 부분에서 드러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복식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에 따라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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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lessis(2008)의 연구에서도 히스패닉계 여성들은 북미 여성들의 

스타일이 부주의하거나 지루하다고 여기고, 특정 의복 요소들을 선택하

여 의미와 정체성을 창조함으로써 북미여성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의복 요소들은 주로 여성성을 부각하는 장식들이었

으며, 본국의 민속복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의복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였는데 몇몇은 완전히 복식문

화적응 면에서 분리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복 

전략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았으며, 이는 북미와 히스패닉계의 의

복코드가 매우 비슷하며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사회적 차별을 야기할 만

큼 도발적이지 않았고 서구문화에서의 다양성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

었기 때문이다. 

복식문화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복식문화를 이루는 세부적 주제

로 미적 기준과 바디이미지, 의복규범 그리고 민족 정체성 등 다양한 차

원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주민이 이주지역의 문화를 습득하느냐 자신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느냐

의 일차원적 관점을 견지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은 남한 사회의 소수집단

으로서 위의 연구에서 보인 다른 소수집단의 행동처럼 남한의 패션스타

일을 습득하여 남한 주민처럼 보이고자 노력할 수 있다. 또한 양측 문화

를 모두 학습한 북한이탈주민은 패션에서도 ‘북한스러운’ 것과 ‘남한스러

운’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 혹은 학업 등을 통해 사회

와의 접촉점이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의 의복규범을 습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 한민족의 민족복식인 한복에 대해서

도, 북한에서 상류층 등의 생활을 영위했던 경우 북한풍의 한복에 대해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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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문화 적응 

 

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실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남

한에서는 일상적인 수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등

으로 불러왔으나 이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및 해석 가능성으로 

인해 2008 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6 년 7 월초에 잠정적으로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그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수는 29,543 명이며, 그 중 여성의 비율은 

71%이다. 여성의 비율은 2001 년까지는 남성 비율보다 낮았으나, 2002

년 55%로 남성을 넘어선 이래로 2006 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계속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입국 당시 연령대별로는 30 대가 29%로 가

장 많고, 20 대가 28%, 40 대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재북 당시 직업

별 유형으로는 무직부양이 48%로 가장 많았고 노동자가 38%를 차지하

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봉사분야(4%), 관리직(2%), 전문

직(2%), 예술체육(1%)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통

<그림 1> 누적입국자수 및 여성 비율 (통일부, 2016c) *2016 년도는 6 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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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2016c).  

남한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계 면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현

황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 초‧중‧고 중도 탈 

락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의 대표적인 지표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표 2>). 생계급여 수급률의 경우 07 년도 조사에서는 63.5%의 높은 수

치를 보였으나 2015 년 조사에서는 25.3%까지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동시에 동일한 기간의 경제활동 참가율(47.9% → 59.4%), 고용률

(36.9% → 54.6%), 그리고 실업률(22.9% → 4.8%) 등의 지표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정착 수준이 전반적으로 다소 증진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생계의 측면에서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은 경제적 자립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과 융합, 그리고 갈등의 과정이기도 하다. 약 7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북한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

히 민간차원에서의 문화적 교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남북한의 문화

적 이질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남북한 주민

들의 문화적 갈등은 통일 이후 대두될 것이 예고된 주요 사회문제 중 하

나이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계급여 수

급률 
63.5 54.8 54.9 51.3 46.7 40.8 35 32.3 25.3 

경제활동 참

가율 
47.9 49.6 48.6 42.6 56.5 54.1 56.9 56.6 59.4 

고용률 36.9 44.9 41.9 38.7 49.7 50 51.4 53.1 54.6 

실업률 22.9 9.5 13.7 9.2 12.1 7.5 9.7 6.2 4.8 

초중고 중도

탈락률 
7.1 10.8 6.1 4.9 4.7 3.3 3.46 2.5 2.2 

<표 2-2>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련 주요 지표(통일부, 20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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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통일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의 문화만을 

접하다가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남

북의 문화적 격차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의 차이, 

남한 주민의 편견과 차별, 남한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반감, 재사회화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 구직의 어려움 등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오늘날의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 언어와 유전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질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 서로 다른 이념, 규범, 가치 체계, 생

활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박희정, 1998; 모춘흥, 2012).  

북한이탈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보람(2015)의 연구에서도 북

한이탈 여대생들이 남한주민과의 관계에서 이질감을 경험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북한이탈 여대생들은 남한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북

한출신임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어나 생활방식을 의도적으로 남한의 방식

에 끼워 맞추려 노력하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그뿐 아니라 남한사회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가지

고 있는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희망함을 밝혔다 (임보람, 2015).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정착과정에서 겪는 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해

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 년에 하나원(정식명칭: 북한이탈주민정착지

원사무소)을 설립하고 기수 별로 12 주, 총 392 시간 동안 사회적응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심리안정 및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

진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기초 직업교육도 제공하여 자본주의를 기반으

로 하는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

나원을 퇴소하여 남한의 각 거주지로 전입된 이후에는 취업, 교육, 신변 

안전, 자산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꾀하고 있다 

(통일부, 2016a). 그럼에도 안상윤(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

민의 행복지수는 58.80 으로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 63.22 와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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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행복지수 71.39 에 비교해 낮은 수치를 보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이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1)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기존의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직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는 비교적 초기부터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차원에서의 남한

문화 적응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의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생존 문제는 초기에도 쉽게 드러났던 반면, 사

회문화에 대한 적응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차차 드

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금명자, 2015).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화적응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이들의 남한문화 

적응문제를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대부분 그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민자 집단의 문화적응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연구했던 서구사회의 연

구동향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먼저 문화충격 등 이민자의 정서적 어려

움을 다루는 연구들이 문화적응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문화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적 차원의 연구와 내적 정체감

의 문제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는 Ward(2001)

가 문화적응의 A, B, C 라고 칭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 문화상대

주의를 기반으로 등장하는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 모델도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연구에 적용되어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첫 6 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고방식, 

문화, 그리고 생활방식의 차이(18.2%), 언어의 차이(12.5%),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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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등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우택, 

1997). 박희정(1998)은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남한문화 적응과정에

서의 어려움에 대해 심층면접 형식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북

한이탈여성들은 정착 초기에 서구화된 남한의 의복 및 식생활과 생소함

과 문화충격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그뿐 아니라 단어의 의

미차이에서 발생하는 오해, 남한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반감, 

남한주민에 대한 경제적 열등감 등이 존재하였으며, 학생의 경우 영어 

실력의 부족, 직장을 구하는 경우 기초직무지식의 부족, 주부의 경우 자

녀 양육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남한주민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남한주민의 일방적이고 부정

적인 편견을 마주할 때 더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이재민‧황선

영(2008)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직업만족도, 연

령, 학력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뿐 아니라 

남한주민의 태도, 무시에 대한 인식 정도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김명선(2015)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

한에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등 감정적으

로 교류가 가능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문화‧사회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폐쇄적인 북한사회구조에서 형성된 심

리와 남한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비

해 상대적으로 방어적 심리와 자기 억압, 불안 등에서 높은 지표를 보이

고 있다(조영아, 2002; 김현아‧전명남, 2003; 최윤경; 2007).  

북한이탈주민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겪을 때 주로 남한

의 문화적 행동양식을 따름으로써 갈등해소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현숙 & 유해숙(2015)은 북한이탈청소년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정착과정에서 여러 부정적 상황을 거치며 공식적·비공식적 

낙인을 반복해서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에서의 

부정적 낙인에 대해 저항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는 등 다양한 반응

을 보였는데 그 중에는 언어와 행동을 완전히 남한 식으로 바꾸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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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이는 지각된 동화압박(채정민, 2003)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으로, 주류집단이 사회 내 소수집단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편견이 소수

집단으로 하여금 편견을 피하기 위해 주류집단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하

는 심리적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안지언‧김석호(2015)는 북한이탈청

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문화교육 경험과 한국에서의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북한에서의 문화자본 및 다문화 수용성이 남한에서

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북한에서 예술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이질적인 문화취향을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

문에 남한에서의 행동양식 등 남한의 문화자본을 좀 더 수월히 습득함으

로써 남한에서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남한의 행동양식을 전적으로 따

르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회정체감의 측면에서는 스스로를 완전한 남

한주민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미녀

(2009)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각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동포 혹은 남한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은 스스로를 여전히 북한사람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이질감이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

체성에 대해 연구한 전우택‧유시은‧이연우(2011)의 연구에서는 북한이

탈주민이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해 혼란의 시기를 겪으며 최종적으

로는 스스로를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 

등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새로운 형태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함을 보였다. 

또한 ‘탈국가적 개인주의자’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례도 더러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화적응에 대해 정서적, 행동적, 인

지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비교적 초기의 연

구에 속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문화적응의 최종적인 목표를 남한사

회에 동화되는 것으로 규정(이기춘 외; 2000b)함으로써 문화상대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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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의 결여와 일차원적 문화적응 관점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단선적인 문화적응 개념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북한이

탈주민이 경험하는 부정적 심리 및 남한문화 수용에 따른 내적 갈등의 

해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도 상당수이다. 이에 반해 최근에 올수록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 모델

을 사용하여 양측 문화 모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태도를 측정하는 방

식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채정민(2003)은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단일

민족 내의 비동질 문화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심리적 

문화적응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에는 지각된 문화 이질감, 자기 의

식, 지각된 동화압력, 문화적응전략, 우울감, 사회정체감, 문화유능감, 생

활만족도 등의 개념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적응전략은 북한

문화 지향성과 남한문화 지향성으로 이루어지는 이차원적 개념으로서 

Berry 의 문화적응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요인이다.  

이 개념을 통해 북한문화 지향성과 남한문화 지향성을 각각 측정하

고 이를 조합하면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등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김윤나(2007)는 북한이탈청소년이 문화적응 유

형에 따라 어떤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이 통합 유형의 문화적응 경향을 보일 경우 

가장 높은 유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화 유형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유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명자‧권해수‧이희우(2004)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

으로 남한정착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

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초기 보호기간 4 개월 동안에는 동화 유형, 4 개

월부터 1 년까지는 분리 유형, 1 년에서 2 년까지는 주변화 유형, 2 년 이

후에는 통합 유형을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U-curve 형의 적응 정체

감 변화를 대변한다는 해석을 도출되었다.  



 

 32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에 대해 이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포괄

성을 유지하면서도 남한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거나 북한 문화를 유지하

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히 부적응자로 치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남한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집단일 뿐 아니라 위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남한의 문화

에 동화되길 요구하는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화 유형에 속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구조 등이 아닌 일상적 수준에서의 생활문화는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남

한의 생활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잠재적으로 발

생할 수 있는 통일 상황에서는 북한의 생활문화를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비율도 상당수일 것이므로 이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도 이차원적 문화적

응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의 결과가 더욱 실제적이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통일 독일의 문화통합 정책 

현대사에서 원래 하나였던 국가가 둘로 나뉜 이후에 다시 합쳐진 

사례는 독일이 유일하기 때문에, 동일민족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문화적응을 다룸에 있어 독일의 사례를 면밀히 참고하여 정책적 측면에

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단된 

독일 또한 동독은 공산주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경험했고 자본주의체

제를 가진 서독은 상대적으로 부를 누렸기 때문에 현재 남북한의 문화‧

경제적 격차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분단 시기에 서독이 동독보다 양적으로 융성한 경제와 문화를 누리

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전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주민에 대한 통합 정책

이나 통일 이후의 동서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통합 정책은 ‘동독

의 서독화’, ‘확대된 서독’ 등 서독의 선진화된 제도를 동독에 이식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통일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동독인들 

조차도 ‘동독적인 것’에 대해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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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제도나 관습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시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인들이 ‘2등 국민’이라는 감정을 겪으

며 서독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게 되면서 동독만의 긍정적 문화유산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독출신 국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활

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독일 정부는 

동독출신 국민들을 서독화시키기 위하여 사상을 주입한다거나 하는 사상

적 방향성을 이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일관되게 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스스로 정체성을 결정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하였다. 독일 정부는 민간 문화단체

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긍정적 다름’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소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

하여 노력했다. 이렇게 동독 고유의 색채를 가지고 자라난 문화는 서독

의 경직된 문화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며 독일 문화의 역동성에 기여하고 

있다(박영정, 2011; 통일부, 2016b).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때, 동일 민족이 재결합 할 때 특히 요구되는 

것은 주류 집단 측과 소수 집단 측, 양측의 서로에 대한 태도가 각각 통

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Bourhis et al(1997)은 주류 사회

와 이주민 집단의 서로에 대한 문화적응 유형이 각각 통합-통합, 동화-

동화, 개인주의(주변화)-개인주의(주변화)인 경우에만 두 집단이 한 사

회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나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민 집단은 무

조건적으로 주류사회의 문화를 따르기만을 원하지는 않는다. 남한에 거

주 중인 북한이탈여성은 현재로서는 ‘북한적인 것’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서 누린 복식문

화 중 ‘긍정적 다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스스로 재

조명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남한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

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은 독일의 경우처럼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이 모두 통합-통합 적인 문화적응 태도, 즉 서로의 긍정적 다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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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수용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사례 검토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시사점은 정부와 민간 

단체 등 각 주체들의 역할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통일 독일 정부는 동독 

출신 주민들을 서독식 문화로 계몽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대신 민간 문화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로 물러섰다. 반면 민간 

문화단체는 동독 주민들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동독 출신 

주민들로 하여금 서독의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동독 고유의 것에 대한 고

찰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결과적으로 통일 독일의 문화적 풍요

로움에 기여하였다. 두 문화의 융합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주민

에게 자국 문화를 이입시키려고 한다면 이주민은 이에 반감을 느끼기 마

련이므로, 독일의 경우처럼 정부와 민간 문화단체의 이원화된 역할 분배

가 필요하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복식문화적응 

 

(1) 북한에서의 복식문화 

  

근대적 맥락에서 의복은 생산자와 소비자 각각의 이상적 자아상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생산과 배급을 모두 공산

당이 담당하는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체제를 갖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많은 도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 자아상을 구축하고 그에 맞게 의복 정책을 시행

해왔다.  

북한의 공산당이 체제유지를 위해 구축한 이상적 여성상은 방송, 잡

지, 의복 규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이상적 여성상과 여성

정책에 대해 연구한 이미경(2004)은 북한의 잡지 「조선녀성」을 통해 

북한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당과 수령에 충성을 다하는 여성, 집단주의

적 이상을 실천하는 여성, 근로하는 여성, 그리고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등이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금상(201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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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유사하게 북한의 여성들이 생산 조력자, 남성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보조자 등으로 내세워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는 여성의 정

치사회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의상이 중요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북한의 지배층은 여성의 옷차림, 머리 모양 등 신체의 외연에서 공산당

의 여성담론에 부합하는 근대적 상을 생산한다고 서술하였다.  

특히 비실용적인 의상과 물건들을 자본주의적 허영과 사치로 규정하

여 이와 같은 의상들이 자본주의 착취계급의 표상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한편, 의상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린아(2012)는 북한의 복식정책에 대해 ‘주민

의 의복생활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목표의식을 갖고 옷차림에 대해 권

위적이고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수

단을 포함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북한 당국

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통해 주민의 복식을 통제하고 통치목적에 

따라 활용한다고 하였다.  

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북한의 복식정책을 다룬 연구자로는 이기춘 

외(1997), 신혜영‧금기숙(2001), 유순례‧임순(2006), 김린아(2012), 

김초롱(2014)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대별 북한의 복식

정책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표 2-3>)과 같다.  

 

연도 목적 및 배경 시행한 복식정책 

1950 

년대 

 일제 잔재 청산 

 사회주의체제에 대

한 인민의 신뢰 및 

지지 향상 

 검박한 옷차림 

 남성복식 양복화 

 여성은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를 

입는 등 한복을 생활화 

 천 생산량 증대 및 잡지를 통해 옷 

재단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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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대 

 노동력 확충을 위해 

여성의 가사노동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고 여성들이 노동

에 참여하도록 권장 

 옷 재단법 소개 중지 

 천보다 옷 생산량을 증대 

 유행이나 화려함보다는 노동용 작

업복 등 편리성 강조된 옷차림 

 사회주의 생활양식 등장 

1970 

년대 

 주체사상 확립의 일

환으로 주체적 미의

식 정립 

 1970 년대 초 남북 

적십자회담에 자극 

받아 의복 변화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 강조 

 양복의 일상화 

 전쟁준비를 위한 겨울 옷 생산 증

대 

1980 

년대 

 제 13 차 세계청년

학생축전 개최 

 외국과의 합영, 합

작 등 교류의 증가 

 주민들이 대외에 노

출되는 상황에서 대

외적으로 권위 향상 

 의복이 대중과 사회문화의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임을 강조 

 시대적 미감의 다양화 

 시대적 감각에 맞는 고급 옷감 생

산 

 여성의 바지 착용이나 국방색, 검

정색 옷 착용 금지 

 계절별로 어울리는 다양한 밝고 화

려한 색상의 옷 착용 지시 

 인민복 대신 신사복 착용 지시 

 사회주의 생활양식 강조 

 ‘주체섬유 비날론’ 개발 및 홍보 

1990 

년대 

 서구문화의 유입과 

내부 경제난으로 인

한 사회주의 정신 

강조  

 민족적 자부심 고취 

 옷차림새 통제 본격화 

 민족복식 홍보 및 조선 옷 장려 정

책 

 인민의 기호에 맞는 천과 옷 생산 

증대 

 의류잡지 「옷차림」출간 

춘추의류전시회, 평양시 옷 전시회 

개최 

 피복연구소에서 패션화보 출간 

 색상이 밝고 화려해졌으며 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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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의상도 양장이 주류 

 의복의 미적 측면 강조 

2000 

년대 

 다른 시기보다 민족

성 강조 

 자본주의 국가의복을 강한 어조로 

비판 

 민족성 고취를 위한 '우리식' 옷차

림 

 단정하지만 다채로운 색상과 다양

한 형태 강조 

 그러나 북한당국이 시행한 복식정책과 일반 북한주민이 실제로 누

리는 복식문화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북한 내 대다수의 주민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외출복을 1-2 벌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이기춘 외, 

1997). 따라서 북한 당국이 권장하는 다양한 색채에 맞게 옷을 구비하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청바지, 미니스커트, 나팔바지, 스키니진 등을 단속하지만 국

경지역으로 갈수록 중국의 유행에 영향을 받아 비교적 자유롭게 옷차림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민하, 2016).  

북한에도 유행이 존재하는데, 이은영 외(1998)의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의 대상이 된 북한이탈주민의 70.1%가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

은 유행을 따른다고 답하였다. 유행은 평양이나 국경 등 소비생활이 자

유롭게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나머지 지역으로 천천히 확산된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행 시작지점과 끝 지점의 시간차가 

약 1 년 정도까지도 걸리며, 한번 어떤 옷이 유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옷을 입을 정도로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획

일화 되어있다(김민하, 2016).  

유행현상이 딱히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에서 유행이 발생하는 전환점

이 되었던 사건은 1989 년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남한의 임수경

<표 2-3> 시대별 북한의 복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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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홀몸으로 참석한 사건이었다(김석향, 2012). 임수경은 북한에서 자유

로운 젊음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펌 헤어스타일과 ‘박쥐옷’, ‘쫑대

바지’, ‘사슴슈즈’ 등은 당시의 북한 내 모든 젊은이들이 따라 할 정

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유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에는 암암리에 쌍

꺼풀 수술, 입술라인 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 각종 시술과 성형수술까지 

성행하고 있으며 남한, 중국,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옷들이 장마당을 통

해 유통되고 있다(김석향, 2012; 김민하, 2016).  

그러나 1 년에 평균 1.32 벌의 옷을 구매하며(이은영 외, 1998), 대

다수가 점퍼 한 벌로 봄부터 가을까지 버틴다는 점(한석현, 2004), 유행

이 있어도 폐쇄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옷의 디자인도 소박하고 겸손한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고 유행도 치마 주름이 두 개였다 세 개로 변하는 

정도(한석현, 2004)이며 이미 그러한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의복생활

에 대해 딱히 만족하지도 않고 불만족하지 않았다고 답한 북한이탈주민

이 46.4%(이은영 외, 1998)라는 점 등을 볼 때 북한주민이 소비의 풍

요를 누리는 남한주민만큼 복식의 여러 미적 특성을 민감하게 구분하고 

다룰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복식문화는 당의 정책에 의해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남한에 비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임수경 사건 등에서 볼 때 한 가지 유행이 시작되면 전면적

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은 적은 복

식문화자본과 유행에 대한 순종적 경향으로 인해 다양하고 풍요로운 남

한의 복식문화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스타일을 찾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숙성을 강조하고 엄격하게 노출

을 통제하는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의 노출에 자유로운 문화에 

대해서도 문화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상류층이었던 

경우 장마당을 통해 외부 패션문화를 자주 접하거나 북한의 유행을 선도

했던 경우에는 남한의 패션문화에 오히려 반감을 가지거나 혹은 문화충

격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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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한에서의 복식문화적응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복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북한주민의 복식문화는 북한사회문화

의 특수성을 담고 있다(이기춘 외, 1997).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

의 오랜 단절로 인해 북한의 복식문화는 남한의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

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복식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

제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복식문화적응과정에서 외모에서의 차이, 의복 

선택의 어려움, 그리고 세탁방법 등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춘 외, 2000a).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은 옷을 세탁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재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표

백제로 옷을 빨아서 옷의 색상을 모두 탈색시킨 사례, 영어나 그림표기

로 된 세탁안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탁해서 옷을 망가뜨린 사례, 이와 

같은 경험 때문에 비싼 옷은 무조건 드라이클리닝을 이용하는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이기춘 외, 2000a). 

그러나 문화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세탁지식과

는 달리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문화

적으로 다양성이 보장되는 외모에 대한 선호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의 시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북한의 복식문

화는 남한의 것과 매우 다르며 그 안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북한이탈주

민은 복식에 대해 그들만의 관념, 선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일부는 자신의 선호와는 상관없

이 남한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목표로 의복을 선택하고 외모를 관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보이는 것에 민감

하게 반응하며 스스로가 북한이탈주민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일부에서 이러한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높은 동화압박을 느끼고 있

기 때문이며, 이러한 동화압박의 근원은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부정적 태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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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식은 보다 미묘한 차원에서 착용자의 정체성이나 메시지를 전달하

는 도구로 사용되며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구별 짓기를 수행하며 집단간 

괴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유지웅(2007)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배제에 대해 논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고 

있는 반면 남한주민들은 북한주민에 대해 모종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남한사회에서는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북한

이탈주민에게 덧씌우면서 편견과 낙인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분위기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말투, 외모 등 자신의 출신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서 남한주민처럼 보이도록 하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유지웅, 2007).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의 어려움을 다룬 김석향(2006)은 표면화

된 언어상의 어려움의 기저에는 낯선 남한사회에 대한 두려움, 남한주민

들로부터의 차별이나 무시 등 심리적 특성이 이들로 하여금 언어문제에 

있어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언어를 장벽으로 경험하도록 한다고 주

장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소비적응에 대한 연구(손상희, 2013), 북한

이탈주민의 소비행위에 대한 연구(천혜정‧서여주, 2014)에서도 북한이

탈주민이 남한사람의 외양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한 후 도리어 

이에 대해 스트레스와 허무함, 절망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현아‧전명남(2003)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억압과 부인기제를 가

지고 있으며 이들이 덜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경

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전반적 문화적응 유형과 복식문화적응 유형을 각각 판별하여 

서로 비교한 김민하(2016)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복식선택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정체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측

면에서는 통합형의 문화적응을 보였던 대상자들 중 절반이 복식문화 적

응에서는 동화형의 적응양상을 보였으며 그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는 전

혀 없었다. 이를 통해 복식으로 구성되는 외양에서의 동화압박이 정체성 

측면에서의 동화압박보다 크다고 유추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의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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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한의 일반적인 소비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규제로 인해 자유

롭지 못한 북한에 비해 훨씬 다양한 남한의 의류제품 등도 북한이탈주민

의 남한 복식문화 동화에 일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는 남한주민의 외양을 습득하려 하지

만 이 과정도 쉽지 않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복식문화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의복 색상 배합을 고르는 일에 취약하며, 남한의 

사회문화에서 어떤 의복이 본인의 연령과 상황에 적절하다고 평가 받는

지에 대한 지식도 전무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겪는다고 증언한다(이

기춘 외, 2000a; 김민하, 2016). 그 뿐 아니라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서구화된 남한의 의생활에 생소함과 문화충격을 느끼기도 하며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풍토나 개방적인 의생활, 특히 노출에 반감을 느끼

기도 한다(박희정, 1998).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에 대해 연구한 김민하(2016)의 연구

에서도 북한이탈여성들이 정착 이후 6 개월에서 3 년 이상 지나야 남한

의 복식문화에 익숙함을 느낄 뿐 아니라 남한 식으로 적절히 상하의 색

상을 배합하는 데에도 5 년 가량 걸린다고 보았다. 정착 후 8-10 년 이

상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정적

인 선입견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다른 이들의 시선

으로부터 자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춘 외(2000b)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 문화적응을 위

해 정착촌 건설을 제안하고, 그 안에서 외모관리에 대한 교육, 의복구매

관련 지식의 교육, 세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의 교육 등 남한의 복식

문화적응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

은 제안은 고무적이나 남한의 복식문화를 일방적으로 습득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는 데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생활고로 인해 탈북

하여 남한으로 온 경우이었기 때문에 복식미나 패션 유행에 대한 이해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 중 다수가 남한의 다양한 패션 속에

서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말투나 외모의 차이로 인해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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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성향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으로 남한 

주민의 외모를 습득하고자 하는 동화적 성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최근 들어 북한의 고위층의 이민형 탈북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향

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상황 시에는 남한의 복식문화를 일

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북한주민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복식문화적응을 다룰 때에도 반드시 이

차원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

지는 큰 동화압박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가 

서로의 생활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구축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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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의 흐름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의 복식문화에 적응

함에 있어 복식문화적응 유형별로 어떤 분포현황 및 적응양상을 보이는

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에 대한 유형별 분포를 도출한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 양상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복식

문화적응 유형간 차이를 고찰한다.  

 

셋째,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에서의 복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남한사회에서 소수집단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

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주어진 연구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의 

흐름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순서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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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 준비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에 대해 유형을  

판별하고 양상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설문조사/심층인터뷰 문항 구성 

 

 

설문조사 

시행 
-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무작위 표본 추출 

- 심층인터뷰 참여 희망여부 함께 수집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형 추출 

- 유형별 분포현황 도출 

 

 

심층인터뷰 

시행 

- 설문조사 참여자 중 심층인터뷰 희망자 선별 

-설문조사를 통해 판별된 복식문화적응 유형을 기준으로 유형

별 적정수를 대상으로 진행 

분석 

- 심층인터뷰 결과를 대상으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 실

시 

- 복식문화적응 유형별 특성 비교 분석 

 

 

함의 도출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 제안 

 

<그림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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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적 연구 수행 (설문지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설문지법은 남한 내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에 대

해 유형별 분포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심층인터뷰 대상자를 추출하기 위

해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에는 복식문화적응 유형을 판별

하기 위한 북한복식문화 지향성 문항 7개, 남한복식문화 지향성 문항 7

개, 인구통계학적 정보(연령대, 남한 거주기간) 수집을 위한 문항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인터뷰 참여희망여부 및 설문참여사례 제공을 위

한 문항 2개를 포함해 총 18개의 문항이 수록되었다. 복식문화 지향성

을 측정하는 14개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

지 않다’ 에 1점, ‘매우 그렇다’ 에 5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

며, 인구통계학적 정보 수집 및 심층인터뷰 참여희망여부를 묻는 문항은 

각각 필요에 맞게 선다형으로 제시하여 응답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응

답하도록 하였다.  

 

(1) 복식문화적응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에 대해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통합, 

분리, 주변화, 동화)을 판별하고자, 남한복식문화 지향성과 북한복식문화 

지향성을 각각 측정하여 결과를 조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문항의 기초

가 되는 틀로는 Swaiden et al.(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ADOPT & 

KEEP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동일한 다섯 가지 범주

(문화에 대한 태도, 정체성, 친구관계, 문화학습, 상호작용)에 있어 미국

문화와 자국문화에 대해 각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으며, 단순하고 명확하게 문화적응의 영역을 구분한 것으

로 평가되어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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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정도구의 범주를 기본으로 하되 전반적 문화적응 및 복식문화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화에 대한 태도 및 정체성 범주에 각

각 1문항씩 추가하여 연구의 맥락에 맞게 복식문화적응 측정을 위한 문

항을 구성하였다. 패션스타일에 대한 선호나 의복규범(Inglessis, 2008)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민족정체성(Forney, 1980; 

Forney & Rabolt, 1986), 북한이탈여성의 의복정숙성에 대한 인식(박희

정, 1998), 쇼핑성향(Shim & Chen, 1996), 동화에의 압박(손상희, 

2013) 등도 복식문화적응을 판별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문

항을 적절히 수정하는 데에 반영되었다. 민족정체성 문항 중 한 문항씩

은 선행연구(Forney, 1980)를 참조하여 부정형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는 응답을 반대로 교정하여 사용하였다. 그 뿐 아니라 최종

적으로 구성된 복식문화적응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표 3-1>).  

 

구분 

범주 
(Swaiden 

et al., 

2006) 

문항 출처 

남

한

복

식

문

화 

지

향

성 

문화에 대

한 태도 

나는 패션이나 화장 등 외모에 관

한 한 남한의 문화를 선호한다. 

Swaiden et al. 

(2006) 

남한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은 

정숙하다. 

Alkhazraji et 

al. (1997), 박

희정(1998) 

정체성 

나는 내가 진정한 남한사람처럼 

보이도록 옷을 입는 경향이 있다. 

Swaiden et al. 

(2006) 

나는 외견상 완전히 남한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다. (부정형) 

Forney 

(1980), 손상희 

(2013) 

친구관계 
옷을 사러 갈 때에는 남한출신 지

인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 

Alkhazraji et 

al. (1997), 

Shim & Che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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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습 

나는 직장, 학교, 결혼식 등 특수

한 상황에서는 남한 여성들이 어

떻게 옷을 입는지 참고하여 옷을 

입는다. 

Swaiden et al. 

(2006), 

Inglessis 

(2008) 

상호작용 
나는 주변의 남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참고하여 옷을 구매한다. 
Forney (1980) 

북

한

복

식

문

화

지

향

성 

문화에 대

한 태도 

나는 외모에 관한 한 북한에서 유

행하는(유행했던) 스타일을 선호

한다. 

Swaiden et al. 

(2006) 

북한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은 

정숙하다. 

Alkhazraji et 

al. (1997), 박

희정(1998) 

정체성 

나는 내가 북한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옷을 입으려고 한다. 

Swaiden et al. 

(2006) 

나는 내 외모를 통해 내가 탈북민 

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

으면 한다. (부정형) 

Forney 

(1980), 손상희 

(2013) 

친구관계 
옷을 사러 갈 때에는 탈북민 출신 

지인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Alkhazraji et 

al. (1997), 

Shim & Chen 

(1996) 

문화학습 
나는 북한의 전통 의복문화를 앞

으로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Swaiden et al. 

(2006), 

Inglessis 

(2008) 

상호작용 
나는 옷을 구매할 때 주로 탈북민 

지인들이 입는 옷을 참고한다. 
Forney (1980) 

 

<표 3-1> 복식문화적응 측정문항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에서조차도 북한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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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수준이 높아 질문지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금명자,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만 수집하였다. 연령대와 

남한 거주기간을 기간별로 나눠 5지 선다형으로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표 3-2>). 

 

구분 문항(5 지 선다) 

연령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이상 

남한 거주기

간 
1 년 이하, 1~3 년, 3~5 년, 5~7 년, 7 년 이상 

 

<표 3-2>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문항 

 

2. 자료의 수집과 표본구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

해 설문 참여자를 무작위로 모집하였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설문 참여자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으며, 네이버 오피스

(office.naver.com)가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다. 설문 참여자 모집 문건에는 모든 설문참여자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이 증정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었으며, 

보상을 위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참여자를 제외한 모든 설문 참여자

에게는 약속된 보상이 제공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4일부터 동년 11월 16일까지 약 6주간 

시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 30개의 응답이 회수되었으며 모든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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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집된 문항 중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복식문화적응 문

항 14개,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 2개이며 각각 5점 리커트 척도와 5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응답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되었다. 복식문화적응 문항을 대상으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2(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2(매우 그렇다)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남/

북한복식문화지향성 각 주제에 해당하는 문항별로 평균값을 내어 활용하

였다. 복식문화적응 유형 판별을 위해서는 손진아 외(2015)에서 선택한

대로 군집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유형간 비교를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을 대상으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3 절 실증적 연구 수행 (심층인터뷰)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인터

뷰 대상자는 모두 설문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설문지의 문항을 기초

로 하여 각 문항에 본인이 응답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그 설명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연구자와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

다. 설문지의 문항과 직접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연구자가 수집한 응답

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는 북한에서의 복식문화에 관련된 질문으로, 북한에서의 

의복 소비수준, 의복 획득 경로, 기억에 남는 북한의 패션 유행, 북한에

서 소유하거나 유통되던 옷의 원산지, 의복과 관련된 에피소드, 패션 준

거집단, 패션 소비 가치, 유행색, 유행 복종, 북한의 한복 사용 실태 및 

개인 경험, 남한 문화를 접한 경험 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가 진행됨

에 따라 등장하는 관련된 주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두 번째로는 남한에서의 복식문화와 관련된 질문으로, 남한 정착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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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의복 획득 경험, 남한에서 유행하는 패션스타일에 대한 견해, 외양

의 측면에서 남한주민과 구별된다고 느꼈던 경험, 지각된 동화 압박, 패

션 소비 가치, 쇼핑성향 및 습관, 상황 별 의복규범 학습경로, 남한에서

의 노출 스타일에 대한 견해, 유행 민감성 등 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등장하는 관련된 주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패션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 이미지와 

남/북한 여성들에게서 느껴지는 이상적 이미지의 일치도에 대해 간접적

으로 탐구하였다. Aaker(1997)가 이상적 브랜드이미지를 측정하기 위

해 제안한 15가지 형용사(고은주&윤선영(2004) 번역)를 나열하고 본

인이 추구하는 패션이미지, 북한의 여성들이 추구한다고 생각되는 패션

이미지, 남한의 여성들이 추구한다고 생각되는 패션이미지를 고르도록 

한 후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추구 패션이미지의 측

면에서 대상자가 복식문화적응 결과 어떤 패션이미지 및 스타일을 선호

하는지 관찰하였으며 심층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패션이미지에 각각 어느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지 관찰하였다.  

  

2. 자료의 수집과 표본구성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심층인터뷰 참여를 

희망한 응답자만 참여하였다. 참여 희망 응답자 중에서도 사전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당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에 한해서

만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자 계획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심층

인터뷰 참여희망자는 총 13명이었으며 그 중 연락이 닿지 않은 2명을 

제외한 11명 모두는 각 유형에 적절히 분포되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설문조사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구자가 SNS를 통해 

연락을 취해 인터뷰 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 진행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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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대면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시작 전에는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활용해 

심층인터뷰 진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와 서명 절차를 밟은 후 

녹취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동의하였으나 녹취를 거부

한 1명에 한해서는 녹취하지 않고 대필로 대체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

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현금 3만원이 사례로 지급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 참여자 11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녹음에 동의하였으므로 녹음자료를 기반으로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전사

하는 작업을 거쳤다. 전사는 연구자 본인이 스스로 모든 내용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으며, 녹음 및 전사된 자료는 보안화된 저장소에 저장되었다. 

심층인터뷰에서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1명과의 대화는 연구자가 심층인

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진술을 최대한 동일하게 대필하였으므로 

대필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는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의 복식문화에 적응

하는 양상을 복식문화적응 유형별로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심층인터뷰 수행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인터뷰 참여자가 어떤 복식문화

적응 유형을 보이는지, 그 유형의 적응양상을 보이기까지 영향을 미친 

내‧외부적 조건은 무엇인지, 해당 복식문화적응 유형에서 택하는 적응 

전략은 무엇이며 현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

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사된 자료를 대상으로 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

택코딩의 과정을 거치는 분석을 시행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심층인터뷰 

전사자료에서 단어, 어절, 문장으로 구성된 의미단위를 대상으로 개념을 

추출하고 하위 범주 및 범주로 재분류하는 범주화 작업을 거쳤다. 축코

딩 과정을 통해서는 추출된 범주를 대상으로 각 범주를 재조직하는 과정

을 수행하였다. 재조직된 범주는 전체 축 안에서 각각 중심현상, 인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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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전략, 맥락 및 중재조건, 결과 등의 역할을 가지게 되어 북한이탈주

민의 복식문화적응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

로 선택코딩 과정을 통해 범주들간의 관계를 정교화하고 검증하는 과정

을 거쳤다. 분석결과를 대상으로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

험이 있는 2명의 전문가 감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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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논의 

 

 

제 1 절 복식문화 적응유형별 분포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3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수집은 북한이탈주

민의 신분 노출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연령, 거주기간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되었다. 빈도분석 결과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30

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6.7%, 8명), 20대(20.0%, 6명)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남한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7년 이상(33.3%, 

10명), 5년 이상 7년 미만(26.7%, 8명), 3년 이상 5년 미만(20.0%, 6

명)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4-1>과 같다.  

 

항목 세부 범주 빈도 백분율(%) 

연령 

20 대 6 20 

30 대 14 43.3 

40 대 7 26.7 

50 대 3 10 

60 대 이상 0 0 

남한 거주

기간 

1 년 이하 2 6.7 

1~3 년 4 13.3 

3~5 년 6 20 

5~7 년 8 26.7 

7 년 이상  10 33.3 
 

<표4-1>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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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식문화지향성 분포 및 복식문화적응 유형 판별 

 

(1) 복식문화지향성 분포 

 

본 연구에서는 남한복식문화지향성과 북한복식문화지향성을 측정하

는 각 7개 문항을 대상으로 평균값을 추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복식문화

적응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복식문화지향성 문항은 각 복식문화에 

대한 지향 정도를 측정하며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2(매우 그렇

지 않다)부터 +2(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므로 7개 문항의 응답을 

종합한 평균값이 음수일 경우 해당 복식문화를 지향하지 않음을 의미하

며 양수일 경우 해당 복식문화를 지향함을 의미하고 있다. 각 복식문화

지향성을 축으로 하는 모든 설문 참여자의 응답 평균치의 분포도는 다음

(<그림3>)과 같으며, 서로 다른 표본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 그

래프에서 겹쳐져 표시되었다.  

 

 

<그림 3> 복식문화지향성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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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복식문화지향성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표본이 단 하나도 나타나

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이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경험한 복식문화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한복식문화지향성에 있어서는 양의 값을 보이는 수가 

많음을 통해 남한복식문화지향성에 있어 양의 값을 보이는 수가 많음을 

통해 많은 수의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의 복식문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복식문화를 지향하지 않는 표본도 상당수 존

재함을 볼 때 북한이탈여성 중 일부는 북한의 복식문화를 유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한의 복식문화에 대해서도 수용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축 기준 유형 판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복식문화지향성 문항의 평균값이 양의 값

을 가질 경우 해당 복식문화를 지향함을, 음의 값을 가질 경우 지향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각 평균값의 양/음 여부를 판별하고 이를 조합하면 

복식문화적응 유형을 판별할 수 있다. 유형 판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 남한복식문화지향성과 낮은 북한복식문화지향성을 보인 동화 

유형이 23명(7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남한복식문화지향성 

평균값은 0.76, 북한복식문화지향성 평균값은 -1.11로 나타났다. 그 다

음으로는 두 복식문화에 대해 모두 낮은 지향성을 보이는 주변화 유형

(23.3%, 7명)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남/북한복식문화지향성 평균값은 

각각 -0.59, -0.94의 수치를 보였다. 반면 두 복식문화에 대해 모두 높

은 지향성을 보이는 통합 유형과 남한의 복식문화는 수용하지 않고 북한

의 복식문화에만 높은 지향성을 보이는 분리 유형은 모두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복식문화지향성 평균값 및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

표4-2>와 같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탈북

한 경우가 많으며 경제·사회적 여건 상 북한에서 자유롭게 복식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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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축 기준 복식문화적응 유형별 빈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든 사회구조가 북한의 정치권력

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탈북한 북한이

탈주민은 북한의 체제와 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거부감을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박영정, 2011). 

그러므로 자가진단 식으로 북한복식문화지향성을 측정하였을 때 전반적

으로 낮은 수치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응답의 편향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금명자, 2015). 또한 본 연구의 경우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에서의 복식문화적응 양상을 복식문화적응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적응이란 본래 이전 문화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습관, 성향 및 의식체계가 다른 문화의 것과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측정된 북

한복식문화지향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서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관찰하여 미묘한 차이

를 발생시키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축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집분석을 수행

하여 최종적으로 유형을 판별 및 명명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복식문화

적응의 경향성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3) 군집분석 기준 유형 판별 

 

본 연구에서는 축 기준 복식문화적응 유형 판별에서 존재가 확인된 

복식문화적응 

유형 

남한복식문화 

지향성 

북한복식문화 

지향성 
빈도 백분율(%) 

동화 0.76 -1.11 22 76.7 

주변화 -0.59 -0.94 7 23.3 

전체 0.45 -1.07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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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및 주변화에 대하여 세부적인 관찰을 시도하기 위해 집단 수를 3

으로 설정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표본수가 

각각 7, 8, 15인 세 가지 군집이 추출되었다. 세 가지 군집 중 7개의 표

본이 포함된 군집은 축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주변화에 해당하는 표본들

로만 구성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주변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주변화 

유형의 평균 남/북한 복식문화지향성을 의미하는 군집의 중심은 (-0.59, 

-0.94)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8개의 표본이 포함된 군집은 북한복식문

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으면서 남한복식문화에 대한 수용의지도 가

지고 있는 통합적(Berry, 1997)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통합형 동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부분 동화 유형의 군집의 중심은 (0.55, -0.54)

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15개의 표본이 포함된 군집은 북한복식문

화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나타내고 남한복식문화에 대해서는 전적인 

수용의지를 보였으므로 ‘동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완전 동화 유형의 

군집의 중심은 (0.88, -1.41)이었다. 각 군집의 중심 및 표본 빈도수, 

백분율을 정리한 결과는 <표4-3>와 같다.  

 

군집명 

(복식문화적

응 유형) 

군집의 중심 

빈도 백분율(%) 남한복식문화 

지향성 

북한복식문화 

지향성 

주변화 -0.59 -0.94 7 23.3 

통합형 동화 0.55 -0.54 8 26.7 

동화 0.88 -1.41 15 50.0 

전체 0.56 -0.95 30 100.0 
 

<표4-3> 군집분석 기준 복식문화 적응유형별 빈도 

 

군집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복식문화지향성 분포도 상에서 군집을 표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4>). 그래프에서 수치가 동일한 표본들

의 경우 겹쳐져 표시되었다.  
 



 

 58 

  

<그림 4> 복식문화적응유형 분포도 

 

각 유형에 따른 설문 각 문항의 응답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의 <표4-4>와 같으며, 이를 참고하여 유추한 유형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주변화 유형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남한복식문화에 대한 선호, 복

식문화 측면에서의 남한 주민과의 상호작용 등 남한복식문화 지향을 측

정하는 문항들에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북한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북한복식문화에 대한 선호 면에서는 다른 유형과 비슷한 수

준의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반면 동화 유형은 거의 일관되게 남한복식문화는 긍정적 입장을 보

이고 북한복식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복식으로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한다거나 

남한복식의 정숙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등의 모습은 완전 동화 

유형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형 동화 유형과 동화 유형은 둘 다 어느 정도 북한복식문화를 

거부하고 남한복식문화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형 동화 유형은 북한의 전통문화를 유

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과의 복식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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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복식의 정숙성에도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등 다른 유형과는 확연

히 비교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북한의 복식문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복식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통합적인 문화적응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상의 차이, 특히 통합형 동화 유형과 동화 유형 사이에서 관찰된 

차이는 축을 기준으로 나뉜 유형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

서 ‘북한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거부감을 보일 수 있는 북한이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박영정, 2011), 군집분석을 통해 나뉘어진 유

형이 보다 심층적으로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문항 

복식문화적응유형 

전체 

주변화 
통합형 

동화 
동화 

1. 나는 패션이나 화장 등 외모에 

관한 한 남한의 문화를 선호한다. 
0.57  1.13  1.73  1.30  

2. 나는 외견상 완전히 남한사람처

럼 보이고 싶지는 않다. (부정형 문

항) 

0.00* 0.38* 0.40* 0.30* 

3. 남한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

은 정숙하다. 
-0.86  -0.88  0.13  -0.37  

4. 나는 북한의 전통 의복문화를 앞

으로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0.14  0.63  -0.80  -0.27  

5. 나는 옷을 구매할 때 주로 탈북

민 지인들이 입는 옷을 참고한다. 
-1.71  -1.38  -2.00  -1.77  

6. 옷을 사러 갈 때에는 남한출신 

지인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 
-1.71  -0.38  -0.60  -0.80  

7. 나는 내가 북한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옷을 입으려고 한다. 
-1.57  -1.50  -2.00  -1.77  

8. 나는 주변의 남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참고하여 옷을 구매한다. 
-1.14  1.13  1.47  0.77  

9. 나는 외모에 관한 한 북한에서 

유행하는(유행했던) 스타일을 선호

한다. 

-1.57  -1.50  -2.0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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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직장, 학교, 결혼식 등 특

수한 상황에서는 남한 여성들이 어

떻게 옷을 입는지 참고하여 옷을 입

는다. 

-0.14  1.75  1.67  1.27  

11. 옷을 사러 갈 때에는 탈북민 출

신 지인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1.29  0.38  -1.73  -1.07  

12. 나는 내 외모에서 탈북민 출신

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한다. (부정형 문항) 

-0.14* -1.25* -1.47* -1.10* 

13. 나는 내가 진정한 남한사람처럼 

보이도록 옷을 입는 경향이 있다. 
-0.86  0.75  1.33  0.67  

14. 북한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

은 정숙하다. 
-0.14  0.88  0.13  0.27  

 

* 부정형 문항으로, 각 복식문화지향을 긍정하는 진술이 되도록 응답을 교정하였음.  

<표 4-4> 복식문화 적응유형 간 설문응답 평균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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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북한이탈여성의 전반적 복식문화적응 양상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복식문화 적응유형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11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판별

된 유형별로 보면 완전 동화 유형 4명, 부분 동화 유형이 3명, 주변화 

유형이 4명씩 참여하였다. 연령대로는 3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

대 3명, 40대 1명이 참여하였다. 남한 거주기간은 5년 이상 7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1년 이하부터 7년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 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4-5>와 같다.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참여자는 알파벳 

기호로 구분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연령대 남한 거주기간 복식문화 적응유형 

A 30 대 5~7 년 

동화 
B 20 대 3~5 년 

C 30 대 1~3 년 

D 30 대 7 년 이상 

E 30 대 7 년 이상 

통합형 동화 F 40 대 1~3 년 

G 30 대 7 년 이상 

H 20 대 5~7 년 

주변화 
I 30 대 5~7 년 

J 20 대 1 년 이하 

K 30 대 5~7 년 
 

<표4-5> 심층 인터뷰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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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코딩 

 

본 연구에서는 각 참여자를 대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 심

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속기한 내용과 

인터뷰 보조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체 연구자

료를 의미단위로 분절한 후 개방코딩을 진행한 결과 126개의 개념과 

48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24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23개의 상위

범주는 주제에 따라 각각 북한에서 경험한 복식문화, 북한에서 형성된 

복식행동, 북한에서의 개인적 경제 여건,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 직면, 

복식문화 적응전략, 터득한 적응전략 전수, 개인적 특성으로 분류되었다. 

개방코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4-6>).  

 

진술자 진술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분류 

K 

김정일이 현지지도 나
오면서 김정일 잠바라
고 해서 그런 거를 많
이 입었었어요. … 그
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의복 문화나 전통문화
라는 게 따로 없고. 한
번씩 영도자나 지도자
나 이런 사람이 나오면 
그걸 무턱대고 따라 하

려고 하니까. 

권력을 

가진 상

류층으

로 보이

고자 함 

상류층 

패션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분

위기 

획일적이

고 동조

성이 강

한 유행 

북한

에서 

경험

한 복

식문

화 

B 

한국 애들은 옷을 매치
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래위를. 저도 그래서 
따라 하긴 하는데 … 
저희는 그런걸 모르거
든요 처음에 왔을 때

는. 

옷을 잘 

맞춰 입

는 남한

의 여성

들 

세련된 

남한 패

션 

구별되는 

북한이탈

주민의 

패션스타

일 

남북

간 복

식문

화의 

차이 

직면 

 

<표4-6> 개방코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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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에서 경험한 복식문화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에 도착하여 복식문화의 측면에서 차

이와 괴리감을 경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복식문화에 맞추어 생활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행이 시작‧전파되며, 남한보다 사회적으로 경직된 복식

정책 및 관습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판단하는 

미적 기준도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전

통한복도 양식과 규범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서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오랜 기간 북한의 복식문화에 맞춰 복식관념을 형성해온 북

한이탈주민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남한의 복식문화를 맞닥뜨리게 될 때 

괴리감과 함께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

탈여성들이 경험한 북한의 복식문화를 분석하여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7>).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분류 

옷으로 사람의 지위를 평가함 

상류층 패션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분위기 
획일적이고  

동조성이 강

한 유행 
북
한
에
서 

경
험
한 

복
식
문
화 

권력을 가진 상류층으로 보이고자 

함 

유행에 무조건 따라감 

대량으로 모방되어 전파됨 

단일화된 유행 
통일성을  

중시하는 문화 
공동체기반 문화 

패션 단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 

한번 유행되면 오래 지속됨 시장에 다양한 옷

이 존재하지 않음 제한적 의복

구매 여건 

단조로운 북한 패션 스타일 

옷이 거의 바뀌지 않음 대개 옷을 자주 

구매하지 못함 거의 두세 벌로 일년을 지냄 

중국에서 영향 받은 화려한 한복

원단과 디테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북한 한복 
화려한 중국

패션의 영향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경지

역의 패션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북한 유행 
중국으로부터 전해지는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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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이 나는 장식들과 원색이 사용

된 스타일 

중국에서 들여오는 중고 옷들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한 

복장단속 복식규제의 

강제적 시행 
체제 유지를 

위한 복식 

통제 

노출에 대한 과한 규제 

임의로 이루어지는 복장단속 

자유가 없는 북한 패션 
통제된 복식 

회사에서 저고리와 치마만 입음 

퍼스트레이디의 의상도 한정적 
이상적 여성상으

로서의 단아한 

여성 관습에 의한 

의복 규범 

정숙한 북한패션스타일 

이상적 여성상으로서의 단아한 여

성 

외모 치장에 비호의적인 문화 

정숙성 강조 타인의 노출에 대한 부정적 판단

과 개입 

남한보다 일상화된 북한 한복 

남한보다 일상화

된 북한 한복 
일상과  

맞닿아 있는 

북한한복 

고상한 한복에 대한 선호 

비료도 한복의 유행 

무용 행사 때에 입는 한복 

수와 장식이 많은 북한 한복 

정형화된 북한 

한복스타일 
하늘하늘한 재질의 북한 한복 

저고리가 짧고 치마가 긴 북한 한

복 
 

<표4-7> ‘북한에서 경험한 복식문화’ 범주화 결과 

 

획일적이고 동조성이 강한 유행  

북한의 지도자는 주체사상 및 공산주의 이념에 가장 알맞은 복식을 

착용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전달하고 체제 존속을 꾀하는데, 

이 때 지도자가 선택한 옷이 대대적으로 유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김정일 장군복이라고 해서. 김정일 잠바. 그거 예전에 진짜 많이 입었

었어요 김정일 입는 패딩도 그걸 엄청. 나라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엄

청 흥행했었어요. 그걸 개나 소나 다 입고 다녔어요. 이게 인민의 뭐시

기라고. 거긴 패션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참여자 G, 동화) 

 

지도자의 패션이 이처럼 큰 유행을 일으키는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패션을 통해 상류층으로 보이고자, 혹은 얕잡아 보이지 않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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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에서 상류층이 가지는 권력의 

크기와 더불어, 옷을 통해 사람의 재력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문화가 존

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여성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며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나 모란봉 악단이 입은 패션, 혹은 상류층만

이 구입할 수 있는 높은 가격의 기성복(외국산 옷)을 모방한 스타일이 

유행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옷뿐 아니라 체형에 있어서도 상

류층으로서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약으로 살을 찌우는 경우

도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가죽잠바에 어깨 라인에 털이 들어가있는 걸 사람들이 잘입어요. 진짜로 

여기서만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거 입으면 쟤 돈 좀 있네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옷 잘입고 신발 좋은 거 신고 이런 거. 좋아 봐야 중국산이겠죠. 근데도 

그 사람이 옷을 입는 걸 가지고 되게 그러거든요. (참여자 B, 동화) 

 

자기가 입은 게 유행에 맞게 입었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좀 상류층처럼 놀려고. 자기는 이렇게 잘산다는 걸. 자기는 돈이 많으니

까 잘사니까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참여자 E, 통합형 동화) 

 

권력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죠 … 북한은 간부가 되면 여위면 대접 

못 받아요. 둥글둥글 하고 풍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데 몸이 

없는데 간부가 됐다 하면요 중국에서 약이 나와요 살찌는 약. 그걸 먹고 

살찌워요. 배도 나오게 하고. 살찐 사람들은 대접받죠. 힘있고 권력 있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이 다 그러니까. 마구대하지 못하죠. 여자들도 풍채 

있고 퉁퉁 불고 하면 있어 보인 달까 그렇게. (참여자 F, 통합형 동화) 

 

이처럼 옷으로 사람의 권력을 평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서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행을 따르는 경향

이 있다. 그 유행을 따르지 못하면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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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에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체적 문화나 통일성을 지향하는 문화 

또한 이러한 획일적 유행 양상을 심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남한에 오니까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북한

은 내가 이런 옷을 입었다 근데 보기가 좋았다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다 입어요 그걸 사 입으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 가품 진품이 있거

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품은 많이 비싸거든요 비싸면 못 입잖아요 

그 못 입으면 우리 둘이 친구라면 어디 모임에 갔다 근데 못 입으면 후

지다고, 좀 쪽팔리죠. 그럴 땐 진품인가 가품인가 그건 똑같이 만들면 

모르잖아요 가품이라도 입자 노력해서 다 같은 옷을 많이 입어요. (참여

자 F, 통합형 동화) 

 

(튀는 패션을 입었을 때) 패션이 이게 뭐냐 튄다 너무 이런 게 많죠. 너 

하나만 게 중에서 튄다. 다 비슷해야 되는데. 다 단일화로 똑같아야 되

는데 너만 다르다 이렇게. (참여자 C, 동화) 

 

제한적 의복구매 여건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에서 옷을 팔지만 다양한 스타

일의 옷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에 맞추어 모두가 동일한 옷을 팔

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패턴으로 유행은 일년에 1-2회 정도만 변하기 때

문에 주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패션을 경험하기 어렵다. 그 뿐 아니라 당

의 복식통제정책으로 인해 의복의 색상, 형태, 디테일 등 스타일의 많은 

부분에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의 패션스타일이 

단조롭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제한적인 의복구매 여건은 높은 다양성

을 지닌 남한의 시장상황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일단 북한은 유행이라고 하면 다같이 떨쳐나서 입기 때문에 … 거의 유

행이 바뀔 때 샀는데 그 유행이라는 게 일년에 1번, 2번정도니까. 유행 

바뀔 때는 거의 모두가 다 따라서 옷이 바뀌어요. (참여자 A, 동화) 

 

그렇지만 화려하게 입지는 못하고 색을 다양하게 쓰지 못하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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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면 길거리에 가다가 잡혀요 절제가 되어있기 대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화려하게 입어서 단속 걸렸거든요. 대부분은 단속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절제하려고 해요. 입고 싶어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생각도 거의 안하고. (참여자 C, 동화) 

 

또한 북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 옷을 여

러 벌 구매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옷만으로 계속 생

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제적 여건 또한 북한주민들이 

다양한 패션을 접하는 데에 있어 큰 장애가 된다.  

 

한국은 올해 여름에 이 반팔 티 입었으면 내년에 안 입을 수도 있잖아

요. 북한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거 하나시

면 계속 입거든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 북한에는 옷을 그렇게 자주자주 

바꿔 입지 않아서 스타일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참여자 J, 주변

화) 

 

교복을 입었고 오후에 교복 외의 옷은 추리닝 거기서 단복이라고 하거

든요 단복 한 벌로 일주일 내내 입는 거에요. 교복 안 입는 날에는 단복 

입고 추리닝 입고, 주말에 빨고 이런 식으로. 사실 탈북민 서민들의 생

활인 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옷이 4-5벌 있다면 잘사는 거

에요. 2-3벌이면 그게 끝이에요. 당연히 다 단색인 거고. (참여자 G, 통

합형 동화) 

 

화려한 중국 패션의 영향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는 중국의 패션 유행은 국경지역으로부터 북한 

내부로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79%가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출신이며(통일부, 2016c), 탈북 과

정에서 중국을 거쳐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 패션

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의 패션은 빨간색 

등 화려한 색상이 많이 사용되며 자수나 스팽글 등 광이 나는 장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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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화려함을 더하는 기법으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특징은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들의 미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중국에서 한복용 옷감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

국의 미적 특성은 북한의 전통한복에도 화려한 수, 금박, 붉은 색상의 

사용 등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유행은 중국식을 많이 따라요 … 집이 국경이라. 중국 세관 바로 

앞에 그쪽이라. 회령시와 원선군 사이에 교두가 세 개 있어요 중국하고 

교류하는. 그 사이에 있어서 중국 유행이 많이 들어왔어요. 연변쪽하고 

교류하니까 그런 유행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참여자 K, 주변화) 

 

중국 거는 막 이렇게 보석도 붙이고 브로치 같은 것도 많이 붙이고 화

려하죠 … 북한에서 스타일은 좀 바뀌긴 하는데 북한만의 스타일이 아

니고 중국의 스타일이에요. 화려한걸 브로치랑 많이 달리고 보석도 많이 

붙이고 하면 북한 사람들은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제품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게 북한에 들어오면 그 패딩 하나를 놓고 

북한 땅 재봉사들은 다 그걸 모방하거든요. (참여자 J, 주변화) 

 

(한복) 저는 빌려 입어 봤는데 김정은 생일날 입어봤어요. 전통한복은 

아니고 중국 쪽에서 거기는 많이 넘어와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평양에서 맞추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동화) 

 

체제 유지를 위한 복식 통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복식에 있어서

도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

로 하여 이루어지는 복식 통제는 외부로부터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고 체

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당

이 수립한 집단주의적이고 전통적인 성격을 가진 이상적 여성상을 전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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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입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영어 글씨 있는 옷 못 입게 하고 

머리도 염색 못하게 하고. 바지도 청바지 같은 거 못 입게 하고 입지 말

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청바지는) 북한이랑 한국이 사이가 별로 안 좋

고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외국식 자본주의라고 북한은 사회주

의라고. (참여자 J, 주변화) 

 

노출이 없고 거기는 시스루라든지 비치는 옷도 없고 목이 파이는 옷을 

입어도 여기는 V넥이라고 해서 가슴라인이 보이게 입는데 거기는 그것 

자체도 용납이 안돼요 남자를 유혹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날라리가 먹었

다 해서. 최대한 목을 가려줘야 해요. 쇄골이나 가슴골을 가려줘야 해요. 

노출도 나시도 여기는 겨드랑이 살짝 보이게 입지만 거기는 그런거 자

체가 허락이 안되니까. 최대한 감싸고 가리고. (참여자 H, 주변화) 

 

관습에 의한 의복 규범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자체적으로도 노출, 외모 치장, 튀

는 패션 등에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절제와 통일성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단아하고 정숙한 여성을 이상적

인 여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노출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한다. 북한의 공동체 기반 문화와 이상적 여성에 관한 가치관이 결합되

면 이 가치관에 기반한 의복 규범을 자신 이외에 다른 여성들에게도 부

과하며 이를 위반한 여성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의 자유로운 노출 

패션을 목격하였을 때 문화충격을 받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저는 화장은 별로 안 했어요. 경제가 별로 안 좋다 보니 꾸

미고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살던 동네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립스틱 하

나 발라도 쟤 바람났냐 이렇게 말하니까. (참여자 D, 동화) 

 

저희가 (하나원에) 왔을 때 한 명도 그런 게 없었는데 딱 한 명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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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짜 어렸어요. 진짜 야한 옷을 좋아하거든요 … 저는 그때는 쟤 왜 

그러는지 비방했어요. 그때는 네이트온 했었는데 애가 뒤에 파인 거 입

고 네이트온 메인 사진에 올렸는데 그것만 보고도 얘는 못쓰겠다 그랬

거든요. 그 옷 하나로 그 사람을 평가까지 해버렸는데. 얘는 나와서도 

인간질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참여자 B, 동화) 

 

일상과 맞닿아 있는 북한 한복 

최근 남한에서는 일상에서 결혼식 이외에는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매

우 드문 편이지만, 북한에서는 특정 기관의 직원이나 학생의 경우에는 

항상, 그리고 무용회 등 정치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는 여성들이 고정적

으로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한복을 입는다기 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목

적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미혼 여성들은 흰 저

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으며, 공연이나 무도회 등의 특정한 목적이 아니

면 색상이 화려한 한복을 입을 수 없다.  

 

행사 때나.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조직 별로 충성의 노래모임이라는 걸 

해요 그 때 여인들이 무대에서 서서 노래 부를 때 그때나 입는 거지. 평

상시에 한복은 안 입죠. (참여자 K, 주변화) 

 

공연할 때 그때 아가씨들이 색동저고리 같은 걸 입고 공연하거든요 설

날 같은 때.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에도 그때 그런걸 입고. 그 외에 저고

리는 색깔을 입고 나오는 건 아줌마들이 입고 나오지 아가씨들은 그런 

거 안 입어요. 못 입어요. (참여자 I, 주변화)  

 

북한의 한복은 남한의 한복에 비해 색상이 화려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 붉은 계통에 꽃 장식, 금박, 수 등의 장식이 많은 편이다. 또한 남

한의 한복에 비해 동정의 너비가 얇고 저고리가 짧으며, 긴 치마를 가볍

게 나풀거리는 소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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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복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나오는 것도 화려한데 

거기다가 또 북한에선 더 손을 대거든요 금박 같은 거. (제가 입었던 것

도) 화려했어요. 연한 핑크색. 북한은 팔 아랫부분이 다 수에요. 치마도 

무릎 정도에서부터는 전반이 다 수가 있고 금박이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금박도 많이 있고. 밑에는 무릎 여기서부터는 다 수에요. (참여자 J, 주

변화) 

 

동정이나 옷고름 여기에서부터 가늘고 예뻐요. 남한은 이게 동정이 두꺼

운 게 싫거든요. 그리고 (북한 한복은) 저고리가 짧아요 밑에가 길고. 

(참여자 F, 통합형 동화) 

 

(2) 북한에서 형성된 개인의 복식행동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대부분 성인에 이르기까지 북

한의 복식문화 안에서 살아왔다.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안에서 삶을 영위

하는 개인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문화의식을 형성한 각 개

인이 모여 다시 그 사회의 문화를 이룬다. 서로 단절된 채 각자의 방식

대로 성장해온 남북한의 복식문화는 각 사회 구성원들의 복식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남북주민간의 복식행동의 경향에서 괴리를 발생시

켰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의 복식문화에 맞춰 형성해온 복식

행동은 정착 초기에 남한의 복식문화를 직면하였을 때 괴리감이나 갈등

을 느끼게 하는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분

류 
쇼핑 행위를 즐기지 않음 수단으로서의 

쇼핑 

수단으로서의 

쇼핑 
북

한

에

서  

 

형

목적 지향적 쇼핑성향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를 

줄 모름 
적은 패션 스타

일링 경험 

적은 패션 스타

일링 경험 
상황에 맞는 패션선택이 어려

움 

상하의를 어울리지 않게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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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잘 맞는 것이 중요 
체형에 맞는 실

루엣 선호 

고유한 미적 취

향 형성 

성

된  

 

개

인

의 

 

복

식

행

동 

가죽옷을 고집함 가죽 소재 선호 

중국풍을 선호하는 일부 북한

이탈주민  

화려함 선호 
여전히 북한에서처럼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 

 

<표4-8> ‘북한에서 형성된 개인의 복식행동’ 범주화 결과 

 

수단으로서의 쇼핑 

북한의 유행은 획일적이고 동조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년

에 의복을 몇 벌 구매할 수 없으며 패션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한

적인 의복구매 환경에서 강한 동조성을 가진다는 것은, 구매하는 의복이 

모두 구매 당시의 획일적 유행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 가서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상품을 둘러보고 고심 끝

에 적절한 것을 고른다기 보다는 이미 사야 할 것이 정해진 채로 장마당

에 방문한다고 할 수 있다. 장마당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파는 것

이 아니라 유행하는 옷만을 판매하므로 구매자로서의 북한주민에게 있어 

쇼핑은 그 행위 자체를 즐길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현재 유행하는 

옷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는 쇼핑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

며 쇼핑행위를 즐기는 경향이 큰 남한의 쇼핑습관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북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행하는 건 다 똑같

이 입어요. 그래서 점퍼를 많이 입죠 항공점퍼 같은 거. 그런걸 많이 입

기 때문에 우선 청바지를 못 입게 하니까 일반 정장바지? 그런걸 많이 

입죠. 단순하니까 고민은 없어요. 유행하는 걸 같이 따라 입으면 됐어요. 

(참여자 A, 동화) 

 

유행에 따라서 옷을 팔아요. 그냥 사기만 하면 돼요. (참여자 I, 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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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누구하고도 쇼핑하러 가지 않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다 

하면 버스 타고 혼자 가서 1시간 안에 다 하고 집으로 바로 오고 그렇

게 하거든요. (참여자 B, 동화) 

 

적은 패션 스타일링 경험  

북한주민들은 대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많은 의복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유한 의복들도 당시의 유행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여러 종류의 옷을 가지고 다양하게 스

타일링 해본 경험이 남한주민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청바

지나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도 북한주민들의 자유

로운 패션 스타일링을 제한하는 요소이다. 이처럼 적은 패션 스타일링 

경험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복식문화에서 상하의의 색상이나 소재

를 서로 적절히 어울리게 맞추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

다.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단일 색이라고 해서 한가지로 입거

든요. 위 아래로 바지하고 위하고 색을 맞춰 입는데 한국은 다 다양한 

색깔을 배합해서 신발까지도 하잖아요. 이게 북한사람들은 어려운 거에

요. 자칫 잘못하면 패션테러리스트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되게 어려워 하구요. (참여자 C, 동화) 

 

평범한 걸 선택해왔어요. 근데 평범함도 제가 차려 입으면 아귀가 안 

맞는 느낌? 이런 거 맞춰 입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 니트를 입을 

때는 뭘 맞춰 입어야 하고 이런 게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본거라고는 없으니까 어려웠죠. (참여자 A, 동화) 

 

우리는 그냥 죽을 먹으라면 죽을 먹고 밥을 먹으라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맞게 그런 거 좀 있거든요. (참여자 F, 통합형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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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미적 취향 형성 

북한 복식문화 안에서의 오랜 생활은 북한 주민의 의식 속에 어떤 

옷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고유한 기준과 취향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다. 북한에서 유행하였던 가죽 소재를 선호한다거나 화려한 색상과 반짝

이는 장식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 패션의 특징을 그대로 수용하여 미적 

취향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몸보다 큰 옷이나 성글게 짜인 니트

제품 등 북한에서 가난을 상징하는 스타일이나 노출패션에 대해서도 거

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유한 미적 취향은 남한의 다양한 패

션을 맞닥뜨렸을 때에 변화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며 남한 패션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북에 있을 때는 가죽 선호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아니라는 

… 이북에서는 가죽 점퍼가 유행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유행일

거에요. (참여자 A, 동화) 

 

꼭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나팔바지 식으로 길게 입거든요 땅에 끌

릴 정도로. 옷도 브로치가 많은 걸 입고 … 저도 북한에서도 화려한 걸 

많이 봐서 북한에서처럼 여기서도 화려한 걸 찾긴 해요. 계속 인터넷으

로 쇼핑몰에 들어가서 패션감각 좀 많이 보고 이러면 좀 달라지긴 하는

데. (참여자 J, 주변화) 

 

우리는 안 입는데 여기는 축 쳐지는 그런걸 잘 입더라구요. 저희는 입

었을 때 딱 몸에 맞게 떨어지는 것 있잖아요. 푹 퍼지거나 길거나 그런 

거 말고 정장처럼 이렇게 입는 거를 입어요. 신발도 옷도 다. 길거나 너

무 좁다거나 그런 건 피하는 편이죠. (참여자 I, 주변화) 

 

꽃이 너무 화려한 게 딱 중국풍이잖아요 어깨에도 꽃이 있고. 색동저고

리 이런 건 한국 것 같긴 하지만. 중국풍의 한복이 많아요. (참여자 D,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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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에서의 개인적 경제 여건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분류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유행을 선

도한 예술직 경험 

넉넉했던 경제

적 여건 
북한에서

의 개인

적 경제 

여건 

북한에서

의 개인

적 경제 

여건 

중국과 교역하는 친척이 있어 패션

을 자주 접함 

당원가족으로서 중산층적 생활 

국책연구소 종사경험 

외국 패션을 자주 접한 상류층 생

활 

옷을 거의 사보지 못함 
궁핍했던 경제

적 여건 
두 벌로 한 계절 내내 입음  

17 년동안 본인 옷 구매경험 1 회 
 

<표 4-9> ‘북한에서의 개인적 경제 여건’ 범주화 결과 

 

북한에서의 개인적 경제 여건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 다양한 계층 출신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누린 경제적 수준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났다. 북한에서

는 옷이 경제적 수준을 대변하므로 경제력의 차이는 곧 각 개인이 누린 

복식문화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상류층 생활을 했던 참여자

들의 경우에는 고가의 일제 기성복을 입거나 남한 드라마에 나오는 옷을 

주문해서 입고 고급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패션을 접했으나 일반 

주민으로 생활했던 참여자들은 일년을 두세 벌의 옷만으로 지내는 등 매

우 한정적인 수준에서 패션을 접했다. 이처럼 같은 북한의 복식문화 안

에서도 유행이라든지 외국 문물을 접하는 수준이 개인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복식행동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남한에 처음 도착해서 남한의 복식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에서 

이미 남한식 패션문화에 익숙했던 계층은 문화충격을 덜 받는 모습을 보

여, 북한에서의 개인별 경제적 여건이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 인지 수

준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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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걸 보

고 저는 옷을 일본제 기성복만 입었고 다양한 옷을 또 북한 사람들이 

입지 않는 옷도 중국에서 들여와서 입었거든요. 한국 옷도 입었어요 북

한은 한국 옷 태그만 자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입었었어요. (참여자 C, 

동화) 

 

저는 17년을 살면서 내거다 라고 샀던 옷이 1개, 2개 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계속 교복을 입고 오후에 입던 퇴물내기 언니가 입던, 사촌언니가 

입었던 거. 언니들 바로 바로 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리폼해서 입고. 내 

거라고 지칭해서 입었던 거는 정말 거의 중3 나이 때 단복 트레이닝복. 

바지도 하나 있었다 졸업할 시기에 하나 사고. 그거 밖에는 없어요. (참

여자 G, 통합형 동화) 

 

(4)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 직면 

 

남한 정착 초기에 북한이탈여성들은 그 동안 살아온 북한의 복식문

화와 새로 접하게 된 남한의 복식문화 간의 차이를 직면하게 된다. 북한

이탈여성들은 본인 및 다른 북한이탈여성들의 패션스타일이 남한 여성들

의 패션스타일에 비해 촌스럽거나 구별된다는 느낌을 가진다. 또한 인간

관계적 성격을 가진 남한의 쇼핑문화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노출에 대한 

자유 등 낯선 남한의 의복 규범에 대해 당황하기도 한다. 전통 한복에 

있어서도 한복이 일상화된 북한과는 달리 남한의 한복은 격식화되었으며 

그 미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차이를 인지하게 

되면 북한이탈여성들은 유행민감성이나 자아정체성에 따라 인지된 차이

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분

류 

쇼핑 성향차이로 인해 불편했던 

기억 
목적으로서의 

쇼핑에 대한 

불편함 

불편한 남한의 

쇼핑문화 

남

북

간 
남한 지인의 취향에 휘둘리게 되

어 같이 쇼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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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남한 지인들이 코디해주

었으나 불만족한 경험 

남한 지인의 

도움에 대한 

부정적 기억  

 

복

식

문

화

의 

 

차

이 

 

직

면 

촌스러운 북한이탈주민 패션 

'촌스러운' 북

한이탈주민의 

패션 

구별되는 북한

이탈주민의 패

션스타일 

남한에서 패션스타일로 인해 지

적 받은 경험 

쇼핑 중 남한 주민의 무시로 인

해 언짢았던 경험 

남한 내 조선족의 패션스타일도 

구별할 수 있음 중국의 영향을 

받아 구별됨 한국에서는 너무 티 나는 중국스

타일 

자유로운 남한 패션문화 

세련된 남한패

션 

옷을 잘 맞춰 입는 남한의 여성

들 

자연스러워 보이는 남한의 패션 

결혼식에 아무 옷이나 입고 갔다

가 망신을 당함 
상황 별 의복

규범 인지 못

함 낯선 남한의 의

복 규범 

특정 장소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감 

여성의 노출 패션에 충격 

여성의 노출 

패션에 대한 

문화충격 

고궁에서 대여하여 입어봄 특정 상황에서

만 입어본 경

험 예복화된 남한

한복 

결혼 시에 남한 식으로 입음 

재질이 좋고 종류가 다양한 남한 

한복 
예복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남한 한복 
저고리가 길고 치마가 빳빳한 편 

몸의 실루엣을 잡아줌 
 

<표4-10>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 직면’ 범주화 결과 

 

불편한 남한의 쇼핑문화 

물질적 대상이나 개념적 구조뿐만 아니라 사람간의 상호작용도 문

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문화적응 분야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주

자들이 이주문화권 안에서 어떤 집단과 얼마나 교류하는지, 특정 행위에 

있어서는 다른 민족집단의 관습을 얼마나 받아들이려 하는지 또한 문화

적응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Alkhazraji et al., 1997). 

남한에서의 정착 초기에 어떻게 어떤 의복을 구매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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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남한 주민과 함께 쇼핑을 경험한 북한이탈여성 중 대부분은 남한 

주민과의 쇼핑을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것으로 기억하였다. 쇼핑을 수

단으로 여겨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옷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이

탈여성과는 달리 남한의 여성들 중 상당수는 쇼핑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표현했다.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쇼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옷도 고르고 동행의 옷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

로 불편하다고 하였다. 또한 남한에 있는 지인들이 적절한 옷을 이것저

것 추천해주었으나 정작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미적 취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억들이 남한에서의 

쇼핑을 불편한 것으로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은 북한에서의 의복

구매 여건과 남한의 의복구매 여건이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복식관념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관례적 인사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 남한 출신 지인에게 함께 쇼핑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내가 혼자 가서 내 살 거만 사서 오는 편인데 많이 오래 못 돌아

다녀요. 오래 다니면 몸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같이 가는데 내 거만 살 

수 없잖아요. 또 사지도 않으면서 눈팅 하는 것도 많잖아요 여기저기 들

어가서 보고. (참여자 J, 주변화) 

 

같이 가면 휘둘리게 되더라구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들 말 때

문에 살 때도 있고. 같이 갔을 때는 조금 조언이 되기는 했는데, 전혀 

제가 선호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참여자 A, 동화) 

 

북한사람들은 자기 말을 책임져요. 근데 남한사람들은 시간되면 밥 먹어 

하는데 그게 남한의 인사문화인줄 모르고 정말인 줄 알고 기다리는 거

에요. 또 다음 번에 만나면 까먹었는지 또 시간되면 밥 먹어 하더라구요. 

아 그래서 아니로구나 인사가 밥 먹어 라는 소리로구나. 내가 한 언니에

게 옷 사러 갈 때 같이 가줄래요 해서 ‘그래’ 했는데 그러고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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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은 잘해요. 기다리죠. 기다리는데요, 소식이 없어요. (참여자 F, 통

합형 동화) 

 

구별되는 북한이탈주민의 패션스타일  

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사회에서 외견만으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구별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

민은 북한에서 복식통제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다양한 패션을 시도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패션상품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재질과 색상의 상하의와 신발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조합하는 것에 어려

움을 느낀다. 중국의 유행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미적 취향에 기반하

여 옷을 고르다 보니 남한의 패션스타일과 구별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스타일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으로는 어색하게 조합된 원

색의 화려한 상하의, 반짝거리는 디테일, 높은 굽의 구두, 나팔바지, 꽉 

묶은 생머리, 진한 화장, 동그랗게 그리는 눈썹라인, 가죽 소재의 옷 등

이 있다. 패션과 유행에 민감한 북한이탈여성일수록 패션스타일 면에서 

구별되는 지점들을 민감하게 인지하며 이를 촌스러움으로 받아들이는 경

향이 있다. 동시에 남한 여성들의 패션스타일에 대해서는 세련되고 자연

스러워 보인다는 평가를 내린다.  

 

북한사람들 거의 보면 딱 스타일이 티가 나잖아요. 신발도 굽이 높은 걸

로 다 신더라구요. 여기도 굽 높고 힐이면 힐도 굽이 높고 여기(앞)도 

굽이 높은 걸로 신더라구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저 사람 북한사람이다 

하는 게 티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딱 티가 좀. 좀 튀는 옷

으로. 빨갛고 파랗고 이런 튀는 옷으로 입더라구요. 아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이구나 딱 알리더라구요. 화려하게 입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입어도 

조언은 안 할 거에요. 자기 자존심이 깎이는 문제인데 자기가 알아서 하

겠죠. (참여자 E, 통합형 동화)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약간 촌티가 나요. 저도 예전에 금방 왔을 때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옷을 입을 줄을 모르는 거에요. 매치를 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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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이 옷이 예쁘다 하면 나한테 어울려야 하잖아요 나한테 어울리

든 안 어울리든 예쁘면 그냥 사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바지랑 옷이랑 매

치가 안되게 입고. 그러면 일단 춥지는 않지만 누가 봤을 땐 쟤는 촌스

럽다고 해야 되나 시골에서 온 애같이 보이고. (참여자 B, 동화) 

 

여기 오니까 화장이 되게 고상하달까? 세련되어 보이고 북한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와서 옷을 입은걸 보면요 북한사람하고 남한사람

하고 딱 갈려요. 남한 분들은 선하게 편하게 입으려고 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티가 딱 나요. (참여자 F, 통합형 동화) 

 

낯선 남한의 의복 규범 

의복규범의 차이는 이주민의 복식문화적응에 있어 가장 많이 다뤄진 

부분 중의 하나이다. 각 사회마다 특정 상황에 입어야 하는 복식이 다르

고 정숙성에 대한 인지도 다르기 때문에 타 문화에 진입한 이주민은 의

복규범에서 혼란을 경험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들도 남한의 

복식문화를 접하면서 남북간의 차이를 인지했음을 증언하였다. 북한이탈

여성은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통해 장례식의 경우 검은 옷을 입고가

야 한다는 점 등을 배우지만 결혼식이나 학교, 직장, 종교시설 등 그 밖

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도 한다. 또한 남한사회는 노출에 있어서도 자유롭다는 점을 막연히 알

고 있지만 수위가 어느 정도이고 상황 별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알지 

못해 초기에 문화충격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결혼식에) 처음에는 그냥 갔었다가 망신 좀 당하고. 쪽팔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데만 가는 용으로 옷도 사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참여자 I, 주변화) 

 

저는 교육장에 많이 가봤거든요. 교육장에서는 남한도 문화가 그렇지 않

나요 교육장에서는 교사가 교육하는 입장인데 (다른 북한이탈여성이) 

완전히 라인이 다 드러난 옷을 입고. 이건 교육해주는 교수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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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이라고 봐요. 남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걸 보면 저건 

아닌데. 남한은 저렇게 해도 되나, 허용되나,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많

이 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저희에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F, 통

합형 동화) 

 

심하죠 너무 심하죠. 처음에는 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여름에는 너무 

할 정도로 하고 다니고 … 배꼽도 이만큼 다 드러내놓고 맨 정신에 저

러고 다니겠냐 싶어요. 반팔 같은 건 괜찮죠. 어깨를 다 드러내는 건 좀 

그래요 차라리 벗고 다니지. 살을 너무 내놓고 다니면. 반바지 같은 것

도 괜찮지마는 치마는 너무 짧게 하면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진짜 불

편하잖아요. 보는 사람도 무안하고. (참여자 I, 주변화) 

 

예복화된 남한 한복 

일상화된 북한의 한복문화와는 달리 현대 남한사회에서는 명절에도 

거의 한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서 입거나 고궁 등의 관광지에서 간혹 

입을 뿐 일상과는 완전히 유리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한의 한복은 이

러한 필요에 특화되어 발전해왔으며 북한 한복보다는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북한의 한복과 비교해볼 때 남한의 한복은 동정이 두껍

고 긴 저고리가 몸의 라인을 잡아준다. 또한 하늘하늘한 북한의 치마와

는 달리 치마에 빳빳한 소재를 사용하여 실루엣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특

성이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양측의 한복을 모두 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차이를 빠르게 인지한다.  

 

남한은 이게 동정이 두꺼운 게 싫거든요. 그리고 (북한 한복은) 저고리

가 짧아요 밑에가 길고. 그런데 남한은 저고리가 긴 거 있죠. (참여자 F, 

통합형 동화) 

 

화려함은 한국인데 편안함이라든지 고전적인 부분은 북한이 좀더. 한복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게 무용복이긴 한데 춤을 출 만큼 편하고 재질도 

사르르 떨어지는 것으로 잘 만들거든요. 무용 한복도 잘 만들어요. (남

한에 와서) 한복집에 들렀었는데 다 전부 붕 뜨는 것 밖에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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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 말고 좀 쳐지는 그런 재질이 없나 봐요. (참여자 H, 주변화) 

 

한국은 한복을 입는 것도 몰랐고 어떤 형태의 옷인지도 몰랐어요 한국 

와서. (한국은 한복을 거의 안 입긴 하지만) 그래도 경복궁이랑 그런 데 

가서 입어볼 수 있잖아요. 딱히 입어볼 날이 없어도 괜찮아요. 한국 한

복은 색동처럼 문양도 예쁘고 색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그래도 몸을 

좀 잡아주잖아요. 북한은 위에서부터 넓게 가니까. 북한이 더 화려하죠. 

금박도 많이 붙이고 수도 많이 놓고. (참여자 J, 주변화) 

 

(5) 개인적 특성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를 직면한 이후 적절한 복식문화 적응전략

을 고를 때에 개인의 유행민감성과 자아정체성이 영향을 미친다.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분

류 

쇼핑을 자주 하며 스타일을 가장 우선

시 유행민감성 

높음 

유행민감성 

개

인

적 

특

성 

높은 창의성과 주변의 인정 

패션에 대한 큰 열망과 꿈  

유행보다는 기능과 자기 주관을 우선

시 유행민감성 

낮음 나이, 역할 등 현실에서의 책임감 

경제적, 상황적 한계 

남한출신처럼 보이고자 함 

남한 지향적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 

북한출신으로 보이지 않고자 함 

옷으로 인해 출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람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독립적 

자아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출신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음 

억지로 남한주민처럼 보이려고 흉내 

내고 싶지 않음 회의적 

자아정체성 외부의 시선에 대한 회의적 태도 

패션으로 정체성 전달 어렵다고 생각 

<표4-11> ‘개인적 특성’ 범주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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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민감성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를 직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사실

이나 차이를 직면한 이후 어떤 적응전략을 선택하는 지에 대해서는 북한

이탈여성들 각 개인의 유행 민감성에 따라 다르다.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고 유행에 민감한 여성들은 패션스타일의 차이와 구별됨을 크게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주변의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남한사회 

속에서 자신이 패션스타일을 이유로 구별된다고 느낄 때 동화에 대한 압

박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이며, 대개 남한의 복식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편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남한에서 쇼핑을 

즐겨 하며 자신의 패션 스타일에 스스로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쇼핑을 좋아해요 옷에 관심이 많거든요 옷이 집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쁘면 사재기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다른 건 못 사

더라도 예쁜 옷을 보면 있는데도 사곤 하는데 길거리를 가더라도 누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입고 있으면 짝퉁이어도 꼭 사고 마는 그런 게 

있어요 … 저는 솔직히 어디 가게 되면 좀 안 차려 입고 나갈 때는 좀 

그래요 외국인 취급을 많이 받거든요 중국 조선족? 말투가 좀 표가 나

고 하니까. 그런 게 되게 싫더라구요. (참여자 B, 동화) 

 

그에 반해 패션이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만 

의복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시선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거나 패션

스타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본인 스스로는 스트

레스가 적은 반면 독립적인 패션스타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지적을 받

기도 한다.  

 

신랑이 오죽하면 너 입는 거 보면 촌스럽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중

국식으로 입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중국식이면 어떻고 북한식이면 

어떻고 내가 입었을 때 단정해 보이고 몸에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몸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싸든 싸든 저렴하든. (참여자 I, 주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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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정체성 

북한이탈여성들이 스스로 갖는 자아정체성 또한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에 직면하였을 때 취하는 복식문화 적응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되도록이

면 남한 출신으로 보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한편, 본인은 둘 

중 어느 쪽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가지

고 있거나 굳이 패션으로 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도 없다고 증언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홀로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북한이탈여성에게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편의

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전자는 남한의 복식문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이

려고 하는 반면 후자는 남한 패션의 여러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독

립적인 패션스타일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뿐 아니라 전자는 남

한 한복만 선호하고 북한 한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후

자에서는 북한 한복을 선호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그냥 딱 봐도 쟤 북한 애네 그런 게 싫어서. 한국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냥. 근데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거에요. (참여자 B, 

동화) 

 

제가 뭐 남한사람처럼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요.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혹시 길을 다니다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상관없어요. (참여자 J, 주변화) 

 

마지막으로,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거쳐 남한 사회 속 북한이탈주민

으로서의 자주적 정체성을 가지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

립하고 본인의 개성에 맞춰 의복을 선택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탈지인에게서 기꺼이 쇼핑의 도움을 받았으며 남북한의 복식문화

를 골고루 인지하고 본인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차용하는 모습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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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는 남한화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말하는 것도 그래 패

션도 아무리 잘 감추려고 해도 촌스럽다거나 티는 났거든요. 입을 줄 모

른다거나. 근데 어느 순간 저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는 나는 나 스스로 

나로서의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나서는 남한 사람처럼 보

이면서도 나의 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이고 그런 정체성이 있으니까 북

한이탈주민으로 보여도 괜찮은 거고. (참여자 G, 통합형 동화) 

 

(6) 복식문화 적응행태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를 인지한 북한이탈여성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인지된 차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불편한 남한의 쇼핑문화에 

대해서는 홀로 쇼핑하는 편을 택하거나 다른 북한이탈여성과 함께 쇼핑

하는 편을 택한다. 구별되는 본인의 패션스타일을 인지하고 나서는 남한

의 패션스타일을 전적으로 수용해 남한의 여성들과 다르지 않게 되기 위

해 노력하거나, 차이가 존재하지만 굳이 바뀌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

아 그대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기도 한다. 의복규범에 있어서도 남

한의 의복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특정한 남한의 의복규범은 거부하

고 북한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규범적 관념을 유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복에 있어서는 대부분 남한의 한복을 선호하였으나 일부는 북한 한복

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미적 특성을 이유로 북한의 한복을 더 선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분

류 
혼자 쇼핑하는 것이 편함 

남한 주민과는 

불편함 
독립적 

쇼핑 

복

식

문

화  

 

적

응

쇼핑성향 차이 때문에 같이 쇼핑

하기 불편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배울 것이 없

음 
북한 출신과 

함께 쇼핑할 

이유 없음 
북한이탈주민 친구가 최근까지 거

의 없었음 

탈북 선배에게서 종종 옷을 받음 의복 관련 도 북한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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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선배에게서 스타일 조언 받

음 
움을 주고 받

음 

지인 의존적 

쇼핑 

행

태 
북한이탈주민 친구와 패션쇼핑정

보 교류 

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쇼핑 
일상적 관계의 

연장 
시간이 맞으면 북한이탈주민 친구

와 쇼핑 

북한에서 시도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스타일 시도 및 유지 

독립적 패션스

타일 추구 

독립적 패션

스타일 추구 

남한 패션을 다 따라 하고 싶지는 

않음 

어디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 

북한에서 하던 화장습관대로 계속 

하게 됨 

남한 문화에 흡수되고자 함 

적극적 수용 

의지 

남한 복식문

화 전적 수용 

어디에 가든 그곳의 문화에 적응

하고자 함 

남한 패션을 참고함 

노출 패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복 규범 습

득 

남한 복식문화 

학습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행 인지 

구두 굽이 주는 뉘앙스를 알게 됨 

남한 화장법을 따라 하기 위해 계

속 시도 

쇼핑 행위 자체를 즐기기 시작 

추구 스타일 

및 복식행동의 

변화 

어색하지 않은 스타일로 변화 

미적 기준의 변화 

북한에서 받은 눈썹 문신을 제거

함 

무난한 패션을 추구 

심한 노출에 대한 거부감 심한 노출 

특정  

남한패션 

거부 

찢어진 청바지에 대한 거부감 (찢어진) 청바

지 청바지에 대한 거부감 

힙합 패션에 대한 거부감 

몸보다 큰 옷 몸보다 큰 옷을 입는 것에 대한 

거부감 

성글게 짜여진 니트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성긴 니트 제

품 

성형문화에 대한 거부감 성형문화 

예쁘고 종류가 다양한 남한 한복 
남한 한복 선 한복 취향 

재질이 좋고 입기 편한 남한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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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실루엣을 잡아주는 남한 한

복 

호 구축 

북한 한복에 대한 긍정적 기억 
북한 한복 선

호 북한 한복 실루엣과 재질에 대한 

선호 
 

<표4-12> ‘복식문화 적응전략’ 범주화 결과 

 

독립적 쇼핑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들 중에서 불편한 남한의 쇼핑

문화를 맞닥뜨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남한 출신 여성과 패션 측면에서 교

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쇼핑성향과 미적 취

향의 차이로 인해 교류하기를 꺼리며 대부분 혼자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

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본인의 옷을 구매하는 경우에 

북한 출신 여성들과도 동행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들도 남한의 

복식문화에 적응 중이기 때문에 그다지 배울 것이 없으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로 혼자 가요. 그리고 같이 가면 옷을 사잖아요. 저는 일단 옷을 살 

때 제가 마음에 들면 사거든요. 근데 입어보고 하면 물어보잖아요 이 옷

이 이뻐 안 이뻐? 그걸 하나하나. 그냥 다니기도 귀찮은데 계속 물어보

면. 저는 쇼핑하러 가면 집에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 옷은 별론데 이쁜

데 이런 거. 내가 별로라고 했는데도 이쁘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

렇게 말해주기가 귀찮아요. (참여자 J, 주변화) 

 

(남한 여성과) 한번 같이 갔는데 이런 게 제일 좋다 이런 거 입으라는

데 넓고 퍼지는 거 전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다신 같이 안가요 … 동서랑 같이 갔었는데 제 눈에는 가지도 

않는걸 계속 사라고 하니까. 안맞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안가요. 좀 뭐

랄까 축 처지는 거 있잖아요. 옷 모양도 나지 않는 거. 막 이렇게 찢어

진 거 같은 거 구멍 숭숭나고 그런 거.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다 유행이

어도 나는 가져다 줘도 못 입거든요. 저하고 맞지 않으니까. 저는 딱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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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거. (참여자 I, 주변화) 

 

같이 온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북한이탈여성)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마

찬가지로 와서 정착하니까 그 친구들에게 얻을 건 없는 것 같애요. 제가 

보고 판단하거나 남한 친구들이 어떻게 입는지 야하지 않은 선에서 그 

정도보고 이정도 입는 건 괜찮겠다 판단하지, 같이 온 친구들에게 물어

본 적은 없어요. (참여자 H, 주변화) 

 

북한출신 지인 의존적 쇼핑 

그러나 다른 일부의 북한이탈여성들은 먼저 한국에 정착한 선배들로

부터 옷을 물려받거나 함께 쇼핑하며 조언을 얻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옷을 살 때 패션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코디 해주는 대로 입어보기도 하고. 익숙지 않지만 

괜찮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 이런 게 유행이구나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죠. 교회 언니들도 있고 특별하게 탈북민 선배 분들 중에서 

좀 패션에 센서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촌스럽다 이렇게 입는 거 아

니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참여자 G, 통합형 동화)  

 

주변에 (북한이탈주민 친구) 많죠. 처음에는 동대문 시장 가서 싸다 남

대문 시장 가서 사야 된다 뭐 이런 거. 옷은 어디 가서 사니. (참여자 F, 

통합형 동화) 

 

독립적 패션스타일 추구 

남한에서 자신의 패션이 남한 여성의 패션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

한 북한이탈여성들은 남북한의 패션스타일에 대하여 각각 수용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 북한의 패션스타일

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북한의 복식통제 정책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한정된 패션스타일을 누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

기에 더해 일부 참여자들은 남한의 패션스타일 또한 그대로 따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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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고 자신의 독립적인 취향을 따르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대개 유행

에 민감하지 않거나 북한이탈여성으로서 스타일적 차이를 민감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로서, 남한의 유행을 신경 쓰는 대신 본인의 취향을 중

심으로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개인적인 여건, 혹은 기능 중심의 패션을 

선택하였다.  

 

내 몸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싸든 싸든 저렴하든. 어두운 건 잘 

안 입으려고 해요 어두운 색깔은 피하는 스타일이에요. 취향보다도 어두

운 것까지 입으면 내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기분도 같이 어

두워지는 것 같아서. 조금 화려하게 입으려고 하죠 조금은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기분도 더 업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죠. (참여

자 I, 주변화) 

 

그냥 제가 입어서 무색하지 않으면 그냥 입지 주변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선 가격을 보고 좀 편한 거 보죠. 제가 이제 3년도 안됐으니

까 저는 종자돈을 마련해야 하니까. (참여자 F, 통합형 동화) 

 

어떤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 있을 때 제한된 상황 안에서 희망하

였거나 선호했던 패션스타일을 기억하고 이를 현재도 계속 유지하는 모

습을 보였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의 화장법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절의 화장법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하게 된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딱 하나는 20대에 반바지 입고 싶은데 못 입잖아요 그게 한이었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반바지를 입은 거겠죠 지금도 입긴 했는데. (참여자 I, 

주변화) 

 

시스루 블라우스라든지 그런 게 잠깐 있었어요. 그거 사고 싶은데 비싸

기도 하고 그런걸 못 입게 하니까. 속옷이 비친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나시를 입고 여기서 입으면 예쁘더라구요. 약간 섹시하기도 하면서 막 

노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블라우스니까 오히려 목을 잠그고 칼



 

 90 

라가 있는 것이지만 입으면서 여성스럽고 살짝 섹시한 그런 게 예뻐서 

와서 한두 개 샀어요. (참여자 H, 주변화) 

 

저는 19살부터 화장을 해서 이제는 38, 그러니까 거의 20년 됐잖아요. 

그때 그 습관 했던 그 화장법이 별로 잘 안 고쳐져요. 여기 와서 여기 

화장법을 자연스러운 피부색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습관이란 게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어쩌다 하다 보면 그 처녀 때 했던 

그대로 있잖아요. 특별히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사람이 완전

히 달라지네 하면서도 그게 습관이 잘 안 바뀌더라구요. 그쪽에서 아가

씨 때 하던 그대로 많이. (참여자 K, 주변화) 

 

남한 복식문화 전적 수용 

남한에서 패션스타일의 차이를 직면했을 때 일부 북한이탈여성들은 

민감하게 남한의 패션스타일을 탐색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행에 민감하고 남한 지향적인 정체성을 가

진 여성들로, 본인과 남한 여성들이 외관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해결해

야 할 문제점으로 여기고 남한 주민처럼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향

이 있다. 그 뿐 아니라 다른 북한이탈여성들이 거부감을 갖는 대표적인 

남한의 의복 규범인 노출패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내가 어디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으로 적응하듯이 어딜 가든 그 문화를 

배우고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제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

고요. 그래서 크게 그런 고집 같은 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저는 많

이 바뀌자는 주의라서. 그래서 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렇게 꾸

미고 다니려고 하는 편이고. (참여자 C, 동화) 

 

내가 남한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문화에 흡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외모라든지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들고 다니는 백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되는 거니까. (참여자 G, 통합형 동화) 

 

(노출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그 사람만의 개성이잖아요. 그 개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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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드러내고 

입는 것도 나만의 예쁨을 자기가 표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패션이라는 

게 남에게 이쁘게 보여주고 싶어서 입는 건데. 저는 그것도 그 일부분이

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C, 동화) 

 

이들은 남한의 복식문화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습한다. 근래의 유

행이나 의복 규범에 대해서 인터넷, TV, 지인, 실제 상황 등을 통해 학

습하며 이를 본인의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마침 스포츠 브랜드 매장 쇼핑몰에서 일하기 때문에 올해는 긴 스타일

의 옷들이 유행이다 그런 정보를 들어서 일단 인터넷에 검색하죠. 인터

넷에 검색하고 다음은 TV에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

를 많이 해주잖아요 요즘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거의 인터

넷이나 출퇴근 시간에 보면 나이 또래나 여대생들 눈 여겨 보죠. 주변친

구가 아는 게 없어서. (참여자 A, 동화) 

 

장례식장에는 그래도 북한에서도 좀 어두운 옷을 입고 가고. 여기는 완

전히 검은 색으로 다 하더군요. 북한은 검은색문화는 없지만 너무 화려

하지 않은 걸로. 드라마를 보고 알았죠. (참여자 F, 통합형 동화) 

 

학습의 기간을 거치면서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의 복식에서 변화를 

경험한다. 스타일적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한의 패션스타일을 습

득하고자 했던 참여자들은 변화된 본인의 미적 기준과 패션스타일에 대

해 증언하였다. 또한 쇼핑 그 자체를 즐기게 된 것에 대해 증언한 참여

자도 있었으며 북한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스타일을 시도해본 

것에 의미를 두는 참여자도 있었다.  

 

고민하다가 그 중 그래도 찾아낸 게 일단 내한테 어울리는 것보다 안 

어울리는 것을 조심해야겠다는 건 답을 찾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일단 

롱 부츠 이런 건 피하고 아까처럼 가죽 스키니 진 이런 건 피하고. 가죽

이 들어간 뭐를 잘 안 입어요. 저에게는 최악으로 안 어울려요. 이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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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는 가죽 선호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아니라는. 제일 크

게 작용하는 게 롱 부츠하고 긴 생머리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참여자 A, 동화) 

 

여기 와서 그게 촌스러운 거였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 있을 때는 뭐 독 

안에 든 쥐니까. 그런 걸 어떻게 느껴요 못 느끼지. 여기 와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죠. 세련되게 화장하려고도 하고. (참여자 

E, 통합형 동화)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싼 거만 사 입으려고 했는데 싼 건 보풀이 지고 

오래 못 가더라구요 여러 번 빨고 나니까. 비싼 건 사도 아무리 입어도 

오래 가더라구요. 이제는 웬만큼 있을 거 있으니까 비싼 거 하나씩 두 

개씩 사려고 해요 신발이나 옷이나. 대다수는 백화점 가서 산다고 생각

하죠. 오래가긴 가더라구요 싼 거보다. (참여자 I, 주변화) 

 

특정 남한패션 거부 

남한의 패션스타일이나 의복 규범에 대해서 확고히 거부감을 표명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대개는 노출패션과 관련해서 거부감을 보였으

며, 그 밖에도 찢어진 청바지, 몸에 맞지 않는 큰 옷, 성글게 짜인 니트 

등 북한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뉘앙스를 가진 옷이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

술 등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다.  

 

여기는 좀 노출이 심하게 입는 옷도 많고 니트도 안에가 보이게끔 하는 

니트도 시스루 니트 같은 옷들도 있구. 저는 다 따라 하고 싶지는 않아

요 개인적으로. (참여자 H, 주변화) 

 

한국에 애들을 보면 이렇게 큰걸. 저는 안 입어요. 큰 옷 입은 친구들을 

보면 그게 유행이고 패션이겠다 생각은 드는데 별로 그렇게 입고 싶지

는 않아요. 저도 큰 옷이 있기는 한데 후드티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저

한테 맞는 게 없으니까 별로 없어서 사도 크더라구요. 그래서 크게 입는

데 다른 건 크게 안 입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남의 옷 빌려 입은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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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여자 J, 주변화) 

 

한국사람들이 입는 걸 보면 저것도 돈 주고 사 입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요. 뜨개질 같은걸 많이 입던데 저희는 북한에서 못 살 때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실을 사가지고 뜨개를 떠서 입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걸 

더 비싸게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자 I, 주변화) 

 

저도 사실 찢어진 청바지는 못 입어요. 춥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들

고. 그리고 별로 따르고 싶은 패션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입는 건 쟤 

스타일이고 쟤 선택이고 그냥 존중해주는 편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놀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참여자 G, 통합형 동화) 

 

한국 친구들이 성형을 많이 하더라구요. 조금씩이라도 보톡스 필러 맞고 

하면서 많이 고치더라구요. 야하게 입는 친구들도 많고 전부다 닮고 싶

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단정하고 고상하게 입는 편이라서. (참여자 H, 

주변화) 

 

한복 취향 구축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 한복이 다양하고 아

름다우며 품질이 좋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북한의 한복

에 대해서는 단조로움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한 북한에서 

남한보다 한복을 자주 입는 문화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강제

된 것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양측 모두의 한복

을 긍정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한복은 전통한복은 예쁜 것 같아요. 북한의 한복은 정말 단일화 그냥 꽃 

있고 색깔은 다양하지만 모양새가 다 똑같아요. 저고리 고름 이런 게. 

그런 한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복도 패션이구나 하

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전통한복이면 스타일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스타일이 너무 다양한 거에요. 젊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짧은 한복도 나오더라구요. 진짜 예뻤어요.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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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당연히 남한의 한복 스타일이 더 낫죠. 왜냐면 원단이 고급지고 때깔이 

좋잖아요 그러고 조금 더 컬러풀하고 북에서는 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캐주얼하게 입는 한복이 여기는 다 개성 있어서. (참여자 G, 통합형 동

화) 

 

한복 입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입는 날들이 너무 싫은 거에요. 우리 

민족 문화 전통문화적인 장소라든가 날들이라면 저는 입는 걸 선호를 

하는데 거기에는 특정 정치적인 행사에만 가니까 그게 싫어요 … 고유

의 문화가 그런 정치성을 띠는 데에 이용되는 게 싫어요. (참여자 A, 동

화) 

 

반면, 북한의 한복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였

으며 북한의 한복을 선호하는 이유로 미적 특성을 꼽았다. 저고리가 짧

고 치마가 길며 하늘하늘한 형태가 남한 한복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

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들은 대

개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복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생각하기에 북한 한복이 한복부분에서는요 북한 한복이 더 마음에 

가요. 북한 한복도 개량됐거든요. 근데 북한 한복이 좀 뭐라고 하나 문

화를 적응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북한 한복이 더 저는 좀 세련되

고 우아하지 않나 어쨌든 좀 편한 것 같아요. 동정이나 옷고름 여기에서

부터 가늘고 예뻐요. 남한은 이게 동정이 두꺼운 게 싫거든요. 그리고 

(북한 한복은) 저고리가 짧아요 밑에가 길고. 그런데 남한은 저고리가 

긴 거 있죠. 이렇게 입는 게 제가 아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그런지 그

건 이뻐 안보여요 … 여기서 한복을 맞춘다면 그냥 북한처럼 입고 싶어

요. 색상이나 무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고리가 더 짧

고 치마가 길고 그런 게 제 생각에는 더 예뻐 보여요. (참여자 F, 통합

형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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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오니까 한복을 입을 기회가 많이 없더라구요. 저는 한복을 좋아하

는 편이에요 공연할 때도 한복을 입고 했고 김정일 김일성 행사 청년절 

일이 있을 대마다 한복을 입거든요 한복이 한번 고름 하나 매면 편하고 

고전적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여기 오니까 그런걸 입어볼 일이 없어

요 결혼하기 전에는 가끔 입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서 그 추억을 지우고 

싶지는 않아요 … 제가 입었던 무용복은 끝까지 사르르 떨어지는. 키도 

더 커 보이고. 북한 식으로 맞출 수 있다면 맞출 의향이 있어요. (참여

자 H, 주변화) 

 

3. 축 코딩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된 최상위 범주를 대상으로 상호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축 형태로 연결시킨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5>와 같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 획일적이고 동조성이 강한 유행, 제한적 

의복구매 여건, 중국 유행의 영향, 복식통제정책, 정숙성을 강조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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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 적응양상 패러다임 모형 
 

화, 일상과 맞닿아 있는 북한 한복 등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복식 

문화를 경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복식행동을 형성하게 되며 대 

표적으로 쇼핑을 수단으로 여기며 패션 스타일링 경험이 적고 고유한 미

적 취향을 가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형성된 복식행동을 갖고 남한

에 입국하게 되면, 북한이탈여성들은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에 직면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개인별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개인의 복

식행동의 수준이나 적응과정에서 직면하는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의 수

준은 변할 수 있다. 이들이 직면하는 차이로는, 쇼핑문화의 차이, 패션스

타일의 차이, 의복 규범의 차이, 전통 한복의 차이 등이 있으며 이들은 

유행 민감성 및 자아정체성에 따라 주제별로 서로 다른 적응전략을 선택

하여 남한의 복식문화에 적응해나간다. 복식문화 적응전략으로는 쇼핑문

화에 있어서는 홀로 쇼핑하거나 북한출신 지인과 쇼핑하는 것이 있으며, 

패션스타일에서는 독립적인 패션스타일을 추구하거나 남한의 패션스타일

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의복 규범에 있어서는 남한의 의복 규범을 전

적으로 수용하거나 특정한 남한의 의복규범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 등

이 있다. 전통 한복에 있어서는 남한의 한복을 선호하거나 북한의 한복

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기 나름의 

복식문화 적응전략을 갖춘 북한이탈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보다 늦게 

남한에 들어온 탈북 후배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복식문화 적응전략을 전

해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6>은 최상위 범주 내 상위범주들의 세부적인 인과관계를 화

살표로 나타낸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판별된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의 

복식문화 적응유형을 활용하여 각 적응유형별 적응전략의 경향을 관찰한 

결과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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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 적응양상 세부 메커니즘 



 

 98 

4. 선택 코딩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 양상을 다각도로 관찰하되 

유형별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고찰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 유형 분포를 확인하

고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의 복식문화적응 유형을 판별하였다. 이후 축 

코딩까지는 복식문화적응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북한이탈

여성의 복식문화적응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선택코딩에서는 설문조

사를 통해 판별된 복식문화적응 유형 각각에 해당하는 자료들만 따로 취

합하여 유형별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복식문

화 적응유형은 복식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주제(전통한복, 패션스

타일, 의복 규범, 쇼핑과 인간관계 등)에 따라 각각 개인이 시행한 가치

판단이 절충 및 합산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개인이 같은 유

형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합산된 경향성에 있어 같은 유형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할 뿐 세부주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참여자 수가 주변

화 및 완전 동화 유형이 4명, 부분 동화 유형이 3명으로 많지 않기 때

문에 각 유형별로 완전히 뚜렷이 복식문화적응 양상이 구별되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복식문화 적응유형 

집단 별로 선택코딩을 실시하여 대체적으로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들에 

대해 관찰하고 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유형별 차이는 개인적 특성 중 유행 민감성 및 자아정체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으며, 이 차이는 복식문화 적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 특성 중 북한에서의 개인별 경제적 여건

은 유형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에서 경험한 복식문화, 

북한에서 형성된 개인의 복식관념, 그리고 남북한 복식문화의 차이 직면

에서도 유형간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 환경적 요인

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의 성향이 개입될 여지가 적기 대문인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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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따라서 선택코딩에서는 유형간 복식문화 적응행태의 차이를 관찰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선택코딩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유형별 복식문화 적응행태 및 개인적 특성 분류 

 

(1) 동화 유형 

동화 유형은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본수를 보인 유형으로 남한

복식문화를 지향하고 북한의 복식문화는 지향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한다. 

동화 유형에 속하는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높은 유행 민감성을 

보였다. 이들은 평소에 패션에 매우 관심이 높은 편으로 쇼핑을 자주 하

고 패션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완전 동화 유형은 자신들과 남한 여성들 간의 패션 스타일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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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민감하게 인식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에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남한의 유행을 항상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

인다. 이들은 다른 북한이탈여성에게 패션과 관련하여 조언을 주기도 하

지만 본인의 의복을 살 때에는 결코 다른 북한이탈여성에게 조언을 받지 

않으며 본인의 직관에 의존하여 의복을 구매한다. 또한 북한 한복을 선

호하지 않으며 남한 한복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증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아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이들은 스스로를 완전한 남한 주민으

로 여긴다기 보다는 남한이라는 환경에 들어온 개인 혹은 외부인으로서 

남한의 문화에 흡수되고자 하는 남한 지향적 정체성 양상을 보였다.  

 

(2) 주변화 유형 

주변화 유형은 설문조사에서 동화형 다음으로 많은 표본수를 보인 

유형으로 북한과 남한의 복식문화 모두를 지향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한

다. 주변화 유형에 속한 심층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개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성향을 보였으며 외부의 시선이나 현재의 패션 유행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원래부터 패션에 그다

지 몰두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남한에서의 부정적 기억으

로 인해 남한의 복식문화에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

다. 후자의 경우 스스로에 대해 북한에도 남한에도 속해 있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정체성 성향을 보이며 전자의 경우에도 패션으로 자신의 정체

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들

은 유행이나 외부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패션스타일에 

있어서 독립적인 스타일을 추구한다. 북한에서 유행했던 스타일 혹은 실

제로 해보지는 못했지만 희망했던 스타일을 남한에서 실현하며 본인만의 

패션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행에 관심이 없고 생계나 편리에 따

라 옷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남한의 의복 규범, 특히 정숙성과 

관련된 규범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들이 주변화 

유형으로 분류된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주변화 유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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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복을 선호한다고 언급한 참여자가 있었으며 남한 한복을 선호하

는 경우에도 스타일적 측면을 언급하기 보다는 재질이 좋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쇼핑의 경우 완전 동화 유형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구매 시

에는 불편함을 이유로 다른 이들과 동행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3) 통합형 동화 유형 

통합형 동화 유형은 설문조사에서 관측된 유형 중 가장 적은 표본수

를 보인 유형으로, 남한과 북한의 복식문화를 모두 지향하는 경향을 의

미한다. 통합형 동화 유형은 대체적으로 동화 유형과 주변화 유형의 중

간 수준의 특성을 보이는데, 남북한 양측의 복식문화를 모두 면밀히 살

펴보면서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수용하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유행 

민감성에 있어서도 남한의 유행이나 패션스타일에 대해 인지는 하면서도 

본인의 상황이나 여건을 이유로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는 태도를 취했다. 

이처럼 본인에 대한 의식도가 높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시

간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

고자 남한의 패션스타일이나 의복규범을 습득하려는 동화 유형과는 달리 

남한 사회에서 무리 없이 살아가고자 의복규범을 습득하고자 하는 모습

을 보이며, 패션스타일에 있어서는 굳이 남한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분 동화 유형은 

남한복식문화뿐만 아니라 북한복식문화에 대한 지향성도 높음을 의미하

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다른 유형과는 달리 쇼핑에 있

어 북한이탈주민과 기꺼이 교류하며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점이다. 부분 

동화 유형은 남한에 먼저 도착한 북한이탈여성들로부터 의복 관련한 도

움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다. 전통 한복에 대해서는 남북

한 한복을 선호한다는 입장이 각각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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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제언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을 돕는 것은 남한 사회 내 사회적 약

자 집단의 자생을 돕는 차원일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혼란 및 집단간 갈등 요소를 미리 조정

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와 민간단체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식문화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론적 배경에

서 검토했던 독일의 문화통합 정책을 참고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독일의 

문화통합 정책에서 반영할만한 지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는 남한 주민

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에 대해 통합-통합의 문화적응 태도, 즉 서로의 

긍정적 다름에 대해 수용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게 문화를 주입하는 시도를 하는 대신 민간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물러서고, 민간단체들은 자유롭고 다양하게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복식문화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문화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

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기간별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을 나누어 제

언한 것이다.  

 

단기 과제: 정부(하나원) 주도, 구체화된 초기 교육을 통한 문

화충격 최소화  

이주민은 이주사회에서 정착 초기에 원래 경험해왔던 모 문화와 새

로 접하게 된 이주지역의 문화의 괴리로 인해 문화충격을 경험한다. 본 

연구에서도 북한의 복식문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복식관념을 가진 북한

이탈여성들이 남한의 복식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차이를 직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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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문화간 괴리로 인한 문화충격은 개인적 특성

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가능한 전반적으로 이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을 돕는 방안이 될 수 있

다. 현재는 하나원에서 초기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복식

문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노출 패션이나 결

혼식 등 특별한 상황에서의 의복 규범, 남한 쇼핑문화의 특성 등 북한이

탈여성들이 초기에 크게 당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하고 문화가 다르더군요. 저도 실수를 하면서 보니까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옷에 대

해서도 저런 걸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데 가서는 어떤 옷을 입

어야 되고. 저는 교육장에 많이 가봤거든요. 교육장에서는 남한도 문화가 

그렇지 않나요 교육장에서는 교사가 교육하는 입장인데 완전히 라인이 다 

드러난 옷을 입고 이건 교육해주는 교수에 대한 태도불성실이라고 봐요 

남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걸 보면 저건 아닌데. 남한은 저렇게 

해도 되나. 허용되나.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저희에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F, 부분 동화) 

 

이러한 교육의 목표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의 복식문화에 기반한 

복식관념을 가지도록 주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남한 사회에 나가서 처

음 이와 같은 상황을 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예방

책의 성격이 강하므로 긴 시간이나 큰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적

은 노력으로도 초기의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므로 향후 하나원 교육의 개선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준 장기 과제: 정부와 민간단체 합동, 다양한 복식문화 적응 프

로그램 제시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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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고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북한이탈여성이 모두 남한의 

복식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이 

모두 공동적으로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에서 다뤄진 바와 같이 북한이탈여성들은 최소 세 가지 이상의 복식

문화 적응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전략을 

선택하여 인지된 복식문화의 차이에 대응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복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

의 복식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다양한 선택

지를 제시하고 이들이 각자의 적응유형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정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만한 재정적 

뒷받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화 유형처럼 본인의 패션스타일이 남한 여성들의 패션

스타일과 구별되는 것이나 남한의 유행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

이 촌스럽게 느껴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

에서 패션 스타일링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압박을 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이 다른 유형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화 유형 등을 위해서는 남한 패션 중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거나 효율적으로 쇼핑하는 팁을 

전해주는 등의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이탈 지인과 쇼핑하는 것

을 선호하는 통합 유형을 위해서는 함께 남한의 복식문화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쇼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복 취향에 있어 북한의 한복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

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북한식 한복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른다고 추천해주고 하니까 엄청 비싸게 샀어요. 세일하는 상품이었는

데 세일 안 해주고 팔았더라구요. 손해보고 몇 개 살 거 한 개 사고. 기

분이 안 좋죠. 남자분들이니까 도움도 안됐고 백화점 직원분들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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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좀 해주라고 괜찮다고 해서 처음에 모르니까. 이상한 거 아직도 있어

요. 지금 보니까 되게 촌스러운. 도움을 받을만한 사람이 친척이 있는 것

도 아니고 혈혈단신 온 건데 도움을 청할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

들도 한 분은 계셨으면 좋겠어요. 옷을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패션 이런 

학과에서 온 분들이. 한번만이라도 눈치를 줘서. 아무런 도움 주는 데가 

없으니까. 비싸게 사고. 이제야 좀 몇 년 지나니까 아 보는 눈이 생기니

까 적응되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여자 H, 주변화) 

 

한복 집에 들렀었는데 다 전부 붕 뜨는 것 밖에 없더라구요. 그런 거 말

고 좀 쳐지는 그런 재질이 없나 봐요. 맞출려고 하다가 끝내 못 맞췄거든

요. (참여자 H, 주변화)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늦게 한국에 들어온 탈북 후배들을 데리

고 쇼핑을 가르쳐 준 경험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 남한 생활에 익숙한 북

한이탈여성이 다른 탈북민을 재교육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이 또한 북한

이탈여성에게 배우는 것에 대한 태도가 각각 다르다. 따라서 이처럼 다

양한 복식문화 적응전략을 지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은 하나원 등에서 

북한이탈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민간단체에서 희망자를 모집하

여 다양하게 실시하되 정부에서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 과제: 정부(통일부) 주도, 남한 주민의 인식 개선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에 있어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남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여성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

는 동일민족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북한의 복식문

화에 기반한 미적 취향 및 의복 규범을 습득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남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패션스타일이 구별되어 보일 수 있고 남한의 

의복 규범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북한이탈여성에게 촌스럽다는 투의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복 규범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면박을 주거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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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북한이탈여성에게 충분히 커다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폭력

적인 행위일 수 있으며 남한의 사회적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 같아서는 남한보다도 차라리 외국이 낫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차별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아니라 아니

라고 하면서 살아보니까 자기도 아니라 하면서 다 차별이 돼요. 지식상의 

문제 배움의 문제. … 촌스럽다고도 말하죠. 말을 드문드문 자존심 상하

게 말을 하더라구요. (참여자 I, 주변화) 

 

남한 주민은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의 복식문화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

을 수 있으며,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남한의 복식문화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향후 잠재적으

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상황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북한 주민에 대해 

남한 주민이 경제적‧문화적 우위를 이유로 그들을 구별 짓고 남한의 잣

대로 평가한다면 도리어 큰 사회적 갈등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한 주민의 북한이탈여

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 일관된 방향

을 가지고 있는 공익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통일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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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의 복식문화에 적응

함에 있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다각도로 관찰하고 복식문화 적응유

형별로 어떤 분포 및 특수성을 가지는지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Berry(1997)의 문화적응 모델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포 현황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로 남북한의 복식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 및 적응전략을 선택하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최

종적으로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함께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북한

이탈여성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이주민의 문화적응 

및 복식문화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한 복식문화적응 척

도를 사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 유형별 분포도를 도출하였

으며, 선행연구에 의거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세 가지 유형(통

합형 동화, 동화, 주변화)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시 심층인터뷰 희망 

여부를 함께 수집하였으며, 심층인터뷰 희망자들 중에서 군집분석을 통

해 도출된 각 복식문화 적응유형마다 적절한 수의 심층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

용을 바탕으로 왜 그러한 문항을 골랐는지 이유를 듣는 방식을 기본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에서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진행하였으

며 이후 녹음 전사자료를 대상으로 근거이론에 입각한 분석과정(의미단

위 분절,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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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복식문화적응 유형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동화 유형이 가장 많았

고, 통합형 동화 유형, 주변화 유형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분리 유

형은 관측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설문 참여자들은 북한의 복식문화를 지

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남한의 복식문화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복식문화 적응유형이 갈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주민 혹은 난민으로서 북한복식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편향

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복식문화를 재구성한 결과 북한의 복식

문화는 획일적이고 동조성이 강한 유행, 제한적 의복구매 여건, 화려한 

중국 패션의 영향, 체제유지를 위한 복식 통제, 관습에 의한 의복 규범, 

일상과 맞닿아 있는 한복 등으로 명명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중국과 국

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조건 등이 맞물려 북한의 복식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북한의 복식문화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개인별 복식행동에 영향

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획일적인 유행과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쇼핑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제한

된 여건, 획일적인 유행 및 복식통제정책으로 인해 패션 스타일링 경험

이 적은 편이다. 또한 중국의 유행, 복식통제정책, 북한 한복문화 그리고 

정숙성을 강조하는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고유한 미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등 북한의 복식문화에 기반한 복식행동 경향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복식행동은 참여자들이 북한에서 개인별로 누렸던 경제적 여

건에 따라 그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 정착 초기에 남북간 복식문화의 차이

를 직면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복식문화 안에서 오

랜 기간 생활해오면서 형성한 복식관념은 남한의 것과 부딪히면서 갈등 

혹은 충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쇼핑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고유한 미적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목적으로서의 

쇼핑에 불편함을 느낀다. 또한 패션 스타일링 경험이 적고 고유한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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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남한주민과는 구별되는 패션스타일을 가진다. 

그뿐 아니라 노출 패션 등 자유로운 남한의 의복규범에도 괴리감을 느끼

며 남한의 한복에서도 북한 한복과 차이점을 발견한다.  

다섯째, 북한과 다른 남한의 복식문화를 대면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저마다의 특성대로 남한의 복식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한다. 

이들이 선택하는 적응 전략으로는 홀로 쇼핑하기 혹은 북한출신 지인과 

쇼핑하기, 독립적인 패션스타일 추구하기 혹은 남한의 패션스타일을 전

적으로 수용하기, 남한의 의복 규범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혹은 특정 남

한 패션을 거부하기, 남북한 한복에 대한 독립적 선호 등이 있다.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별 특성은 유행민감성과 자아정체성이며, 이

는 복식문화 적응 유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섯째, 설문을 통해 도출된 복식문화 적응유형에 의거해 선택코딩

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보이는 범주는 유행민

감성 및 자아정체성이었다. 동화 유형의 경우 높은 유행민감성과 남한 

지향적 정체성을 가지고 혼자 독립적으로 쇼핑을 하는 성향과 함께 남한 

복식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남한 한복을 북한 한복보다 선호하는 등

의 적응 전략을 택하였다. 주변화 유형의 경우 낮은 유행민감성 및 회의

적 자아정체성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쇼핑하며, 남한 유행과는 달리 자신

만의 패션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노출 등 특정 남한패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남북한 한복 모두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 통합형 동화 

유형의 경우 중간 수준의 유행민감성과 독립적 자아정체성을 토대로 독

립적 패션스타일 추구하되 남한 의복 규범은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을 보였다. 또한 북한이탈지인과 교류하며 쇼핑하는 성향을 보였고 남북

한 한복 모두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의 복식문화적응을 돕기 

위해 제안된 방안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로, 단기적으로는 하나원에서 구체화된 초기 교육을 통해 문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하나원에서는 장례식 복장에 대한 교육 

이외에는 남한의 의복규범이나 유행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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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는데,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 사회에 나가서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들을 교육한다면 적은 노력으로 큰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복식문화 적응유형간 차이를 고려하여 적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많은 프로그램은 이

들을 남한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모든 북

한이탈여성들이 남한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는 인식을 공유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민간 단체를 통해 다

양한 복식문화 적응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남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북한이

탈여성은 당연히 남한 사회에서 스타일적으로 구별되거나 의복 규범 상

의 실수를 행할 수 있으며 이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다. 남한 주민들

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일상황을 

대비해서도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남한 주민

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캠페인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남한 복식문화적응 전반에 대

해 학문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여성이 의복과 관련하여 정착 

초기부터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학문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이 정착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한 방안에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

탈여성의 정착을 돕는 여러 정책 및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향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한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인 통일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남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여성을 다룬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통일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 참여자를 모집함에 있어 무작위로 참여자를 표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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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 과정에서 익명의 대상이나 본인의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북한

이탈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설문 참여자를 

모집했다면 더 현실감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북한문화에 대한 반발의식으로 인해 

편향된 응답이 수집되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

려하여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현실과 가까운 설득력 

높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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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lothing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South Korea 
 

Jeyeon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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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how female defectors 

from North Korea acculturate into South Korean clothing culture 

and to suggest possible policies deserving help them. Clothing 

culture in North Korea is basically distinct from South Korea; 

consequently, North Korean defectors can experience culture shock 

and feel much pressure to adopt new lifestyle in terms of South 

Korean mode of fashion.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cultural 

points where NK refugee women recognize differences between 

two clothing culture and behaviors..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the assimilation of fashion by female defectors. By contrast, this 

study employs two-dimensional acculturation models of previous 

studies to focus on the distribution of fashion adaptation of women 

and difference of acculturating behaviors according to four types of 

the models. 

To this end, both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Researcher prepared questionnaires and collected findings from 

survey performed on the online community for new sett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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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analysis and K-means clustering were conducted by 

SPSS 21.0 based on the survey data. Intention of in-depth 

interview was collected together in the survey, and suitable 

participants who agreed on the purpose of in-depth interview were 

selected. Every single interview was recorded and transcribed in 

compliance with conditions of consent from participants. Researcher 

analyzed conversation based on methods from well-established 

theory. 30 North Korean women participated in the examination, 

and 11 of them agreed to the in-depth interview. 

The outcomes from the studies are as follow.  

First, there are three types of clothing acculturation drawn by 

K-means clustering analysis: assimilation, integrated assimilation, 

and marginalization (order of high frequency). Separation type was 

not found. Most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do not prefer 

North Korean clothing culture. It was found that they have grown a 

sense to accept South Korean clothing culture. 

The second point is that a paradigm model that interprets the 

phenomenon of clothing assimilation by women from North Korea. 

They adopted clothing culture in North Korea and accustomed 

themselves fit to its custom. Individual economic status plays a 

crucial role in this process. When they undergo South Korean 

culture, they encounter the gap between bilateral modes and choose 

a personal acculturation strategy by taking personal characteristics 

of fashion leadership and identity into account. 

The third point is that North Korean women used uniqu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clothing acculturation. Those 

belonging in the assimilation type, who are characterized by high 

fashion leadership and South Korean identity, prefer going shopping 

alone and learning South Korean fashion including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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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ume style. However, those in the marginalization type based on 

low fashion leadership and skeptical identity also like go shopping 

alone but keep distance from several clothing norms in South Korea 

such as exposure. Some women in the integrated assimilation type 

on the intermediate level of fashion leadership and independent 

identity are fond of shopping with peers and normally employ South 

Korean style. Both marginalization type and Integral assimilation 

type pursue fashion styles according to personal preference and 

showed interests in both traditional customs.  

For the last point, this study proposed three useful suggestions 

to contribute to their adaption into fashion culture in South Korea. 

Hanawon,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on South Korean clothing 

culture and operate instruction in order to relieve culture shock 

they may encounter on the beginning level. Then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variety of adaption course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considering distinct clothing acculturation types. Private 

organizations, instead of government, should operate programs 

supported by government’s financial aids. In the long term, South 

Korean government support cultural campaigns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n North Korean women. 

This study involves academic implications for investigating 

clothing acculturation by female defectors according to acculturation 

types in a broad sens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fundamental materials for legislature tha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women and further the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is a limit on this 

research that there will presumably be some biased responses from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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