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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정착 초기 제3국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 정서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인식과 표현,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
서는 문헌고찰과 요구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회기 당 1시간으로 구
성된 총 6회기의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애착기반정서
조절프로그램의 주제는 정서소개와 애착 관계에서 활성화 되는 5개의 기
본 정서로 설정하였으며, 내용은 분리불안, 탐험체계, 두려움 체계, 자기
표상 등 애착원리에 따라 구성하였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프로
그램에서 주제별 애착 정서를 애착의 활성화 단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표
현할 수 있도록 도입, 복잡화, 절정, 해결, 종결부에 이르는 다섯 장면의
그림과 스크립트로 구성된 6개의 애착정서동화를 개발하여 매 회기 제시
하였다.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회기의 부모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
다.
이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탈북민 기관에 등록된 제
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11명과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
다.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전·사후와 프로그램에서 양적 자료와 질
적 자료를 병행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대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로 아동의 애착안정성, 표현어휘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사
후 검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문장완성검사를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어머니 공동이야기 구
성 과제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정서적 경험,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프
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고자 어머니와 사전,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 회기 중국어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어 동시통역
자 1인을 동반한 연구자에 의해 직접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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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참석률은 100%였다. 양적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
인식을 변화시켰다. 아동들의 정서어휘와 정서이해는 제한되어 있었다.
이들은 프로그램 초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쁘거나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
정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수용하였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
서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은 애착 정서의 표현과 정서조절을 위한 준비과
정이다.
둘째,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애착
정서의 표현양을 증가시켜 처치 프로그램의 누적 효과를 나타냈다. 부정
적인 애착정서에 대한 내러티브의 증가는 회피애착 유형이 갖는 정서적
억압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으로 정서표현양의 증가는 아동이 자신의 정
서를 조절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연령별로 표현양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정서표현의 질적 변화로는 유기불안, 체벌, 모호한 불
안, 상실과 같은 관계 외상적 경험으로 인해 억압되고 왜곡되었던 정서
표현이 안전감, 애착정서의 가치화,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 증가로
변화되었다.
셋째,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
니의 의사소통을 증진시켰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 의사
소통의 특징은 언어적인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 단절, 낮은 수준의 참여
와 관심, 공감 부족으로 인한 정서적으로 빈약한 대화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은 좀 더 협력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정
서적으로 혼돈된 대화였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 회기의 부족과 어머니의 미해결된 외상경험에 기인한 것으
로 예측되었다. 또한 아동-어머니 의사소통의 질적 변화로 아동이 어머
니에게 자신의 애착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머니의 가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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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과 신뢰가 증가하였다.
넷째,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자신의 애착 정서를 인
식하고 표현하며 어머니와 정서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
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아지고 정서통제능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
다.
이 연구는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분
리불안, 탈중국 과정 등의 정서적 경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애착정서동화
를 개발하고 주요활동으로 구성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실시가
아동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어머니와의 소통을 증진하였음
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언어적인 제약과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연구되지 못했던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
의 정서적 특징, 가정 내 의사소통 특징과 프로그램 개입으로 인한 변화
양상 등을 아동의 내러티브를 통해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
서 개발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초기 정착단계의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정서발달과 가족기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요 어 :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정서적 의사소통, 정서표현, 정서인식
학

번 : 2015-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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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여성이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의 국내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통일부, 2017).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실시한 조사
에 따르면 탈북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안정적
인 은신을 위해 재중동포, 한족남성과 반강제적으로 동거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탈북자 2세 자녀의 규모는 2∼3만 명으로 추산된다(Voice of
America, 2015. 12. 09). 국내에 입국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언
어 문제, 탈중(脫中)1) 과정에서의 외상, 남한 정착 이후의 적응 스트레스,
이질적인 문화 환경,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해 사회 정서적 어려움을 경
험한다고 보고된다(신현옥 외, 2011; 이기영, 김민경, 백정원, 2014). 이외
에도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국내 정착 이후 가족 이산과 재결합으
로 인한 가족 관계 내 변화와 갈등이 크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정
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자원이 부족하다. 부모 자녀 사이
애착과 가족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취약한 아동의 사회
적·정서적 발달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자 프로그램 목표로 사용된
다는 점(Eisensadt, 2011)에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적 회복
및 정서문제의 예방과 가족 내 관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이 연구2)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표현하는데 취약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문제의
식에서 시작되었다. 탈북어머니는 제3국에서 인신매매 또는 강제결혼, 성
1) 탈북한 어머니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중국 및 제3
국 체류과정을 포함하여 ‘탈북(脫北)’ 과정으로 지칭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중국을 떠나 국내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을 ‘탈중
(脫中)’ 과정으로 지칭한다.
2) 이 논문은 2017년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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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에 시달리기도 하며, 공안에 붙잡히거나 북송될 수 있는 위협으
로 늘 긴장과 불안의 생활을 하게 된다. 어머니의 불법적인 신분과 어머
니가 처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어머니와
분리를 경험하거나 분리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김희정, 이순형, 2016; 이춘호, 전득안, 2015). 양육자로부터 분리되거나
유기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
는 것을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어머니는 획일
적이고 통제된 북한식 양육행동을 하거나 반복적인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자녀를 학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재엽, 류원정, 2016). 이
외에도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탈중 과정에서의 외
상, 학교와 가정에서 정서사회화 기회의 부족, 언어 문제, 가족상실 등은
아동의 심리 정서적 위험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아동이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roufe와 Waters(1977)은 애착이 정서조절
능력과 직결된다고 하였다. 유아가 자신이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냈을 때
양육자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내적작동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아는 양육자에 대한 근접성을 추구함으로 안전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애착행동의 목표는 현재의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지속적인 가용성(availability)을 확인
하는 것이다. 양육자가 물리적으로는 접근 가능하지만 정서적으로 부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Bowlby는 애착 대상의 ‘가용성’을 접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반응성의 문제로 정의했다(Wallin, 2007).
아동의 정서반응 특성은 애착 유형으로 구분된다.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모에게 보호와 위안의 욕구를 자유롭고 직접적
으로 표현한다.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거부적인 경우 생기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아동은 스스로의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애착욕구의 표현을
제한한다. 저항형 애착 유형의 아동은 부모가 부정적 정서에 선택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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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이 없으므로 부모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애착 욕구를 과장한다
(Goldberg, 2014). 북한이탈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양상을 살펴본 김
희정, 이순형(2016)의 연구에 의하면 애착 유형 중 불안정 애착유형이 참
여자 아동의 60%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유형 중
특히 회피적 애착 성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탈북가정 아동이 사회·정
서적 맥락에 일치하는 분화된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한 표현 방법을 습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아동-어머니 의사소통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동간의 정서적 주제에 대
해 공동으로 구성한 내러티브(co-constructions of narrative)는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처리과정과 아동의 애착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부모 자녀 간에 이뤄지는 정서적으로 개방되
고 민감한 의사소통은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일관된 내적 표상
을 형성하여 아동의 내러티브에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구체적으로 부모 자녀가 정서
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이야기 완성 과제를 제시하
고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을 때 나타나는 아동-어머니의 정서적 상
호작용의 질(質)이 아동의 이후 정서적 상태, 조망수용 능력, 타인의 감
정과 사고 등의 발달 · 심리적 결과를 예견하였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Dunn, Brown, Slomkowski, Tesla, & Youngblade,
1991; Dunn, Bretherton, & Munn, 1987).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부
모를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가용한 대상으로 각인하도
록 돕고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내러티브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한다.
외상을 경험한 난민 가족들은 자녀와 외상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침묵
(silencing)’의 양상을 나타내 가족 내 지지를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혹은 외상적 사건을 회상할 때 반복적이고 침범적인(intrusive) ‘과도
한 폭로(overdisclosure)’를 함으로써 이러한 노출이 자녀에게 미치는 잠
재적인 영향에 충분히 민감하지 못함을 보여준다(De Haene, Grie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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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chueren, 2010). 아동-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요인과 외상
에 대한 완충지로서 기능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Kobak,
Zajac, Herres & Krauthamer Ewing, 2015)는 점에서 외상을 경험한 가
족의 경우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부모가 자녀의 감정과 내적 사고를 공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중요하다(Dalgaard & Montgomery, 2015).
난민연구에서 집단 폭력과 강제 이주와 같은 극도의 위험한 환경이 난
민 아동의 애착 행동 시스템을 활성화하며(Cassidy, 2008) 아동의 애착
시스템을 장시간 활성화로 이끌 수 있음(Belsky & Fearon, 2008)을 보
여준다. 고통스러운 생애 사건과 지속적인 외상 스트레스가 아동 뿐 아
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때, 아동의 공포를 완화하고 애
착 시스템을 비활성화 시키는 양육자의 정서적 가용성이 약화되며
(Lieberman, 2004; Oppenheim, 2006) 잠재적으로 붕괴(파괴)될 수 있다.
부모가 극심한 심리적 철회, 가족 갈등과 폭력, 그리고 정서적으로 폐쇄
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 아동과 어머니 사이에서 공포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가족 밖에서 발생한 외상을 반복시킬 수 있으며(De Haene et
al., 2010), 이는 애착 관계에서 아동의 공포감을 유지시키는 관계 매커니
즘을 발생시킨다(Almqvist & Broberg, 2003). 외상을 경험한 난민가족이
전환기인 이동과정과 정착 단계에서 직면하는 애착과 부모 자녀간의 갈
등과 도전에 대한 연구(El-Khani, Ulph, Peters, & Calam, 2016)는 제3
국에서 기본적인 삶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난민의 정신건강 연구에서 초기 1년의 중요성이 지적되는 바
(Hurh & Kim, 1989),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안전한 환
경에서 애착 내러티브를 구두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리적 이완과
회복의 기능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
표현을 촉진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안전기지 역할을 돕는 것은
아동의 탈중 과정에서의 심리적 불안을 경감시키고 정착과 적응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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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탈북가정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 개입과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에도(정주영, 박정란, 2016)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부모 애착, 아동의 정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 이는 탈북가정 아동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이
주로 아동 개인의 언어 및 학습 능력 향상에 주력해 왔다는데 기인한다.
정옥환(2006)의 연구는 탈북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
램을 시도하여 그 효과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탈북어머니와
자녀관계의 근원적인 애착문제와 아동의 경험적 특수성을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착기반 개입은 그동안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
램 개입대상의 주체는 대부분 부모였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
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미취학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애착
및 의사소통 측정 도구 개발과 연구가 미진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기 개
입에 대한 한계가 지적 되었다(Goldberg, 2014; Kobak et al., 2015). 이
연령대는 아동이 자기보호 기술을 획득하고 가족의 맥락에서 점점 더 벗
어나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
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에 비해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의 변화와
회복에 있어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애착개입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애착에 대해 전생애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미취학과 학령
기 아동의 애착 기반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의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Attachment-based

Emotional

Regulation Program: AERP)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애착의 부재
(不在) 및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의 어려움에
대한 개입이 아동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접근이며 매
개하는 방식은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소통이라는(김희정, 2015; Kobak
et al., 2015; Lieberman, Van Horn & Ippen, 2005; Oppen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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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mith & Koren‐Karie, 2004;

Oppenheim, 2006) 전제로부터 시작

한다.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방식의 방법론을 시도하여 언어적 소통이
제한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
식하고 표현하며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을 돕는다.
유·아동기는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언어, 인지, 운동기능이 급성장하는
시기로

애착발달에서

‘목표-수정적

동반관계’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Bowlby, 1969). 아동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조율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자 어머니와 정서적 의사소통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아동기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의사소통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이 일반적으로 내러
티브에 흥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애착내러티브의 활성화를 돕고 안정애착의 내재적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애착그림동화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애착동화활동을 통해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자신의 애착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의사소통
함으로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일련의 애착 내러티브의 정서적 과정
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교육, 연구자의 반영적 대화, 의사소통 증
진과 관련된 요소를 프로그램 개입 요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의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의 정서인식과 표현,
그리고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경험과 가정 내 의사소통은 그동안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중국어 동시통역, 번역 등의 작업이 필요하
다는 연구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개별경험이 드러나지 못하였
다.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와 애착, 그리고 아동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이 연구는 어머
니와 동반 입국하였으며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과 어머니의
내러티브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정서인식과 표현, 그리고 가족 내 의사
소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입국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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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지역사회 정착 시 직면할 수 있는 일상
적인 스트레스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높이고 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정착과정을 거쳐 이후 통일 세대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한
다. 또한 이 연구가 통일 이후 북한 및 제 3국에 거주 하던 아동과 부모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각 현장에서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심
리, 정서 문화적 이해를 제공하고 적절한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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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애
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
서인식, 정서표현, 아동-어머니 정서적 의사소통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
내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 및
관련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문제 1】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
램의 참여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의 변화는 어떠한가?
1-1.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참여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1-2.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참여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표현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
램의 참여과정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통의 특징과 변화는
어떠한가?
2-1.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참여
과정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통의 특징은 어떠한가?
2-2.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참여
과정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통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 대상 애착기반정서조절프
로그램으로 인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변화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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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의 주요 용어인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 애착기반정서
조절프로그램, 정서인식, 정서표현, 아동-어머니 정서적 의사소통을 다음
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
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
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이 연구에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은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출생지가 중국인 만 4∼11세 아동으로 조작적으로 정
의한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을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과
동일한 용어로 간주하여 사용한다.

2)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애착기반치료는 애착관련 정서를 표현하고 재구성하고 효과적으로 다
루도록 돕는 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Kobak et al., 2015). 이 연구에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애착정서동화를 활용하여 아동이 애착 관련
에피소드에서 유발될 수 있는 안전,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의 다섯 가
지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왜곡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프로그램 집단과
어머니에게 표현하는 활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3) 정서인식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언어적으로 정의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Salovey, Mayer, Goldman, Turney, & Palfai, 1995).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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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인식은 아동이 애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본 정서인
안전,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것으로 조작
적으로 정의한다.

4) 정서표현
정서표현이란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alovey & Mayer, 1990). 이
연구에서 정서표현은 아동이 애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
본 정서인 안전,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구두
로 표현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5) 아동-어머니 정서적 의사소통
아동-어머니 정서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긍정적,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
과 기억,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동화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동
사이의 적절하며 조직적이며 협력적인 대화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다
(Oppenheim & Waters, 1995). 이 연구에서는 아동-어머니 정서적 의사
소통은 AEED(Koren-Karie, Oppenheim, Carasso & Haimovich, 2003)의
코딩척도로 측정한 어머니 점수, 아동 점수, 공동 점수의 합산 점수로 조
작적으로 정의한다. 아동-어머니 정서적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
니와 아동의 정서적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
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이다(Salovey & Mayer, 1990). 이 연구에서 정
서조절능력은 정서가 안정적이며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Ciccnetti & Shields, 1997)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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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애착과 정서문제, 애착
과 정서조절에 대한 이론적 관점,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을 위한 프
로그램에 대해 살펴본다.

1. 아동의 애착과 정서문제

1) 아동의 애착유형과 정서문제
애착형성이나 분리의 과정에서 영아가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
정감을 최대화 하는 것이 애착형성의 주된 동인이라는 점에서 애착과 정
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Bowlby, 1973). 아동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아동요인(피로, 배고픔, 질병 등), 양육자 요인(양육자의 부
재, 양육자가 근접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그리고 환경 요인(놀라게 하는
사건의 발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불안이 유발
되면 아동은 양육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가가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획득한다.
아동의 애착행동 패턴에 따라 애착 유형이 나뉘는데 각 애착 패턴은
정서를 규제하고 표현하는 전략이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안정애착 유형 아동은 불안정 애착 아동에 비해 자신의 정서 이
해와 타인의 정서 인식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안정애착 유형의 아동
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체계가 존
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반면 불안정애착 유형의 아동은 그러한 확신
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거나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정서인식과 표현에 취약하다.
Harwood, Miller와 Irizarry(1997)에 따르면 회피적 애착유형은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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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부적일 때 생기며 아동의 필요나 정서적인
상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 유형의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명백한 고통의 표시를 보이지 않으며 재결합 시,
그들의 양육자를 무시하거나 회피한다. 그들은 양육자로부터 안락함을
얻지 못하고 고통과 불안의 시간에 애착행동이 위로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왔으므로 스스로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개
발해야만 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전략을 선호하고 결국 감정
들은 억압된다. 회피적 애착유형에게 친밀함은 늘 거절되고 상처를 가져
다주는 불안거리이며 이들은 ‘강박적으로 독립적’이다(Bowlby, 1973). 이
유형 아동의 성격은 충돌, 불안, 고통스러움을 잘 다루지 못하고, 종종
정서적 붕괴나 폭력적인 감정의 분출, 심리적 철회로 이어진다. 또한 다
른 사람의 감정에 흥미가 거의 없으며,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정서
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무시, 거절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회피
형 애착유형은 표면적으로는 차갑고 무감각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불
안정과 불확실성이 가득하며 정서적인 고립이 내적인 외로움과 절망감을
가져오게 되어(Howe, 1996)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혼란형 애착 아동의 경우 부모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선택적이
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며 아동은 양육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
된 정서표현을 한다. 아동은 분리에 앞서 부모가 가까이 있으면 활발한
탐색활동을 하지 못하며, 부모와 분리되었을 때 괴로워하고, 부모가 돌아
오면 화내며 매달리기, 저항적 행동, 때리고 밀기 등이 혼합되어 나타난
다. 혼란형 애착 유형 아동은 부모의 가용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자
신의 정서를 과장하여 표현하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유·아동기는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하며 자기 정서에 대한 표현이 증가
한다. 또한 이 시기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아동의 의사소통에 따라 조
율되는 ‘목표 수정적 동반관계(goal-corrected partnership)’로 발달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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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루어지며 이제 아동은 서로 동반자적 관점에서 적절한 관리와 조
정기술을 개발해야 한다(Richters & Waters, 1991).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대한 단일 차원 이해에서 가장 유용한 분류 기준
은 정서적 개방성이다(Aviezer, Sagi, Resnick & Gini, 2002; Resnick,
1993). 아동의 정서적 개방성은 애착대상과의 가상적 분리 상황에 대해
아동이 외로움,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
로 측정된다(Hansburg, 1972; Kaplan, 1985; Resnick, 1993). 부정적 정
서를 언어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아동이 긴장이나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슬픔, 외로움, 분노, 두려움 등을 상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개
방성이 높은 아동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원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상황과 모순되는 긍정 정서를 말하거나, 미분화된
애매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것 등은 정서적 개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언
어화 할 수 있는 정서의 종류나 의미에도 주목해야 할 뿐 아니라, 부정
적 정서를 유발한 원인에 대해 얼마나 정교화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이 이러한 정서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편안하
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 및 행동적 차원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
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고통의 지표이자 고통을 극복할 수 있
도록 하는 도구이다. 수용적인 환경에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 정보를 처리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연구들이 스트레스 사건과 공포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기
위해 고투하는 것이 오히려 침습적인 사고 빈도와 고통을 증가시키는 반
면,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고통스런 사건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인식
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안녕감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밝
혔다(Kennedy-Moore & Watson, 2001). 특히 정서 표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런 감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필수적이
라고 보았다. 외상 내러티브의 구조적, 내용적 특성에 관해 살펴본 연구

- 13 -

에서는 외상경험에서 부적 정서와 정적 정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
할수록 정서처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경감되었다(Jaeger, Lindblom, Parker-Guilbert, Zoellner, 2014).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였을 때 단순한 자극이나 반응에 대한 노출
보다 상위의 과정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정서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관계 외상적 경험과 정서문제

아동의 심리적 외상, 분리불안과 유기불안, 어머니의 체벌과 억압적인
태도, 부모갈등과 가족 상실은 아동의 가족 체계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
에서 관계 외상적 경험과 관련된다. 이 장에서는 아동의 관계 외상적 경
험과 정서문제를 살펴본다.

(1) 이주와 심리적 외상

난민 가족 연구에서 가족은 아동의 핵심적인 정서 규제자로서 이주와
외상 특정(trauma-specific) 과정에서 아동의 반복적인 외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거나 혹은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De
Haene,

Grietens, & Verschueren, 2007; De Haene et al., 2010). 난민

연구는 아동의 회복 결과와 적응적 발달 경로에 있어 부모의 존재 여부
와 지지적인 가족 환경의 역할을 강조한다. 양육자의 근접성과 가용성은
난민 아동의 강제 이주의 영향력을 완충하는데 핵심 보호 요인이다. 하
지만 이것을 제공하는 난민 가족의 역량은 정서적 반응성의 맥락에서 사
실 극한의 압력을 받는다. 이는 가족 내 스트레스와 갈등이 외상 사건과
강제 이주 동안 격렬해지기 때문이다(Bek-Pedersen

& Montgomery,

2006). 가족 폭력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외상적 경험을 재연하는 형태로
발달할 수 있다(De Haene et al., 2010). 더구나 난민 부모는 종종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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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분리, 망명 절차, 혹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에 사로잡
힘으로써 자녀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되고 심리적으로 철회하였다.
난민가족의 이주 과정에서 난민 아동이 실제적이고 정서적인 돌봄의
역할과 같은 부모 역할을 맡음으로써 세대 간 책임감의 경계가 교차될
수 있다(Walter & Bala, 2004). 부모와 자녀간의 역할전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이되어 자녀가 과도한 책임을 가지고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부모화라고 한다. 부모역할을 어릴 때
부터 하며 자라온 자녀는 ‘부모화된 자녀(parentified children)’가 된다
(Boszormenyi-Nagy, 2014). 부모가 안전해야 아동은 부모와 안정 애착
을 형성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그러지 못할 경우 아이는 자기 욕구를 억
압하며 우울한 부모를 보살피는 안전지대를 형성하기도 한다(Byng-Hall,
2002). 부모화된 자녀는 자신의 핵심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성장한
다(Miller, 1981). 아동이 자기 정서를 알고 조절하기 이전에 부모의 감정
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마치 자기감정인 것처럼 여기고 반응한다는 것이
다(이현아, 2011). 또한 부모의 강한 요구에 밀려 자신의 관심거리와 이
슈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정서표현을 억제하고
억압하게 된다. 부모화된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자신의 정서
를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맞춰진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억압되어 있던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을 부모화된
자녀의 정서회복 과정으로 보았다(남수경, 김명찬, 2016).
집단 폭력과 강제 이주의 결과에 대한 애착 연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
고(Belsky & Fearon, 2008), 난민 가족의 강제이주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애착관점을 통합하는데 중요하다. 위험과 극도의 고통의 상태는 애착 행
동 시스템의 활성을 불러일으킨다(Cassidy, 2008). 이주 맥락에서 나타나
는 누적된 외상 경험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난민 아동의 애착 시
스템을 강화하고 장시간의 활성화로 이끌 수 있다. 양육자가 아동의 정
서적 행동적 근접성을 추구하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애착 행동 시
스템을 비활성화 시킬 때, 아동의 공포 반응은 조절되어 안전감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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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Bowlby, 1969). 그러나 극도의 생애 사건과 지속적인 외상 스트
레스가 아동 뿐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함께 영향을 미칠 때, 양
육자가 자녀의 공포를 줄이고 애착 시스템을 비활성화 하는 능력이 약화
된다(Liberman, 2004; Oppenheim, 2006). 강제 이주라는 극도의 위협이
만연한 환경적 맥락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파괴적인
생애 사건과 상실이 누적되면 부모의 반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아동의 분리 및 유기불안

아동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2개의 뚜렷한 자극은 ‘위험단서의 존재
(presence)’와 ‘애착 대상의 부재(absence)’이다. 아동이 위험단서에서 애
착대상으로 도피하는 것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향상
시키는 행동체계이다(Bowlby, 1973). 부모의 부재 및 부모와의 분리가
모든 아동에게 심리적 상해를 주는 것은 아니나 난민 아동의 경우 분리
의 영향과 심리적 상해를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빈한하
고 불안정하다. 난민아동들의 경우 위험한 삶의 환경에서 부모와의 분리
가 빈번하게 일어나며(Sack et al., 1994) 실제적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
더라도 아동들은 극한의 역경을 겪는 동안 부모와의 분리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
난민 생활에서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분리 및 심리적 상해는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은 부모에 의해 표현
되는 불안과 분리 가능성에 더 자주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Garmezy &
Rutter, 1985). 비슷한 맥락으로 어머니는 아동을 유기하지 않더라도 위
협 할 수 있는데, 이 위협들은 아직 현실을 감별할 자아의 능력이 발달
하지 않은 어린 아동에게는 실제적인 유기로 경험될 수 있다(임종렬, 김
순천, 2001). 일반적으로 불안은 자기표현과 관계형성을 방해한다(이수경,
2005). 특히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아동은 자기표현에 확신이 없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표현 일체를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어 어머니와의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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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서 서로 의존적이고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반복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주연, 2002). Bowlby(1973)는 오래 계속되는 분리, 분리의 위협 그리
고 양육자의 비가용성이 유아에게 불안을 일으키며, 특히 어린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하여 분리는 정
서조절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3) 어머니의 강압적인 훈육과 학대

부모의 훈육방식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부모와 자녀가 개방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부모는 훈육을 할 때 일반
적으로 부모의 기대와 규칙을 아동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이러한 설명은 아동이 부모의 걱정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그에 따
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Van Zeijl et al., 2006).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
게 적대감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훈육하거나 자녀의 실수에 대해 명확하
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훈육은 아동에게 쉽게 거부 혹은 유기
의 잠재적인 지표이자 부모의 가용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아동 관계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인자가 된다(Oppenheim & Koren-Karie, 2009). 아동
과 어머니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아동은 높은 스트레스를 유
발하는 도전에 직면할 때 양육자의 가용성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 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 전략이 아동의 협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Kochanska, 2001)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 혹은 일관되지 않은 양육방식
은 아동의 비협조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강압
적으로 통제하거나 부정적 강화로 귀결된다(Patterson, 1986). 아동은 부
모의 훈육을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지만 유기의 위협이나 거부로 인식할 수 있다(Kobak & Madsen,
2008).
학대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자기 정서나 감정을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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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자신의 정서적 욕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Van der Kolk, 2014). 특히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에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고 보고
된다(Shackman et al., 2010). 학대아동들은 정서반응에 선행될 수 있는
원인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고(Perlman, Kalish &
Pollark, 2008), 학대 아동들이 정서를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하며(Jessar,
Hamilton, Flynn, Abramson & Alloy, 2017), 정서가가 있는 얼굴표정
자극들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Da Silva Ferreira, Crippa, & de
Lima Osorio, 2014). 이러한 정서 문제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등의 취
약 요인이 되어(이혜진, 2017)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의
문제와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연관된다(Shackman et al., 2010). 특히 초
기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4세∼10세 시기의 우울·불안, 주의집중 등 정
서적 문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Thompson & Tabone,
2010).

(4) 부모 갈등 및 결별, 아버지 상실

아동이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노출되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문
제와 강한 관련이 있다(Davies & Cummings, 1994). 특별히 부모간 분
노한 언쟁을 목격하는 것은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정서적 각성을 일으킨
다(Emery, Fincham & Cummings, 1992). 부모 갈등이 빈번하며, 강하
며, 아동에게 집중되며, 해결책이 없는 경우 아동은 더 큰 정서적 고통,
부적응적 대처와 적응 문제를 일으킨다(Cummings et al., 1992; Davies
et al., 1994). 특히 부모 사이의 갈등과 관련한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은 아동의 적응과 정서적 안전감에 있어 중요하다(Brown, Fitzgerald,
Shipman, & Schneider, 2007).
부모 사이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아동의 부모에 대한 가용성에 대한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Davies & Cummings, 1995). 아동의 결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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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는 한 부모 혹은 양부모에게 손상이 미칠 수 있다는(해를
끼칠 수 있다는) 공포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지속적인 갈등과 공포
를 가지고 사는 부모들은 아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은 부모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양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다루어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불확실과 부모와
의 개방된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애착 불안이 증가된다(Kobak &
Madsen, 2008).
심지어 부모 갈등이 극한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서로 정서적으
로 유리되어 결별 혹은 이혼하려고 결정한 부모는 아동에게 부모가 자신
을 떠나기로 결심할 것이라는 공포를 양산할 수 있다. 부모가 떠날 수
있으며 돌아오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동에게 부모의 물리적인 접근가능성
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이혼한 부모들은 아동
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아동에게 자신의 가용성을 재확인하려고 노
력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아동이 인식한 위협을 상당히 줄여주며 양
부모의 계속적인 가용성에 대한 아동의 확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Kobak
& Madsen, 2008).
부모 간 상호작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안전하게 느끼는 아
동들은 갈등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기감정을 조절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훨씬 덜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 간 갈등
에 노출되고 정서적 안전감이 결핍된 아동은 과도한 정서적, 행동적 반
응성을 나타내는 등, 자기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며, 특별히 외현화 문제에 취약하다(Cummings, Goeke-Morey &
Papp, 2004).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적응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서 아동에게 자기 비난, 어머니 비난, 아버지 비난, 또래의 조롱 및 회피,
재결합 희망, 유기공포의 6가지 관련 지각이 나타났다(Kurdek & Berg,
1987). 지각된 유기 공포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안정성과 생활의 연속
성에 대하여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혼 가정 자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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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느 한쪽 부모가 가정을 떠나면, 자녀는 떠난 부모와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장차 함께 살고 있는 부모조차 자신을 버릴지
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Leary & Baumeister, 2017). 이러한 유기
공포의 지각은 특히 불안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
다(Kurdek & Berg, 1987).
아동이 상실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외상적 상실
을 경험할 때 아동은 슬픈 감정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를
향해 분노를 폭발시키고, 짜증을 내며, 공격적인 행동(Schoen, Burgoyne
& Schoen, 2004)을 나타내거나, 우울,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환경
에서 변화에 대한 불안, 안전에 대한 불안과 함께, 수면장애, 두통 같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송수지, 강영신, 2017).

3)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취약요인과 정서문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취약요인은 어머니가 중국에서 무국적자
로서의 삶과 탈중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외상경험과 관련될 수 있다
다.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어
머니가 언제 자신을 떠날지, 어머니가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춘호, 전득안, 2015). 2013년 국가 인권 위
원회가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
과에 따르면 조사한 100가구 중 부모 모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은
15가구로 15%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해체 원
인은 대개 탈북 신분인 어머니의 불안정한 처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인
권위 조사 결과에서 엄마가 없는 북한이탈주민 2세 아동의 가족해체 원
인은 어머니의 강제북송이 50.7%이며 어머니의 한국행 또는 가출이
43.7%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어머니들 중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
우의 81.6%가 이웃의 신고로 인해 체포된다. 북한이탈여성은 취약한 신
분 때문에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공안이나 북한에서 파견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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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조에 의해서 체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출하
는 경우가 많았다(한반도화해센터, 2008). 어머니와의 분리에 대한 아동
의 심리적 불안정은 대부분 어머니의 신분 문제에 따른 가족 전체의 동
요와 불안으로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한반도 화해센
터, 2008). 이런 환경 속에서 아동은 지역 내 주민들과 주변 사람을 경계
하거나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화될 수 있다. 분리와 유기
에 대한 공포 상태에서 아동은 자기 정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외상 경험에 의한 고통 뿐 아니라 안정된 애착
을 제공해야 할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불안이 아동에게
더욱 고통스럽기 때문이다(Allen, 2013).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가족 내 역동과 어려움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난민가족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난민 가
족들은 강제 이주의 압박감, 수용국으로의 이동 과정에서의 신체, 심리적
외상, 수용국 입국 후 난민 인정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을 경험한다. 탈북
여성과 자녀의 경우 무국적자로서의 불안정한 삶, 탈중 과정에서의 신체,
심리적 외상 경험, 입국 시 긴장 등은 난민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살펴볼 때 탈북가정 구성원의 개별
주체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가족 차원에서 조명해볼 필요성이 높다. 제
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와의 정서와 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선
행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외상을 경험한 난민가족의 애착 연구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예측
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아동의 어머니들은 탈북 이후 대부분 자발적 비자
발적인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의 남편과 원치 않은 결혼을 하였다. 이러
한 과정에서 탈북어머니들은 북한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죄책감, 중국
남편과 시댁식구의 감시와 무시, 비인격적인 대우, 탈출시도 및 실패, 북
송 위협 및 위기의 경험, 북한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과 같은 삶
의 역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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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어머니가 자녀의 애착 욕구와 애착 정서
를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제3
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언제 떠날지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어머니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중첩되면서 아동이 부모
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의 정서적 취약요인은 어머니가 경험한 북한 사회의 특성과도 관
련된다. 북한 사회는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07). 폭력성향의 표출이 매우
일상화 된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탈북어머니들은 아동기 시기 아동
학대 경험의 비율이 높게 보고된다(김재엽, 류원정, 2016). 아동기 폭력성
에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 탈북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억압적인
태도 등의 학대 행위가 남한에 비해 상당히 허용적인 특성을 보인다(안
연진, 2002). 이처럼 탈북어머니가 불안정한 삶의 환경과 제3국에서 인권
유린,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등을 경험하거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
족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학대의 대물림 문제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어머니와 동반하여 한국에 입국한 제3국 출생 아동의 경우, 탈북과 한
국 입국 과정은 아버지와의 결별 혹은 분리로 이어질 수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재결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부모의 실질적인 이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부모
의 결별 및 이혼과 아버지의 상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
성이 크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아버지와의 결별과 부모이혼의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이 탈중 과정의 외상경험, 이주와 생활상의
변화나 혼란 등과 누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정서적 취약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관계상실을 경험할
때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응적인 애도반응
이 지속되고 정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관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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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경험과 정서적 취약요인은 아동이 자신의 애착정서를 인식하고 표
현하며 조절하는 것을 방해하여 정서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서문제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2.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
1) 아동의 정서인식

정서는 자신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의 근원이다. 정서를 잘
알아차리는 것은 자기의 정서를 조절하는 첫 단계다. 정서를 명확히 알
아차림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표현할지
등을 준비한다(권희경, 장재홍, 2011). Salovey와 동료들(1995)은 ‘정서
인식’을 정서를 알아차리고 언어적으로 정의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이러
한 능력이 정서를 다루는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특히 ‘정서에 이름 붙이
기(naming emotion)’ 혹은 정서를 단어로 표현하는 정서의 명명화 과정
이 정서조절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Greenberg, 2002). 단어를
사용하여 정서적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인식하
고 이해하며 설명하도록 돕는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서표현능력을 높이
고, 정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다(Mayer, Dipaolo, & Salovey,
1990).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서인식을 잘 할수록 부정적 기분에
서 회복이 빠르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Goldman, Kraemer, & Salovey, 1996). 또한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은
대인관계의 경험과 함께 발달되는 중요한 대인관계 기술로 이러한 능력
이 높을수록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공감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처
를 할 수 있다(Salovey & Mayer, 1990).
Van Der Kolk(2014)에 따르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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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들은 신체의 감각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
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망스러
운 일을 겪을 때 섬세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대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멍해지는’ 상태가 되거나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한다. 어느 쪽의 반응이
나타나든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언짢은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이 탈중 과정, 제3국에서의 불안
정한 체류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외상이 아동이 자신의 느낌을 말로 표
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정서적 개입 시 정서 인식을
돕는 기초단계에서 신체 감각에 접근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2) 정서표현

정서표현이란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alovey & Mayer, 1990). 정서
표현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으로 내적 경험과 외
부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
의 심리적 어려움을 감소시키며,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킨다(Emmons
& Colby, 1995). 특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충분히 표현한 후에야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
서가 성장과 변화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McWilliams, 2007).
어린 아동의 정서발달 연구에서 정서의 조직과 조절이 발달하는데 있
어 개인의 경험을 언어적 서술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에 주목해왔다
(Dunn, 1993; Harris, 1994; Stern, 1985). 아동들은 타인의 감정 뿐 아니
라 자신의 정서적 이야기에서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정서 단어를 이용한
다(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아동의 내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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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역량이 자전적 기억의 발달(Bruner, 1990; Fivush, 1991) 뿐 아니라
자신과 정서 조직의 새로운 수준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데(Stern, 1985;
Wolf, 1990) 이는 내러티브 기술의 발달이 자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각
에서 복잡한 대인관계 상황을 보는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데 기반한다
(Wolf, 1990).
정서를 인식하였으나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개인의 내면화된
신념에 의해서 억제되기도 한다. 정서표현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
이 정서를 표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신념이 높다(Mongrain & Vettese,
2003). 이러한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정서표현의 억제를 동기화한다(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08).
정서 초점 치료(emotion focused therapy)는 개인을 위한 적응적 기능
을 하는 일차적 정서(primary emotion)와 효과적인 적응을 감소시키는
방어적 혹은 자기 보호적 기능을 하는 이차적 정서(secondary emotion)
를 구별한다(Greenberg, Auszra & Herrmann, 2007). 개인이 안전기지
스크립트(secure base script)를 따르는 애착 에피소드를 회상할 때, 그들
은 일차적인 애착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안전기지 스크립트는 공포와
슬픔과 같은 일차적인 애착 정서가 활성화되는 순간 애착행동과 애착 대
상에 대한 접촉 추구를 유발한다. 개인이 애착 대상에 대한 접근하거나
애착대상으로부터 반응을 얻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난다면, 그들은 일
차적 애착 정서로서 분노를 경험할 수 있다. 분노는 개인이 장애물을 극
복하거나 양육자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경고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
러한 공포, 분노, 슬픔과 같은 일차적 애착 정서들은 아동에게 적응적 행
동을 유발하고 가용한 어머니에게 자기 필요에 대한 신호를 직접적으로
보내도록 한다. 그 신호에 반응하는 어머니에게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가며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가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확인하고
안전감을 느낀다(Kobak et al., 2015).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아동의 이차적 정서는 자기 보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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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한다. 아동이 반복된 애착 손상과 공감적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애착 관련 기분을 조직적으로(systematically) 왜곡하여 표현하는
이차적인 방어 전략을 활성화한다(Kobak et al., 2015). 결과적으로 아동
은 고통스러운 기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취약성과 고통의 감정을
숨기며 더 큰 애착 손상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애착 시스템의 비활성
화를 시도 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아동은 비반응적인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 위한 시도로 공포, 분노 혹은 슬픔의 기분을 활성화하여 증폭시킬
수 있다(Kobak, Cole, Ferenz-Gillies, Fleming, & Gamble, 1993). 분노,
슬픔, 불안의 일차정서가 왜곡되거나 이차적 형태로 표현되면 어머니는
아동의 애착 요구를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동이 어머니의
가용성 결핍에 대해 분노감을 적대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오히려 어머니
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될 수 있다. 아동이 관계 상실로 인한 슬픔을
우울감과 심리적 철회로 표현하게 되면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 부
족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공포의 경우 아동이 어머니가 위로 혹은 지
지하려고 시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전반적인 불안 혹은
공포증(phobias)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차정서 혹은 왜곡된 신호는 종
종 청소년의 증상과 문제 행동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유지시키는 방법으
로 기능하여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공감적 시도를 실패로 이끌고 정서적
의사소통을 방해하게 된다(Kobak et al., 2015).
치료자는 이러한 일차 애착 정서를 타당화 하고, 아동이 지지와 격려
를 받고자 하는 애착 욕구를 인식하고 어머니에게 이러한 요구를 직접적
으로 신호화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동이 자신의 취약함과 애
착 요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여 안전기지 스크립트를 따르는 내러티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기지 스크립트로부
터 벗어난 내러티브는 일차적인 애착 요구를 왜곡하여 표현하여 적대감,
우울감, 불안과 같은 이차적인 정서를 재구조화한다. 이러한 자기 보호적
혹은 방어적 태도가 일차적 애착 욕구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
해하므로 이에 주의하여 청소년이 상처와 취약함을 포함하는 일차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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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일차
적 애착 정서에 접근함으로써, 어머니와의 갈등을 줄이고 어머니가 좀
더 공감적인 반응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Kobak et al., 2015)
때문이다.
정서조절과 방어 전략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주로 애착에 대한 마음
상태를 다각적으로 측정하여 진행되었다. 아동이 회피 혹은 혼란된 마음
의 상태일 때, 애착관련 정서에 접촉하고, 인식하여 애착 에피소드를 내
러티브로 통합하는 능력을 제한하므로, 애착 손상의 내러티브를 발생시
키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 조절능력이 증진되었음을 의미한다(Berking et
al., 2008; Chambers, Gullone, & Allen, 2009; Kross & Ayduk, 2011;
Kross, Ayduk, & Mischel, 2005). 애착 욕구에 가치를 부여하고 취약한
감정을 수용하고 접촉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에 아동은 안전원형
(prototype)으로 이동할 수 있다.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은 애착에 가
치를 부여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안전기지 스크립트를 보여주는 기억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혼돈된 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의 변화는 애착 대상
에 대한 분노를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
으로 어머니의 한계를 수용하는 능력이 향상을 의미한다(Kobak et al.,
2015).

3) 아동-어머니 정서적 의사소통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Mother-child discourse)는 그 대화가 정서적 혹
은 관계적 주제를 다룰 때 본질적으로 애착관계의 질과 관련된다(Laible,
2004). 어머니와 자녀간의 협력적이고 통합된 대화가 결핍되는 경우 아
동의 높은 수준의 공포나 보호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강렬한 정서적 표
식이 무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아동이 안전감의 필요와 초기 근본적인
요구가 거부당하거나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아동은 공포로 인한 각성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주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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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yons-Ruth, 2003).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어머니에 비해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어머니가 부정적 정서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이야
기를

더

자주

다루며,

그러한

이야기에

더

개방적이다(Laible

&

Thompson, 1998).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어머니는 대화에서 긍정
적, 부정적 정서 주제 모두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아동이 긍정적, 부정
적 정서 경험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애착 역사(attachment
history)에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애착기반개입에서는 어머니 청소년 간 정서적인 조율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청소년의 내러티브 변화와 정서 과정을 강조한다(Kobak et al.,
2015). 청소년이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내러티브를 활성화하는 것이 청
소년과 부모가 일차적인 애착 정서를 재경험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공포, 분노 혹은 슬픔
과 같은 애착관련 정서를 수용하고 재구조화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
다는 것은 청소년이 자신의 정서를 처리하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Kobak et al., 2015)고 보았다.
상호주관성은 두 개의 주관성 간 상호작용-두 마음의 공유 영역, 그
안쪽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경험에 심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을 의
미한다(Beebe, Rustin, Sorter & Knoblauch, 2003; Trevarthen, 1979). 두
명의 개인이 상호주관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들의 정서는 공동
조절되며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과 사건의 의미를 공동으로 창조
해내게 된다(Hughes, 2007). 상호주관적인 애착 관계가 발달에서 차지하
는 역할에 대한 연구자들은 주목해 왔다(Slade, 1999; Wallin, 2007). 우
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 타인의 마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Fonagy, 2018). 애착 체계는 안전감의 느낌을 조
성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상호주관성은 심리적 친밀감과 소속감의 경험
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두 개의 개념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보완적
인 동기 체계이다(Trevarthen & Aitk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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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상실, 탈중 과정의 외상 등의 경험이 아
동의 정서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
사소통을 살펴보는 것은 탈북가족 내 양육자의 정서적 가용성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그리고 아동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특
징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애착기반치료,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본다.

1)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탈북가정
아동의 심리적 요구도 스펙트럼의 체계 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
한이탈주민이 탈북양상이 변화하면서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의 인구
구성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가정
아동의 정신건강보호를 위해 다층적인 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남한에 입국하는 시점에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적
발달과 건강 수준의 개별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는 이후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정서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되
어 아동의 발달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역경을 경험한다. 매일의 일상적인 도전이 과거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의 영향보다 더 직접적으로 심리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주며(Rasmussen et al., 2010) 정착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건강 증상들과
더

밀접히

관련된다(Miller

Wort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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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zurovic,

Tipping

&

Goldman, 2002)는 점에서 탈북가정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가족, 공동체 기반의 심리사회적 개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연구에서 전쟁과 같이 외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아동
들을 대상으로 다층적 심리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 주목하
고 있다(Faribank, Friedman, de Jong, Green, & Solomon, 2003).
Jordans과 동료들(2011)은 3단계에 걸친 보호를 설명했는데 이는 공동체
전체를 목표로 한 민감화, 심리교육을 통한 회복성 촉진, 학교 기반 집단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3단계의 수준에 따른 심리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은 최종에는 위기 아동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고통의 경감과 극심한 심리
사회적 고통을 가진 아동을 위한 특별한 정신건강보호를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외상에 노출되고 사회 구조, 가족, 공동체 시스템에 전반적인 균
열로 인해 복합적인 필요가 있는 곳에서 개발된 모델이다(Ellis et al.,
2013). 그러나 더 높은 소득 수준의 나라에 재정착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3단계 모델에 좀 더 일반적인 예방적이며 회복구축 프로그램에
특화된 정신건강 개입을 추가하여 통합하였다(Ellis et al., 2013). 이로써
1단계 공동체기반, 2단계 학교기반, 3, 4단계 외상후 시스템을 갖춘 4단
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다층적인 체계를 어머니와 동반한 입국 초기의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에 적용해 볼 때 아동의 정신건강보호를 위해 피라미드의 1수
준인 부모-자녀 관계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녀의 안전감과 회복력
을 높이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심리교육 시스템
상에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에게 입국 시기부터 심리·정서적 수
준에 따라 심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아동의 가정과 학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아동의 발달 궤도에 따라 정신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탈북가정 아동 집단의 정신건강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탈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 증진을 중점을 둔 심
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가 주로 탈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남한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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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업 및 적응을 돕는 개입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에 기인한다. 제3
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기반하여 아동
의 정서표현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은 부족한 현
실이다.
정옥환(2006)의 연구에서 북한이탈가정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증진
을 위해 MIM(Marschak Interaction Method)를 활용한 10회기의 부모교
육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술 훈련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가정의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두어 아동-어머
니의 상호작용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그 효과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탈북어머니와 자녀관계의 근원적인 애착문제와 부모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그리고 북한이탈어머니와 아동이 경험한 문화적 특수
성을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 대상의
가정 내 지원의 의미가 있다. 자녀가 있는 탈북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탈북가정 아동-어머니의 관계 증진을 위한 프
로그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탈북어머니들은 탈북과정
에서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양육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자녀
와 함께 지내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다(박현정, 김윤수,
박호란, 2011). 양육 관련 어려움은 지역사회 정착 후 탈북어머니의 취
업, 재혼 등의 문제로 인해 자녀를 대안학교, 24시간 어린이집이나 지인
의 집에 보내면서 자녀와의 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김희정, 이순형
2016).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
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신현옥, 2011; 정주영, 박정란,
2016).
둘째, 초기 개입으로서 탈북가정 아동에게 발달적 중요성이 있다. 어머
니와 관계에서 아동의 안전감 증진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은 아
동의 문제행동을 완화하며 입국 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을 극복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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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험할 수 있는 적응적 위기에서도 충분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개선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한국 사
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리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에도 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담 및 심리치
료에 대한 탈북어머니를 위한 인식개선은 중요하다. 제3국 출생 탈북가
정 아동과 어머니가 지지적인 부모교육과 아동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경
험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탈북어머니들이 정착 과정에
서 심리교육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애착기반치료

최근 애착기반 치료(attachment-based treatments)의 효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안전한 사이클(secure cycle)’ 개념이 등장하였
다(Kobak et al., 2015). 이 개념은 Bowlby(1973)와 Ainsworth(1978)에
의해 최초로 정의되고 Mary Main(1985)에 의해 이후 구체화된 대인관
계에 관련된 애착 주기 모델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인관계적 사이클은
안전애착 유대에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IWM)의 안
전성과 변화에 대해 아동의 관점, 양육자의 관점에서 적절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안전한 사이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틀을 통해 애착기반 개입의 효
과로 나타나는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첫째, 양육자에 대
한 아동의 내적작동모델(Bowlby, 1973)이다. 아동이 안전한 내적작동모
델을 구성하고 타인을 신뢰할만한 존재로, 자신을 유능하고 독립적인 존
재로 보기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자의 가용성과 반응성에 대한 확고한 기
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육자 반응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는 불안감,
자기 의심으로 이어져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전략을 사용하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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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다. 둘째, 정서적으로 조율된 의사소통모델(Ainsworth, 1978)이다.
Ainsworth는 낯선 상황에서 측정된 영아의 내적작동모델은 양육자와의
정서적으로 조율된 의사소통의 반복된 경험으로부터 설정된다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Ainsworth et al., 1978; Bretherton, 2013). 셋째, 양육자
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작동모델(Mary Main, 1985)이다. Main은 성
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에서 안전한 내적작동모델
을 가진 양육자가 낯선 상황 실험에서 측정된 영아의 안전한 내적작동모
델과 관련된다는 세대 간 전이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애착기반 개입에서
‘안전한 사이클’ 개념을 적용한 프로그램 예로는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
으로 한 COS program3)(Powell, Cooper, Hoffman, & Marvin, 2013)와
ABC program4)(Bernard et al., 2012)가 있다. COS program은 양육자를
대상으로 내적작동모델을 변화시킴으로써 양육자-유아의 의사소통 변화
를 유도하는 반면, ABC program은 양육자-유아의 의사소통을 변화시킴
으로 양육자의 내적작동모델에서의 변화를 유도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안전한 대인관계 사이클은 애착기반치료에서 치료의 주체와 치
료의 접근 방식을 구조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Kobak과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는 ‘안전한 사이클‘ 개념을 청
소년 대상에 적용하면서 대상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강조하였
다. 청소년의 애착발달 단계인 목표 수정적 동반관계(goal-corrected
partnership)에 기반한 부모-자녀 간 정서적 조율로의 접근이다. 청소년

3) COS program(The Circle of Security program)은 Marvin, Cooper, Hoffman &
Powell(2002)이 버지니아대학에서 개발한 것으로 20주 프로그램으로 5∼6명의 부모와 1
∼4세 아동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진행된다. 부모들에게 애착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어머니의 초기 부정적 경험, 방어적 반응 등이 아동과의 관계에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중재 프로그램이다.
4) ABC program(Attachment and Biobehavioral Catch-up)은 학대, 방임, 가정폭력, 양
육자와의 분리와 같은 생애초기 역경에 노출된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고통스
러울 때 양육을 제공하고, 아동이 고통스럽지 않을 때 지도하며, 자녀를 무섭게 하거나
겁먹도록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세 가지 부모 행동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10회
기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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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적작동모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은 성인과 영유아 대상 개입
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사이클을 유지하는
데 있어 역할이 증가되며 초기 아동기와 비교하여 내적작동모델의 변화
에 좀 더 저항적이라는(Bowlby, 1973) 특징에 기초한다. 결과적으로 부
정적 기대, 정서규제의 어려움, 반영 능력에서의 한계와 같은 청소년기
내적작동모델의 불안정한 특징들이 관계의 고통을 유지하는데 더 큰 역
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에 부모 자녀 간의 목표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
서 청소년이 협력적으로 절충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개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청소년 개입방법의 주요 요소는 안전 애착의 내재적 모델링, 애착 내
러티브의 정서적 과정, 반영적 대화, 심리교육이다 (Kobak et al., 2015).
양육자-청소년 관계에서 정서적 조율을 측정하는 과제는 애착 변화의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정서적으로 조율된 의사소통은 양육자와 청소
년 양자가 열린 의사소통과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
는 정도를 설명하는 복합적이고 다면적 구조이다(Lyons-Ruth, 2003). 청
소년이 부모와의 언쟁에서 부정적 상호관계를 맺거나, 상호간의 역할이
혼돈된 행동으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청소년이 상호작용에서 이탈과 철
수를 하게 되는 경우 정서적으로 조율된 의사소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Obsuth, Hennighausen, Brumariu & Lyons-Ruth,

2014).

애착의 상호주관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애착과
관련한 청소년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정서 조절과 방어
전략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청소년의 회피적 혹은 양가적 상태의 마음이
청소년이 애착 관련 정서에 접촉하고 인식하며 통합하는 것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애착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
런 측면에서 청소년이 애착관계의 어려움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
하고 구두로 표현하는 것은 정서 조절 능력이 증진되었음을 나타낸다
(Berking et al., 2008; Chambers et al., 2009; Kross & Ayduk, 201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착기반 연구는 청소년과 영아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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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왔으며, 영아 대상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개입대상의 주체는
대부분 부모였다. 전통적으로 애착연구가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미
취학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제한되어 있고 애착측정 도
구의 개발 역시 상대적으로 미진하여 이 연령 아동에 대한 개입의 한계
가 지적되었다. 성인 애착연구의 활성화와 최근 애착에 대해 전생애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미취학과 학령기 아동의 애착 기반 개입 연구에 대
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특징
지금까지 논의에 따른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대상 정서조절프로그
램 개발에 필요한 요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회피적 애착유형이 갖는 특징으로 인해 애착 정서를 제한하고 억
압하는 특정적 정서성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아동이 어머니
와의 애착 발달 단계에서 목표수정적 동반관계를 맺으며, 애착관계가 언
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있어 아동의 내러티브와 정서표현을
지원하고 수용하는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개입 대상을
유치, 초등 아동을 주체로 아동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조율
된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청소년 대상의 애
착기반치료에서 사용된 개입 요소인 애착의 내재적 모델링, 애착 내러티
브의 정서적 반영, 반영적 대화, 심리교육에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반복되는 긴장 및 불안
으로 인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아동이
부정적 정서에 접촉하기 위해서 아동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 설명회를 통해 라포 형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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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안전감을 주제로 한 회기 구성을 하여 아
동이 자신이 현재 안전한 환경에 있음을 체험하고 인식하는 활동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정서 어휘에 대한 우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회피 애착 아동의
경우 정서 어휘가 빈약하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동기는
아동들의 정서 어휘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이나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수개월 동안의 교육 공백과 외상 경험 등에 의한 정서교육 기회
가 요구될 수 있다. 아동의 기본적인 정서 어휘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
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애착 내러티브의 정서적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서 어휘 및 정서이해 교육을 위한 회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정서 인식을 유도하는 정서인식교육을 추가할 필요가 있
다. 아동들은 어머니의 체벌과 강압적 양육행동으로 정서표현과 표현의
방법, 표현의 결과에 대한 미숙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기본적인 개별 정서의 의미, 정서의 신체적 반응, 정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정적 표현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정서인식 교
육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
에 대해 상호주관적, 반영적 반응을 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 정
서가 수용될 수 있음을 느끼고 신뢰감을 증가하도록 한다.
넷째, 대상의 발달연령에 적절한 측정도구와 프로그램 매체 개발의 필
요성이 요구된다. 아동-어머니 의사소통 측정 도구를 아동의 발달 단계
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을 매개한 애
착기반개입을 유치, 초등 시기 연령으로 하향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에
있어 아동에게 문화적, 발달적으로 적합한 그림동화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동화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애착내러티브의 활성화를 돕고
안정애착의 내재적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애착 내러티브
의 정서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정서자극을 사용한 선행연구를 통해 애착안정성과 관련된 신경
활성 양상이 밝혀지고 있다(최은정, 2014; Buchheim et al., 2008).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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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정보는 애착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작동시키기 때
문에 각 개인의 애착과 관련된 사고 및 정서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
(Klagsbrun & Bowlby, 1976).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어머니와 아동

의 부정적 상호작용 자극이 애착시스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연구에서 애착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정보를 제공하는 그림자극을 사용하
였다. 성인애착면접(The Adult Attachment Projective Picture System)
에서는 애착과 관련된 슬픔, 이별, 절망, 위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George & West, 2011), 분리불안검사(Separation Anxiety Test)에서는
애착과 관련된 죽음, 이별, 불안 등을 담고 있다(Hansburg, 1972).
이 연구에서 그림애착면접 방식의 그림자극과 애착 스크립트를 활용한
애착동화를 개발하여 아동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애착정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매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책은 유·아동 자신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어린 아동이 집중하여 그림책 속에서 일어나
는 사건들을 접할 수 있고, 자신을 등장인물에게 동일시하여 등장인물의
정서에 대해 조망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Jalongo,
2000). 또한 등장인물들이 애착대상과 근접성을 유지하거나 정서적 긴장
을 해소함에 따라 아동은 긴장을 해소하게 되며 애착원형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 해결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그림애착면접 방식을 활용하여 그림자극으로 구성한 그림책의 정서적 가
치를 활용한 정서동화를 개발하여, 아동의 프로그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화 속 주인공 아동과 애착 대상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착 내러티브와 이야기 장면에서 유발되
는 정서, 정서의 이유, 대처방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사후 활동으로 이야기 나누기, 인형극, 미술 및 조형활동, 게임, 신체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여 아동의 정서인식과 표현, 타인의 정서이해,
정서어휘를 확장하고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이 발달 과정에서 그리고 입국에 이르는 여정에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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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분리 불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부재로 인한 회피적
성향을 아동의 경험적 문화적 특성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특성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애착관련 정서에 접촉하고 인식하며 애착 에피소
드를 내러티브로 통합하는 능력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효과 측정 도구와 프로
그램 매체를 개발하고 아동이 자신의 애착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어
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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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대상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개발

이 장에서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대상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의 개발 과정을 살펴본다.

1.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프로그램의 개발은 목적이나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체계적인 내용
과 활동구성의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및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다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이 연구의 프로그램 개
발은 김창대(2002)의 4단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모형을 기초로 하였
다. 김창대(2002)의 모형은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 가
능한 모형으로 고려되었으며 단계별 구체적인 절차는 1단계 목표수립 단
계, 2단계 프로그램 구성 단계, 3단계 예비연구 단계, 4단계 프로그램 실
시 및 개선 단계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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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
개발단계

단계2
프로그램구성

↓

↓

↓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요구조사

활동의 수집

↓

↓

↓
지각된
효율성 평가
↓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의 정립

(활동, 내용,
전략의)선정

↓

↓
요소연구
(경험적 확인)
↓
프로그램
구성

기획

프로그램
개발의
하위단계

단계3
예비연구/장기적 효과제고
노력
↓
예비
프로그램 모형
실행/수정
재검토
↓
↓
기존 연구 분석
다양한
메타분석
평가
매개변인수정
↓

단계1
목표수립

수정계획안수립

프로그램의
이론적모형설정

최종모형구성

↓
↓

단계4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
프로그램 실시
↓
다양한 평가
↓
매개변인의
계속적 수정
↓
(활동, 내용,
전략의)
수정

(활동, 내용, 전략, 모형의)
수정

<그림 Ⅲ-1>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 및 내용(김창대 외,
2011)

1) 목표수립 단계

이 단계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조사하며 그 결과에
원래 구상하였던 프로그램의 목표와 계획안을 수정하고 재정립하는 단계
이다(김창대 외, 2011).

(1) 요구조사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s) 조사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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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가장 적절히 파악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
하는 요구 조사의 한 형태이며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나 프로
그램의 잠재적 수요자 집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창대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정착 1년 미만의 탈북 어머니 1인, 탈북가정 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심리치료사 1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1인의 총 3
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분석 결과, 아버
지 존재와 관계에 대한 아동의 혼란, 아동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어머니
의 이해 부족, 탈북 어머니의 문화적 특성 이해와 부모교육 적용 방법론
적 고려 등으로 나타나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탈북
어머니가 집단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와의 동반 실습에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점에서 자녀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과제를 부여하여 어머니가 자녀와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1> 요구조사 결과
대상

현황 및 내용
-어머니 대상으로 집단부모교육 시, 타인 앞에서 자신의 치부
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리며 자존심이 강하므로 방법론적

상황 요인

고려 필요.
-부모교육 시 탈북 정착 선배들 혹은 다른 사례를 활용한 접
근 필요.
-아동들의 가장 취약한 점이 자기표현의 어려움임. 아동들의
감정이 억압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음.
-아이들이 아버지 존재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므로 어머니가

내용 요인

아버지에 대해 자녀와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
-어머니와 분리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신뢰관
계가 깨지고 이후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이 큼(어머니가 데리
러 오겠다고 하고 늦게 오거나 한국에 먼저 와서 새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특히 자신의 중요한 결정과 감정들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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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동의 폭력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
-탈북과정에서의 외상경험보다 현재 어머니와의 관계, 부부관
계 문제가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 특
히 아버지에 대해 폭력 경험 등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 양가감
정을 느낌. 아이와의 관계 정립에 어머니의 역할이 크지만 적
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음.
-어머니로부터 칭찬받은 경험이 거의 없음. 어머니들은 아이
들이 혼자 있고 아픈 것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르는 것
같으므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 또한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동반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큼.

(2) 목표 설정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입국 초기의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긴장
을 해소하고 애착 주제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어머니
와 정서적 의사소통을 증진하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문헌 고찰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과 선행 연구를 분석
하였고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동이 애착 스크립
트에서 다섯 가지 핵심 정서인 기쁨, 슬픔, 분노, 안전, 두려움을 이해하
고 해당 정서를 스스로 인식하며 표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안전한 환경
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유발될 수 있는 내적감정을 인지하며 그것
을 부모와 안전감을 느끼는 타인에게 바람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아동 자신의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며 애착 욕구와 기분에 대한
가치평가,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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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성 단계

이 단계는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프로
그램에 포함될 활동을 수집, 정리하여 각 활동의 효과, 수용성, 흥미 등
의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 내용, 전략을
선정하는 단계이다(김창대 외, 2011).

(1) 모형 개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모형의 기초가 되는 변화 원리는 애착기반
치료 요소(Kobak et al., 2015)인 안전 애착의 내재적 모델링(애착스크립
트), 애착 내러티브의 정서적 과정(정서표현), 반영적 대화(의사소통), 심
리교육의 네 가지 요소를 수정 변경하였으며 <표 Ⅲ-2>와 같다. 첫째,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한된 정
서어휘 및 정서표현기회의 부족의 문제는 심리정서교육과 정서어휘 교
육, 신체반응탐색, 정서표현 체험의 요소에 대한 개입을 통해 정서어휘를
사용하며 정서표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한다. 둘째, 아동의 정
서조절 및 상호주관적 경험 부족의 문제는 아동이 자신의 애착정서를 표
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반영적 대화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애착욕구
와 기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관계에 대해 조망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정서를 점차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어
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 협력하고 수용 받는 경험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어머니와의 애착손상을 경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
로 정서적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실연해보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어
머니가 협력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신
뢰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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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프로그램의 변화 원리
문제
정서 인식
 정서표현에

요소
대한

부정적 인식
 제한된 정서어휘,

개입

 심리정서교육
 정서어휘 습득, 신체반응

정서표현기회
탐색, 정서표현 체험
정서 표현 및 조절
 제한된 정서 조절
 애착 내러티브의 활성화

변화 목표

 정서표현 신념 변화

 정서표현에 대한 긍

 정서어휘 및 정서표현

정적 인식
 정서어휘출현

증가
 일차적 애착 욕구와

 애착 욕구 및 기분

(정서표현)
 반영적 대화

기분에 대한 접근
 관계에 대한 조망수용

의 가치평가
 정서조절 증가

부족
정서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협력과

 아동의 정서표현증진

 조망수용과 욕구 신호

 협력적인 대화

수용 부족
 애착 손상

 의사소통코칭(어머니)
 의사소통 증진

화의 증가
 증가된 안전감과 반영

 양육자신뢰 증가

 상호주관적

경험

능력

<그림 Ⅲ-2>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 44 -

(2)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구성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도입, 1단계, 2단계, 마무리
단계이다. 도입 단계는 인사 나누기, 과제 확인과 흥미 유발로 구성하였
다. 1단계는 회기주제별 정서 이해와 탐색, 애착정서동화 활동을, 2단계
는 애착정서동화 내용을 심화하여 신체, 놀이, 예술로 정서를 표현하고
적용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마무리 단계는 수업에서 다룬 정서에 대
해 느낀 점이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수업에서 다루었던 정서
에 대해 어머니와 함께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과제가 주어
졌다. 이 과제는 다음 수업이 시작할 때 지난 회기의 복습과 함께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이 어머니와 나누었던 정서적 대화를 다른 아동들
과 공유하고 과제수행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림 Ⅲ-3>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단계

선행연구와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6가지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아동
이 애착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심리적 지지 환경을 조
성한다. 아동이 자신의 분노, 슬픔, 불안, 공포와 같은 일차적 애착 정서
를 왜곡하거나 이차적인 방어 전략이 활성화 하지 않도록 연구자는 아동
의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아동이 애착 정서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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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애착과 양육자에 대한 내러티브가 변화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아동의 부정적 감정 표현을 수용하고 공감적 반응을 함으로써 아동이 어
머니와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일차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안
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문화적 경험적 특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탈중 과정에서의 스트
레스와 분리 및 유기 불안, 불안정회피애착으로 인한 어머니 가용성에
대한 불확신, 정서적 의사소통의 부족, 긴장과 불안 등을 경험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기존 애착기반치료의 개념을 주된 요소로 활용하되 제3국
탈북가정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감, 정서 어휘 및 이해를 돕는 기
본정서 이해 교육을 추가로 구성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아동
이 애착과 관련된 자신의 일차적인 애착 욕구와 기분에 접근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회기별 주제 정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정서를 체험하고
다룰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구연동화, 인형극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
다. 애착정서동화의 주제 내용을 확장하기 위해 음악, 미술, 신체활동을
자신의 애착 관련 정서와 연결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안정
되고 통합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
는다. 이러한 방법은 탈중 과정 및 교육 공백으로 인한 제3국 출생 탈북
가정 아동의 인지적 장벽을 낮추고, 아동이 외상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신
체감각을 지각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효과 측정 도구
인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구성 과제와 프로그램 매체인 애착정서동
화를 개발한다. 애착정서동화는 애착의 기본 개념에 따른 애착활성화 요
인과 기쁨, 슬픔, 분노, 안전, 두려움의 기본 정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개발한다. 동화내용은 애착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 아동은 동화를 통해
동화 주인공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아동-어머니 의
사소통 도구는 그림 동화로 개발하여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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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동과 어머니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공동조절하기 위
해 상호주관성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아동은 애착정서동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간의 정서, 프로그램 참여 아동과 연구자의 정서를 다
루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나 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임을 알며, 구체적
인 예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한
다. 연구자는 아동이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때 반영적 대화를 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한 상호주관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이 관계에 대
해 조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교육 회기에서는 자녀와 의사
소통코칭을 제공하여 아동의 애착욕구에 대한 신호를 감지하여 협력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주인공 아동과
어머니 정서를 인식하고 해당 정서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살펴봄으로서
아동 자신의 정서를 타인과 조율된 상호작용 속에서 표현해보도록 한다.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아동용 프로그램은 6회기로 구성되었다.
1회기는 라포 형성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회기이다. 타인의 정보에 대
한 비밀 보호, 타인의 대화에 주의하기 등 프로그램 규칙을 설명하였다.
아동이 다섯 가지 감정단어를 탐색하고 감정 단어의 신체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소
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회기이다. 2회기는 안전과 불안전한 기분을 탐
색하고 아동이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침몰하는 배’, ‘신문지 활동’을 통해 불안전한
감정을 체험하고 긴장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표현
해 보도록 하였다. 3회기는 분노 감정을 탐색하고 ‘감정온도계’로 자신의
분노의 범위를 인식하는 회기이다. ‘소리 지르기와 데시벨 측정’, ‘호흡법’
을 연습하고 ‘풍선활동을’ 실시하여 분노감정의 대처방안에 대해 탐색하
였다. 4회기는 두려운 기분을 탐색하고 ‘장애물 경기’, ‘슬로우 모션’, 활
동을 통해 두려운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5회기는 분
리불안을 다루었다. 슬픔과 두려움의 복합 감정을 탐색해 보고 ‘휴지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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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활동을 통해 슬픔을 서로 위로하는 회기이다. ‘아기 올빼미’를 만들어
역할극을 실시하였다. 6회기는 기쁨과 감사의 기분과 그런 기분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색하였다. 어머니에게 드릴 ‘비밀 편지와 상장’을
만들었다. ‘칭찬의 자리’를 통해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며 사랑과 관심 속
에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부모용 프로그램은 아동과 별도로 2회기
로 구성하였다. 1차시에는 애착과 정서, 연령별 자녀의 심리·발달 특성을
제3국 출생 아동의 정서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여 탈북어머니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가정에서 자녀가 보일 수
있는 행동 및 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의사소통 변화를 이끌
어내기 위한 어머니의 협조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탈북어머니들
은 아동들이 1차시에서 활동하는 감정카드게임과 동일한 활동을 실시하
여 다섯 가지 정서를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해봄으로써 긴장을 해소하고
라포를 형성한다. 이 회기의 목표는 어머니 자신과 자녀의 행동, 생각,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및 양육 역사가 현재 자
녀와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차시에는 자녀와의 정서적 의사소통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연
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소통 방법과 기술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인
형극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별로 정서적 의사소통을 실연하였다. 어머니
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주어진 예시 상황에서 아동과 어머니 역할을 번
갈아 가며 대화를 나누어보고, 상대방의 거울 역할을 해주어 자녀 입장
에서 어머니의 대화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공감이 대화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상호주관성을 실연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자녀와
의 의사소통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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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착정서동화 구성

이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 요구분석을 통해 총 12회기의 아동
용 애착정서동화를 개발하였다. 애착정서동화는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
램의 주활동 내용으로 한 회기별로 한 개의 애착정서동화를 다루도록 하
였다. 개발된 12개의 애착정서동화 주제는 「내감정은 소중해요」, 「엄
마가 엄마가 된 날」, 「은주가 화가 났어요」, 「엄마가 화났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올빼미」, 「무지개물고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곰사냥을 떠나자」, 「모르는 척 공주」, 「엄마의 두통」,「손을 다쳤
어요」,「감사해요」였다. 애착정서동화의 모든 주제영역은 애착원리에
기반하였으며, 아동의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아동용 동
화책 및 애니메이션을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애착정서동화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아동학 박사 2인과 유아
교육 박사 1인에 의해 아동의 연령, 발달 수준, 아동의 정서적 경험 등에
가장 적합한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12개의 애착정서동화 중
입국 초기 아동에게 적절한 6개의 동화를 타당성 평가를 통해 최종 프로
그램으로 결정하였다. 타당도 평가에서 최종 결정된 6개의 애착정서동화
는 정서소개 내용의 「내 감정은 소중해요」와 5가지 기본 정서인 안전
감, 분노, 공포, 슬픔, 감사/기쁨을 다루는「내 감정은 소중해요」, 「무
지개물고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은주가 화가 났어요」, 「곰사냥을
떠나자」,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올빼미」, 「감사해요」이다. 타당성
평가 결과 동화 내용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아동들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조사에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애착정서동화의 내용
재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Ⅲ-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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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애착정서동화의 내용 재구성
회기/제목

동화책/영화

내용
감정 캐릭터인 버럭이(분
노), 까칠이(혐오), 기쁨이
(기쁨), 소심이(공포), 슬픔
이(슬픔)와 여주인공 가족
이 등장함

재구성
-까칠이(혐오)
안전이(안전)로
터 교체
-등장인물에서
지 삭제

대신
캐릭

1
내 감정은
소중해요

『인사이드 아웃
(Inside out, 2015)』

2
은주가
화가
났어요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글, 그림: 몰리뱅,
역자: 박수현,
출판사: 책읽는 곰

엄마와 언니 때문에 화가
난 은주의 이야기를 통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지 보여주는 동화

-한국 아동으로 그림
수정
-등장 인물에서 아버
지 삭제

3
무지개
불고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지개 물고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글, 그림: 마르쿠스
피스터, 역자:
김영진, 출판사:
시공주니어

무지개 물고기는 너무 어
두워서, 바닷물에 휩쓸리거
나 상어나 독해파리에게
붙잡힐까봐, 또 무서운 꿈
을 꿀까봐 잠을 이루지 못
한다. 아이의 불안을 보듬
어주고 격려해주는 엄마
물고기 이야기

-애착활성화 요인으
로 악몽과 어두움만
을 다룸

가족들이 곰 사냥을 떠나
다양한 위기를 이겨내지만
막상 곰을 보니 겁이 나서
황황히 집으로 돌아와 이
불 속에 숨는 이야기

-원형 유지

아기 올빼미가 자는 동안
엄마 올빼미가 사라져 엄
마를 기다리는 동안 아기
올빼미의 두려움과 대처방
식을 보여주는 동화

-주인공을 세 마리
올빼미 형제에서 아
기 올빼미 한 마리로
수정

아이의 반대되는 상황을
나란히 비교해 줌으로써
예쁘고 예의바르고 착할
때 뿐 아니라 못나 보이고
말썽을 피워도 부모가 자
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
려주는 동화

-원동화에서는 아동
의 행동을 각 상황마
다 왼쪽 페에지와 오
른쪽 페이지에서 비
교하였으나 재구성하
여 착한 상황과 말썽
피우는 상황을 한꺼
번에 제시함.

4
곰 사냥을
떠나자

5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올빼미

6
감사해요

『곰 사냥을
떠나자』
글: 마이클 로센
그림: 헬렌 옥스버리,
역자: 공경희,
출판사: 시공주니어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올빼미』
글: 마틴 워델,
그림: 패터릭 벤슨,
역자: 김서정,
출판사: 시공주니어
『엄마는 언제 날
사랑해?』
글: 아스트리드
데보르드,
그림: 폴린 마르탱,
역자: 박선주,
출판사: 토토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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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

애착정서동화는 아동이 자신의 내적 작동 모델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시되어 아동의 언어 능력 한계에 대한 보상적 매체로서
의 기능을 하도록 구성되었다(Oppenheim & Waters, 1995). 애착정서동
화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기본 애착 정서를 중심
으로 구성되었다. 애착정서동화는 정서소개 및 정서의 중요성에 대한 동
화 이외에 안전, 분노, 두려움, 슬픔, 감사/기쁨의 정서를 포함한다. 애착
정서동화의 내용은 프로그램 후반기에는 분노와 슬픔, 슬픔과 두려움 등
의 복합정서를 다루어 정서 간의 관계와 정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애착정서동화는 애착이론의 핵심원리인 자기표상/부모표상, 두려
움 체계, 탐험체계, 분리불안의 개념을 담았으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아
동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주제를 활용하였다. 애착정서동화의 각
장면에서 나타난 그림자극은 아동의 애착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아동이
자신의 애착 내러티브를 돕고 마지막 단계에서 안전한 애착 원형
(prototype)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의 내러티브가 안전 원형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애착욕구에 접근하고 애착 욕구와 기분의
가치 있게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셋째, 각 동화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애착 정서는 도입, 복잡화, 절정,
해결, 종결부에 이르는 다섯 장면의 그림과 스크립트로 구성되어 단계에
따라 아동들이 각각의 장면에서 유발되는 정서가를 인식하고 탐색하도록
하였다. 단계별 개입 요인은 정서 이해, 부정적 정서 유발, 근접성 추구/
정서조절, 부정적 정서 경감, 안전감으로 아동의 애착 내러티브는 단계별
로 애착 정서가 고조되었다가 안전애착 스크립트로 종결된다. 이 과정은
아동이 단계별로 자신의 애착 정서를 재경험 함으로써 안전하게 자신의
애착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애착정서동화는 주인공과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와 의도
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가능하도록 등장인물의 표정을 없애거나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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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 중립적인 정서가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주인공의 경
우 동물을 주인공으로 선정하여 아동이 친밀감을 느끼고 감정을 이입하
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애착정서동화의 예시는 <표 Ⅲ-4>와 같다. 애착정서동화는 중국어 읽
기가 가능한 아동들을 위해 중국어 스크립트를 병용하였다. 애착정서동
화는 프로그램 진행시 빔 프로젝트 화면으로 단계별로 아동에게 제시되
었다. 탈북가정 5세 아동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
사 결과 아동들은 동화에 대해 흥미를 보였으며,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
고 주제 영역에 대한 탐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 없이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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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애착정서동화 예시
2. 무지개 물고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스크립트
그림

단계

(a) 무지개 물고기는 나쁜 꿈을
꾸는 바람에 잠에서 깨었어요.

도입: 정서

다시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해초침대
위에서 계속 뒤척거렸어요.

복잡화: 부
(b) 무지개 물고기 방은 깜깜했

정적 정서

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유발

(c) 무지개 물고기는 엄마에게

절정: 근접

갔어요. “엄마 나쁜 꿈을 꿨어요.

성 추구

너무 어두워요. 방에 괴물이 있
는 것 같아요.”

(d) 엄마는 해초전등을 켜고 방

해결: 부정

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엄

적

마가 안아 줄게. 이제 걱정 말고

정서

경감

푹 잘 자렴. 하고 방으로 가셨어
요.

종결부: 안

(e) 무지개 물고기는 다시 눈을

전감

감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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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연구 단계

예비연구 단계는 일차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소수 대상에게 실시하
고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전략 등을 수정할 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김창대 외, 2011).
이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과 관련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에
사용될 질문지의 문항 이해도와 문항 적합도, 면담 소요시간을 확인하고
자 2017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 및 어
머니동반 면담조사의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
으로 연구도구와 면담내용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중국어 강사가 동반
면담하여 동시통역을 통해 이루어져 아동들이 어려움 없이 면담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문장완성검사는 구두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앞
문장을 이야기하면 아동이 문장을 구두로 완성하였으며, 아동의 응답이
모호한 경우 추가질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각 질문지의 문항 내용이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 어머니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합한지를 탈북어머니 3인을 대상으로 확인하였고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수정사항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난이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주에 걸쳐 OO
기관의 4∼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확인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중국어 강사와의 동반 진행 시 통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
동들의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어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불편함에 대
해 이야기 나누고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프
로그램에 추가하였다. 또한 공동이야기구성 과제 중

‘집 앞 이야기’ 의

그림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굽이 있는 구두와 어깨 가방을 메고 있어 아
동들이 어머니가 아닌 교사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
다. 이에 어머니의 어깨가방을 손가방으로 바꾸고 구두를 굽이 없는 구
두로 그림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집 앞 이야기’에서 집이 지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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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건물로 그려져 아동들이 학교로 판단하는 경우가 나타나, 지붕이
있는 집의 형태로 그림을 수정하였다.
아동과의 면접을 위해 아동이 이 연구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부
담을 최소화하며 아동이 편안한 상태로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담조
사 전과 후에 놀이를 통한 긴장완화를 돕기 위한 시간을 최대화하였다.
아동과 충분한 라포형성이 된 뒤 면담을 진행한다. 아동과의 분리불안면
접은 연구자가 전원 직접 실시하며 녹음기를 사용해 아동의 답변을 녹취
한다. 간혹 그림 속의 인물을 가리키는 등의 비언어적 범주를 사용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응, 그림에 있는 친구랑 같이 놀고 싶
구나.”라고 언급하여 아동의 비언어적 답변도 녹취될 수 있도록 한다. 어
머니의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어머니가 설문지를 마치
고 난 뒤 설문지에 빠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질문지와 응답에 의문
이 있는 부분은 서로 질문하고 설명하였다. 아동의 분리경험 및 사회 인
구학적 배경과 아동의 특이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어머니와 10～15분
정도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와의 상담 중 중요한 내용은
바로 기록하여 설문 문항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과 어머니의 신상정보가 있는 자료의 수집, 개인적인
면담 등 북한이탈가정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므로, 연
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아동 면담
시 녹음한 파일은 연구자의 연구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 참
여자를 제시하는 경우 모두 참여자번호를 사용함을 연구대상에게 설명하
고 지침을 준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 초등 연령의 아동들이 학업 및 특별활동에 무리
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3주간, 6회기(주 2회)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었다. 회기별 시간은 유치, 초등학생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60분
으로 설정하였다. 사전면담, 프로그램, 사후면담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사
전면담 절차는 <표 Ⅲ-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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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사전 면담 절차
소요시
구분

변인

평가 도구

간

응답자

(분)
애착안정성

애착검사

아동-어머니

언어검사
문장완성검사
정서조절능력
아동-어머니

(SAT, ASCT)
표현어휘력
문장완성검사
정서조절능력
아동-어머니 공동

변인
어머니

정서적 의사소통
면담

이야기 구성 과제
반구조화된 질문

아동
변인

15
10
7
7
15
60

아동
어머니
아동,
어머니
어머니

예비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을 일부 수정하였다. 첫째, 아동
체벌의 빈도 및 수준이 높은 경우가 있어 부모교육 회기에 학대 예방 내
용을 추가하였다. 둘째, 아동의 글쓰기의 어려움 및 쓰기 능력의 차이로
활동지를 삭제하고 매체활동으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회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머니 안내문 발송의 횟수를 추가하였다. 기존 2회
기에서 3회기로 변경하였다.

4) 프로그램 실시 단계

이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 내용을 각 회
기 활동 내용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상담 현장 경
력 8년 이상의 교육상담전공 박사과정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문가 자문 결과 프로그램 내용 구성 면에서, 부모교육 1회기 내용 구
성 시 어머니와 라포를 형성하고, 어머니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머
니 활동을 아동과 동질적인 경험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어머니 대상 감정카드 게임을 추가하였다. 또한 강의식 프
로그램 보다 실제 어머니의 시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어머니 대상 인형극 활동을 추가하였다. 아동용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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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면에서, 안전한 회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였고, 두려움을 우선적으
로 다루고 슬픔을 다루는 것이 애도 작업에 효과적이므로 회기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과 구성 체계를 수정 보완하였다.

<표 Ⅲ-6> 전문가 자문결과 및 수정·보완 사항
구분

프로그램
내용 구성

전문가 자문결과
부모교육 1회기 라포형성과 아동



과 동질적 경험을 위한 활동 필요


어머니의 실제 기술 시연의 비중

수정·보완 사항
어머니 대상 감정카
드 게임 추가



을 높이는 것이 필요

어머니 대상 정서적
의사소통 실연을 위
한 인형극 추가



‘난 안전해요‘회기가 분노 회기 전
에 있으나 안전한 회기 이후 분노

프로그램
구성 체계



바꾸기

회기로 회기 이동


‘탐험을 떠나요’ 회기를 한 이후
‘엄마를 기다려요’ 회기를 하는 것

2회기와 3회기 순서



으로 회기 이동

4회기와 5회기 순서
를 바꾸기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인식과
표현, 아동-어머니 공동이야기 과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 및 프로그램 처치를 시행하였다. 1차 프로그램의 사전
검사는 2018년 1월 29일-2월 4일에 2차 프로그램의 사전검사는 2018년
3월 8일-3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사전 검사를 실시하기 전 OO 탈북민
기관의 협조를 받아 유치 초등 연령의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명회
를 실시하였다. 설명회는 평일 저녁식사 후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
며 프로그램 소개와 연구 취지 및 과정을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IRB)에서 권고하는 윤리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윤
리 지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가정에 한해 실시하고 프로그램 중간에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참여를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설문지와 동의서를 배부한

- 57 -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어머니와 자녀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조사 전 어머니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는 과정
은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사전 면담 시간은 아동들이 편안하
게 느끼는 주말 오전과 오후에 진행되었으며, 면담 장소는 아동들이 일
상적으로 방문하고 친근하게 느끼는 기관의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프로
그램 진행은 평일 오후와 토요일 오후를 번갈아가며 진행하였으며 평일
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일과 공부를 마친 뒤에 진행되었다. 어머니
면담은 연구자가 일대일로 진행하였으며, 아동 면담은 연구자와 중국어
강사가 동반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별 실시시기와 프로그램 일정은 다음 <표 Ⅲ-7>와 <표 Ⅲ
-8>과 같다.

<표 Ⅲ-7> 연구도구별 실시시기
평가영역
대상자
특성
프로그램
효과

대상
아동
어머니
어머니
아동
어머니/아동

효과 측정 도구
애착안정성(SAT/ASCT)
표현어휘력(REVT)
면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ERC)
문장완성검사(SCT)
아동-어머니 공동이야기 구성

자료수집
사전
•
•
•
•
•
•

<표 Ⅲ-8> 프로그램 일정
회차

집단

1회차

5명

2회차

6명

1개월
6회기(아동)

2개월

+2회기(부모)
6회기(아동)
+2회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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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사후

•
•
•
•

2.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1)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구조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아동용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목표와 구
체적인 활동내용은 <표 Ⅲ-9>과 같다.

<표 Ⅲ-9>
회

핵심

주제

기

정서

영역

회기별 목표


내
1회

감정

감정은

인식

소중해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구성
활동 내용

프로그램의 목적을 인식하
고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다섯 가지 감정(기쁨, 슬
픔, 무서움, 안전, 분노)이

요



프로그램 소개, 라포 형성



정서동화활동(내 감정은 소중해요)



감정낚시게임과 신체표현



[모-아 과제: 다섯 가지 감정단어 이야
기 나누기]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난
2회

안전

안전해
요

화난
3회

분노






감정
다스리
기

4회

탐험을

움

떠나요

하고 이해한다



무지개 물고기 만들기

악몽, 어둠과 같은 불안전



침몰하는 배+신문지활동

함을 인식하고 표현한다.



[모-아 과제: 안전한 감정 이야기 나누



기]
정서동화활동(은주가 화났어요),



감정온도계 활동



소리 지르기와 데시벨 측정



호흡법, (비눗방울 활동: 여름)



감정풍선놀이



[모-아 과제: 분노 감정 이야기 나누



기]
정서동화활동(곰 사냥을 떠나자)



장애물 경기, ‘그대로 멈춰라’



슬로우 모션



[모-아 과제: 긴장되고 무서웠던 이야

분노 감정을 탐색하고 이
분노감정을 인식하고 표현
한다


두려

긴장되고 무서운

감정을

탐색하고 이해한다


긴장되고 무서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한다
5회

슬픔

엄마를



지켜줄게)

안전감과 불안전감을 탐색

해한다


정서동화활동(무지개물고기야, 엄마가

슬픈 감정을 탐색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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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나누기]


정서동화활동(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올빼미)
두려

기다려

움

요




6회

감사

감사드

기쁨

려요



해한다



아기 올빼미 만들기와 인형극 활동

슬픈 감정을 인식하고 표



붕대감기, 반창고 붙이기

현한다



[모-아 과제 : 슬픈 감정 이야기 나누

기쁨과 감사한 감정을 탐



기]
정서동화활동(어머니께 감사해요)

색하고 이해한다



어머니 비밀편지, 감사상장 만들기

기쁨과 감사한 감정을 인



종결파티

식하고 표현한다.



[모-아 과제 : 감사한 일 이야기하기]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어머니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2회기
로 구성되었으며 회기별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표 Ⅲ-10>과 같다.

<표 Ⅲ-10>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부모교육 회기별 목표와
활동 내용
회
기

주제영역
프로그램 소개,

1회

애착,
정서적의사소
통법의 이론

2회

회기별 목표

활동 내용

-라포형성 및 프로그램 소개

-부모교육용 강의 자료

-애착이란, 애착의 세대간 전이

-정서표현단어게임(NVC카

-애착과 정서

드)

정서적의사소

-부정적 정서와 정서적 의사소통

통법의 활용

-정서적의사소통법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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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의 상호주관적
경험과 조절
-정서적 의사소통법의 연습

2)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회기

아동용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회기
“내 감정은 소중해요” 회기는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EEPA)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아동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 살펴보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아동과 강사 간 그리고 아동들 간의 라포를 형성하는 활동
으로 시작된다. 참여아동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
를 조성한다. 이 회기에서 다루는 “내 감정은 소중해요” 정서동화는 기쁨, 슬픔,
소심, 분노, 안전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자
연스러우며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정서단어물고기를 낚시하여 낚
은 단어를 표정으로, 몸짓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아동들이 감정단어를 탐색하고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는 회기이다.
2회기
이 회기에서는 안전과 불안전한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탐색하고 표현해본다.

무

지개 물고기는 너무 어두워서, 무서운 꿈을 꿀까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무지개
물고기의 불안을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엄마 물고기 이야기를 통해 아동은 두려
움체계, 불안/악몽에서 안전감을 느끼며 불안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한
다. 무지개 물고기 만들기, 점점 작아지는 신문지 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두 명
씩 짝을 지어 활동하는 ‘침몰하는 배’, 신문지를 찢어서 서로 당겨보는 힘겨루기,
신문지 찢어서 날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안전함과 불안전한 정
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 본다.
3회기
“은주가 화가 났어요” 동화는 엄마와 언니 때문에 화가 난 은주의 이야기로 아동
들이 가족 내 갈등 상황에서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분
노의 개념과 분노감정으로 유발되는 신체변화를 알아본다. 주인공의 정서를 탐색
해보고 대처전략을 살펴본 뒤 소리지르기와 데시벨 측정, 호흡법을 연습하고 풍선
활동, 비눗방울 활동을 실시하여 호흡법을 적용한다. 불안해지거나 화가 났을 때
자신의 신체반응에 대해 자각하고 신체적인 상태를 다루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배움으로써 아동의 신체화 반응의 경감을 돕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이완시킨다.
은주가 화가 나는 상황을 감정온도계로 재보고 분노의 다양한 범위를 인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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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도록 한다. 아동은 이 회기를 통해 화나는 기분
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참거나 회피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언어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4회기
이 동화는 가족들이 곰사냥을 떠나 다양한 위기를 이겨내지만 막상 곰을 보니 겁
이 나서 황황히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숨는 내용이다. 동화 속 가족들이 어려
움을 직면했을 때 느끼는 긴장과 두려움을 탐색해보고 대처방안을 다룸으로써 탐
험체계와 안전감을 증진한다. 아동은 ‘곰’이라는 도전을 만나고 그 도전에서 성공
하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키며 내적인 두려움을 통제하도록
도울 수 있다. 거미줄, 진흙탕, 터널, 동굴 등의 장애물을 넘어 최종 관문인 곰에
게 붙여져 있는 두려움 스티커를 획득하고 돌아오는 장애물 경기, 몸의 움직임과
동작을 가장 천천히 표현해보는 ‘슬로우 모션’ 활동으로 아동은 자신의 기분과 몸
에 대해 통제감을 느끼고 신체적 자기, 행동적 자기를 인식할 수 있다.
5회기
이 동화는 아기 올빼미가 자는 동안 엄마 올빼미가 사라져서 엄마를 기다리는 동
안 아기 올빼미의 두려움과 대처방식을 보여준다. 이 회기는 아동의 분리불안과
슬픔을 다룬다. 슬픔의 신체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 슬픈 감정을 어떨 때 어떤
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서로의 상처를 물어보고 답하며 상
처에 휴지 붕대를 감아주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휴지 붕대
를 뚫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해봄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통
제감을 느끼도록 한다. 올빼미를 만들어보고 자신이 만든 올빼미로 미니 역할극을
해보고 또 역할을 바꾸어 표현해 본다.
6회기
이 회기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때의 신체 반응을 이해하고, 그러한 기
분을 상대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애착정서동화는 아이의 반대되
는 상황을 비교해 줌으로써 아이가 예쁘고 예의바르고 착할 때 뿐 아니라 자신이
실수하고 못나 보이고 말썽을 피워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 비밀 편지를 쓰고, ‘상장’을 만든다. ‘칭
찬의 자리’를 통해 자신이 칭찬받는 경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경험을 해봄으로
써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며, 사랑과 관심 속에서 종결을 준비하고 마지막 회기
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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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예시는 <표 Ⅲ-11>, <표 Ⅲ-12>과 같다.

<표 Ⅲ-11> 애착기반정서조절활동 프로그램 활동안 예시 1(3회기)
활동지도안
활동명
활동목표
활동자료
회기
주요내용




정서동

화난 감정 다스리기

은주가 화가 났어요
화
화나는 기분을 인식하고 자신의 기분을 표현해 본다.

 화가 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탐색한다.
동화영상, 음악, 활동세팅, 비눗방울 놀이 세팅, 데시벨 측정기, 명찰,
필기도구, 활동지
동화책 영상 보기, 곰사냥 장애물 경기, 신체로 정서표현

활동단계
준비
활동
(5분)

활동내용
준비활동
인사 노래 “반가워”를 율동과 함께 부르기
-대집단으로 반원 모양으로 둘러앉는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기
“자 오늘의 정서동화는 <은주가 화가 났어요>이에요. 은주가 왜 화가
났을지 우리 함께 살펴봐요” 동화 <은주가 화가 났어요> 영상을 보면
서 강사의 구연을 듣는다.
1. 동화 속 줄거리 나누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은주가 왜 화가 났나요?”

도
입

정서
동화
활동
(25분)

2. 동화 속 주인공의 정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동화책 장면들에 대해 아동들과 다음과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주인공 아이의 기분이 어땠을까? (카드에서 골라보자, 몸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자, 표정으로 표현해 보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
까?
-주인공 엄마의 기분이 어땠을까? (카드에서 골라보자, 몸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자, 표정으로 표현해 보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
까?
“동생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3. 동화 속 주인공의 대처방법과 이야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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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어떨까?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자, 그러면 다음은 표현활동 시간이에요.”
[활동 규칙 및 방법 소개]
우리 친구들, 화가 났을 때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① 우리 소리를 질러보자∼, 제자리에서 달려보자
-2명 씩 조를 만들어 동시에 실컷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 소음측정(데
시벨)을 하여 알려 준다. 아이들이 원하면 한 번 더 돌아가며 소리 지
르게 한다. 은주가 했던 것처럼 달려보자.
이 방법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이럴 때 좋은 또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요. 호흡법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오늘 연습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② 호흡법

(1)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둔다. 복식
표현

호흡을 하도록 아동을 가르친다. 배 위에 손을 얹고 호흡을 해서 손이

활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 방법은 즉각적으로 침착

(25분)

해지는 효과가 있다.
(2) ‘불안을 느끼거나 화가 나게 되면 뇌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
지만, 불안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폐가 너무 힘들게 움직이게 되어, 머
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3) 너희들이 화나고, 불안해하거나 긴장되는 때는 언제든지 호흡법대
로 해 보자. 딱 세 번의 호흡이면 좋을 거예요. 몇 번이요? 딱 세 번∼
호흡법이 필요한 경우 예시) 시험을 보기 전, 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등.
③ 비눗방울 활동
다양한 비눗방울 도구를 이용하여 야외에서 비눗방울 불며 호흡법 익
히기
1.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 및 새롭게 알게 된 점 나누기
“여러분∼! 우리 화가 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마

2. 미해결된 감정이나 느낌 나누기

무

-오늘 프로그램 동안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해서

리

하지 못했던 말, 혹은 아쉬웠던 점이나 서운했던 점, 마음에 걸려서 이

(5분)

프로그램이 끝나도 계속 생각나고 자기 전에 떠오를 것 같은 일이 있
다면 마치고 선생님에게 이야기 해 주세요.
3. 인사 노래 “안녕 안녕 선생님” 부르고 헤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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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활동안 예시 2(4회기)
활동지도안
활동명
활동목표
활동자료
회기
주요내용
활동단계
준비
활동
(5분)




정서동

곰 사냥을 떠나자

곰 사냥을 떠나자
화
긴장되고 신나는 기분을 인식하고 자신의 기분을 표현해 본다.

 긴장 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탐색한다.
동화영상, 음악, 활동세팅, 장애물 게임 세팅, 명찰, 필기도구, 활동지
동화책 영상 보기, 곰사냥 장애물 경기, 신체로 정서표현
활동내용
준비활동
인사 노래 “반가워”를 율동과 함께 부르기
-대집단으로 반원 모양으로 둘러앉는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기
“자 오늘의 정서동화는 <곰 사냥을 떠나자>이에요.
동화 <곰사냥을 떠나자> 영상을 보면서 강사의 구연을 듣는다.
1. 동화 속 줄거리 나누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어느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도망갈 때요. 곰을 만났을 때요. 곰
이 못 들어오게 집의 문을 닫을 때요)”
“가족이 곰 잡으러 가는 길이 쉬웠나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요? (눈보라요. 진흙탕이요. 강물이 있었지만 그 때 이 가족은 위로도
아래로도 지나갈 수 없었었어요)”

도
입

정서
동화
활동
(25분)

2. 동화 속 주인공의 정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동화책 장면들에 대해 아동들과 다음과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주인공 아이의 기분이 어땠을까? (카드에서 골라보자, 몸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자, 표정으로 표현해 보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
까?
-주인공 엄마의 기분이 어땠을까? (카드에서 골라보자, 몸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자, 표정으로 표현해 보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
까?
“막내 아이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3. 동화 속 주인공의 대처방법과 이야기 나누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어떨까? 그럴 때 어떻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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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하지만 이 가족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죠? (맞아요! 용기
를 내서 가운데로 쑥∼ 뚫고 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함
께, 서로 도우며 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함께 곰을 잡으러 갈 꺼 에요.”
[활동 규칙 및 방법 소개]
1. 장소 세팅
장애물을 터널, 거미줄, 진흙탕, 동굴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곰을 지
나면 텐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진행 방법
- 2인 1조로 진행. 돌아 올 때는 반드시 손을 잡고 오도록 지도한다.
표현
활동
(25분)

진행하는 내내 공을 들고 다니도록 한다.
- 두 명이 앞뒤로 붙어서 차례로 장애물을 통과 하여 곰으로부터 종
이를 하나 떼어 온다. 돌아올 때는 장애물 옆으로 돌아서 둘이 손잡고
뛰어 온다.
- 시작점에 되돌아오면 공을 바구니에 넣는다.
- 자기가 떼 온 종이 스티커에 있는 감정단어를 모아서 자신의 활동
노트에 붙이고 활동지를 실시한다.
1.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 및 새롭게 알게 된 점 나누기
“여러분∼! 여러분도 친구와 함께 곰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곳까지

마
무
리
(5분)

가족, 친구, 함께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에요.”
2. 미해결된 감정이나 느낌 나누기
-오늘 프로그램 동안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말, 혹은 아쉬웠던 점이나 서운했던 점, 마음에 걸려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도 계속 생각나고 자기 전에 떠오를 것 같은 일이 있
다면 마치고 선생님에게 이야기 해 주세요.
3. 인사 노래 “안녕 안녕 선생님” 부르고 헤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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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 대상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효과 검증
이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여 실행하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1.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및 설계
이 연구에서 고안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과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OO 탈북민 기관에 등록한 만 4∼11세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 중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11명과 어머니 9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동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분리불안검사(Separation
Anxiety Test: SAT)를 실시하여 애착이론의 내적작동모델에 기반하여
내러티브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정서표현, 아동-어머니 공동이야
기 과제를 실시하여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므로 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표현어휘력을 측정하였다. 아동의 분리
경험과 아동의 정서적 양육환경의 질, 그리고 어머니의 아동기 정서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아동기에는 아동이
기본적 정서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서 상태인 공포와 분노, 그리고 슬
픔 등을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정서를 사회가 용납하는 방법으로 표현하
는 능력, 정서표현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증가
한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행동이 관찰 가능한 행동 양식으
로 나타나며 분리불안검사에서 애착대상으로부터의 분리로 야기되는 자
신의 생각과 정서를 구두로 표현할 수 있어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
사전 사후 면담 및 프로그램에서 아동들로부터 녹취한 모든 중국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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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데이터들은 면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어 강사에 의해 번역되었
다. 이는 강사가 자료의 이해에 필요한 연구 배경지식을 갖추었으며 개
별 아동 정서 반응 특성, 프로그램 맥락과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아동의 발화 내용을 번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중국어
번역자가 매회기 아동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의 개별 정서 특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거나 화자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고 단
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동의 정서표현에서 나타나는
어조, 어투, 단어의 뉘앙스 등에 따라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선택의 폭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 최종 번역물에 대해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출신 유학생
인 아동학 박사과정 학생의 감수를 1회 진행하고 수정보완 하였다.
감수 후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번역에서는 아동과 어머니 발
화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위해 다소 문법이 맞지 않는 어순이거나 잘못
된 단어가 사용된 경우라도 맥락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
역하였으나, 감수과정에서 가능한 원문 그대로 수정하였다. 어순이 틀리
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여 중국어 발화의 흐름이 자연스럽
지 못한 경우, 한국어 번역에서도 유사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 머릿속에는 생존이 없어요”(우리 머릿속에는 생존할 수 없어
요),

“울 기분”(울고 싶은 기분), “엄마 같이 손을 잡지 않았어”(엄마랑

있는데 손을 잡지 않았어), “아니야 노는거 그거”(그거 노는 거 아니야)
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과 어머니의 중국어 사용 특징과 애
착정서가 활성화될 때 드러나는 아동과 어머니의 애착 내러티브 특징을
비교적 생생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안 가진다(不要, 부야호)’는 뜻의 단어는 상황 상 아동들에게 ‘버린다’는
뜻으로 이해되거나 번역될 수 있지만 감수 후 원문 그대로 ‘안 가진다’로
표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 표기는 중국어 간체 대신 번체를 사
용하여 한국어와 병행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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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유치, 초등 연령의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11명과 그
들의 어머니 9명이었다. 이기영 외(2014)는 탈북배경청소년을 <그림 Ⅳ
-1>와 같이 분류하였는데 이 연구 대상의 아동은 제3국 출생으로 어머
니와 동반 입국한 아동이다.

<그림 Ⅳ-1> 연구대상 아동(이기영 외, 2014)

연구대상 아동 정보는 <표 Ⅵ-1>와 같다. 아동들은 탈북어머니가 중
국 체류 중 출생하였으며 아버지의 출신은 모두 한족이다. 아동은 어머
니와 동반 입국하고 모두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
점이 있다. 아동의 연령은 만 4세 아동 3명, 6세 아동 3명, 7세 아동 3명,
11세 아동 2명이었다. B-F11과 C-M7은 남매이며, G-F7과 H-B6은 자
매로 참여 어머니는 총 9명이었다.

- 69 -

<표 Ⅵ-1> 연구대상 아동 정보
차수

1차

2차

아동5)

연령(만)

성별

아동 출생지

A-M11
B-F11
C-M7
D-F6
E-M4
F-F7
G-F7
H-B6
I-F6
J-F4
K-F4

11세
11세
7세
6세
4세
7세
7세
6세
6세
4세
4세

남
여
남
여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중국

부모의 출신지
부
모

중국
(한족)

북한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Ⅵ-5>와 같다. 어머니
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가 4명, 40대가 4명, 50대가 1명
이었다. 탈북시기를 살펴보면 2001～2005년이 3명, 2006～2010년이 4명,
2011～2015년이 2명으로 나타났다.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은 0～5년이 1
명, 6～10년이 5명, 10～15년이 3명이었다. 북한에서의 생활수준을 살펴
보면 중간층이 4명, 나머지는 5명은 중하류층 이하로 응답하였다. 북한에
서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중학교가 6명, 대학교가 3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자녀 이외에 출산한 자녀와 동거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총 9명의 어머니 중 5명은 북한에 데려오지 못한 자녀가 있으며, 1명은
북한 출생 자녀와 동반 탈북하여 한국에 함께 입국하였다. 1명은 중국에
자녀 1명을 두고 왔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명은 북한이나 중국에 다
른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5)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자료는 모
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에서는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아동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기호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의 기호는 A에서 K까지 알파벳 순서에 성별을 의미하는
M, F, 연령을 의미하는 숫자를 부여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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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6)
변인
연령

탈북시기
제3국
체류기간

구분
30대
40대
50대
2001～2005
2006～2010
2011～2015
0-5년
6-10년
10-15년

빈도 변인
4
4
1 북한에서의
3 생활수준
4
2
1
5 북한학력
3

구분
상류층
중상류층
중간층
중하류층

빈도(%)
0
0
4
2

하류층

3

고등중학

6

교
대학교

3

연구에 참여한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표현어휘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발달 2명, 약간지체 5명, 발달지체 4명으로 나타나 아동의 어휘
력 능력 수준의 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들은 ‘놀이터’ 그림을
‘학교에’ 라거나 자신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소
수 나타나는 것 이외에 대부분 뜻은 이해하나 정확한 어휘를 찾는데 어
려움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력수준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으며(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 2008) 아동의 어휘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 어머니의 표현어휘능력과 가정 내 상호작용의 질과 양의
가정환경 자극(오성숙, 2013)이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 중 차량을 볼 수
없고 동네에 또래가 없는 매우 외진 시골에서 성장하여 유치원 등의 기
관에 다니지 못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경험이 부족했던 두 명의 사례와
어머니의 중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례들이 있어, 결과에서 드러난
아동들의 낮은 표현어휘력 수준은 아동의 성장 환경과 어머니와의 소통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표현어휘력검사
도구는 한국어 어휘력 검사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여 중국 어휘의 특성
과 문화적 차이가 도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어 그 결과의 해
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
7)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은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참여자별 정보대
신 빈도수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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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므로 추후 더 많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
뤄질 필요가 있다.
애착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연구대상 아동 11명 중 최종 애착 분류 대
상은 10명이었다. K-F4는 애착면접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유형분류
에서 제외되었다. 애착유형 분류는 1인의 유아교육전공자와 1인의 아동
학 전공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1차 애착유형분류에서 먼저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유형으로 나누었다. 2인의 평가자 중 어느 한명을 통해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은 2명으로 나머지 1인의 평가와 일치하였다. 2차
애착유형 분류에서는 안정애착 및 불안정애착의 하위 유형별 분류가 이
루어졌고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평가자간 논의가 이루어졌
다. 회피적 애착 유형의 세부 유형에 대한 핵심척도를 재확인하는 과정
을 거쳐 아동 전원에 대해 연구자간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 10명의 애착 분류 결과는 안
정애착 유형 2명(20.0%), 불안정 애착 유형 8명(80.0%)으로 나타났다. 불
안정 애착 유형 아동은 1명이 불안-비조직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7명은 회피애착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아동 중 70% 이상이 불안
정 애착 중 회피애착 유형으로 나타나 연구 참여 아동이 회피적 애착 성
향의 전형적 특징인 자기역량 강조, 애착 폄하, 감정의 전가 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아동의 애착 유형 및 양상의 <표 Ⅵ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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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연구대상 아동의 애착 유형 및 양상

아동

애착유형
대분류

A-M11

중분류

애착 양상

예시

F4

심각한 분리에 대한 부정적 정
서와 애착대상과의 분리를 극
복하려는 시도가 비교적 일관
되게 나타남. 그러나 전반적으
로 정서가 고조되어 있고 불안
이 표출되는 경향이 있음. 전반
적으로 발화의 질이 좋지 않음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말들).

구급차 상황: [기분]很着急，而且也伤心。 마음이 급할거 같고, 또
아주 슬퍼요 [이유] 因为我妈妈生病，特别严重的病的话怎么办，怎
么，就会很着急。伤心的是妈妈为什么病倒，妈妈走了我怎么办으흐
흐，就是我妈妈走了，去医院了以后，我自己家里怎么办으흐 왜냐하
면 엄마가 아프면, 아주 심한 병이면 어떡해요. 음. 그냥 아주 마음
이 급하죠. 슬픈 건 엄마가 왜 아파서 쓰러졌지, 엄마가 가면 난
어떡하지 으흐흐. 그냥 엄마 가면 병원 가면 나는 혼자 집에서 어
떡하지 으흐.
[대처방법] 应该会跟她去，应该会跟着去吧 아마 따라가죠, 아마 따
라갈 거예요.

F5

심각한 분리에서 비교적 일관
되게 부정적 감정이 표현되나
전반적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가는 부모에 대한 분노 감정이
지배적임. 대처방법이 수동적인
편이나 분리를 극복하려는 시
도가 보임.

여행 상황: [기분].....她自己在家啊?.....얘 혼자 집에 있어요? (설명)
就是我感觉这种的爸爸妈妈不好，그냥 저는 이런 아빠 엄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유] 就是自己出去玩，不带孩子出去玩，我感觉带
自己孩子出去玩，我感觉很好玩的，그냥 혼자 놀러가고, 아이를 데
리고 가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 놀면 재밌어
요. 제 생각에는 재밌어요. (이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 我感觉好像
会哭,제 생각에는 울 거 같애요. (우는 게 어떤 기분일까?) 不好 안
좋아요. [대처방법] 非得让爸爸妈妈带她去 아빠엄마보고 반드시 저
를 데리고 가라고 할 거예요

안정
애착

B-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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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애착유형
대분류 중분류

C-M7

D-F6

F-F7

애착

예시

DS3

부정적 정서가 표출되기도 하
나 일관성이 없음. 분리를 극복
하려는 시도가 별로 나타나지
않음. 전반적으로 자기 역량이
강조되어 있는 편임.

할머니댁 상황: [기분]难过 속상해요 [이유]因为奶奶不好，妈妈好
왜냐하면 할머니는 나쁘고 어머니는 좋아요 [대처방법]只能听奶奶
的话，在她家睡觉 그냥 할머니 말 듣고, 할머니 집에서 자요

DS1

표현되는 부정적 정서가 희미
하고 발화량 자체가 부족함. 애
착대상과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의미있고 일관된 시도가 결여
되어 있음.

구급차 상황: [기분] 不好 안 좋아요 (다른 기분은?) 没有 없어요
(모기 목소리로) [이유]因为看着妈妈病...有病왜냐하면 엄마가 아픈
걸 보니까, 아프니까.... (촉진) 不知道 몰라요 [대처방법]
..........................会哭 ..........................울어요

불안정

E-M4

애착 양상

불안비조직

DS3

아동은 3개 이상의 과제에서
비조직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마지막 분리와 재결합 과제에
서 아동은 부모와 근접성을 유
지하지 못함.

부정적 정서가 표현되는 듯하
나 애착대상을 통해 분리를 극
복하려는 시도가 거의 보이지
않음. 표현되는 부정적 정서는
그리움보다는 불안이 지배적임.
자기 역량이 강조되어 있음.

이야기 5(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然后他们已经死了，一直死的起不
来了。(왜 그랬을까?) 就是蜘蛛咬一口有毒，有毒时候会死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될까?) 哭了 (할머니는?)
哭了 그리고 얘네들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 거미한테 한입 물려서 독이 있어서, 독 있어서 죽
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될
까? ) 울어요. (할머니는?) 울어요.
할머니댁 상황: [기분] (질문 중 끼어들며) 以后？(就得和奶奶一起
生活。）一辈子？等奶奶都去世了怎么办？(어떨 거 같아요?) 很难
过... (질문 중 끼어들며) 이제는? (이제는 할머니랑 살아야 해요.)
영원히?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어떨 거 같아요?) 아주 속
상해요...[이유]
因为奶奶晕倒了，就她一个人在孤孤单单的小房子
里，因为那里朋友家都离她할머니家都很远。왜냐하면 할머니가 쓰
러져서 이 아이 혼자 고독하게 작은 집에서 살아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할머니 집에서 멀리 살고 있어요. [대처방법] 就在奶
奶家呆着 할머니 집에 그냥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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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7

DS3

H-B6

DS2
불안정
애착

I-F6

DS2

불안-

J-F4

회피

정서표현의 불일치성, 부정적
정서가 표현되는 듯 하나 자신
의 역량이 강조되면서 폄하되
는 경향이 보임.
DS2는 비임상 집단에서 희귀
함. 애착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거의 표현되지
않고, 기쁘다거나 웃는다는 등
긍정적 정서가 출현. 분리에 거
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임.
5번 병원상황에서도 긍정적 정
서가 출현하는 것은 흔치 않음.
DS2는 비임상 집단에서 희귀
함. 분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이고 정서 표현에
일관성이 없음. 긍정적 정서가
출현함.
아동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안
정애착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3개 이상의
과제에서 ‘몰라요‘라는 응답으
로 불안-회피 유형으로 분류됨

할머니댁 상황: [기분]就会..哭 음..울거에요. [이유] 因为嗯..就是一
辈子都要和奶奶住一起了，连一面妈妈都见不了了。왜냐하면,,영원히
할머니랑 살아야하고, 엄마를 한 번도 만날 수 없을테니깐요. [대
처방법]会努力长大见到妈妈。(몇 살 때 보러갈 거 같아요?) 二十几
岁。 빨리 커서 엄마를 만날 거예요. (몇 살 때 보러갈 거 같아
요?) 스물 몇 살.
구급차 상황: [기분] 笑 웃어요. [이유] 因为可以在家玩电脑 (촉진)
虚弱 (왜요?) 因为没有妈妈 (엄마가 없으면 어떨 거 같아요?) 在家
(OO이 엄마가 없으면 어떨 거 같아요?) 可以玩电脑
왜냐하면 집에서 컴퓨터 할 수 있잖아요.(촉진) 허약 (왜요?) 엄마
가 없어서요. (엄마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집에 있어요.(촉진)
컴퓨터 놀 수 있어요. [대처방법]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뭐해요?)
컴퓨터 놀아요.
구급차 상황: [기분] 会很好 아주 좋을 거예요. [이유] 因为她还有
她爸呢 왜냐하면 이 아이 아빠도 있으니깐요. [대처방법] 因为还有
爸爸陪我们去玩啊，去游乐场玩啊 왜냐하면 아빠가 저희 같이 놀러
갈 수 있으니까요. 놀이공원 가서 놀죠.
이야기 3(내방에 괴물이 있어요): ........咬 ........물어요（咬谁呢？누
굴 물어요?） 咬小孩 아이를 물어요. (그렇구나, 엄마는 어떻게 할
까요?) 음..몰라요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把怪物弄走 괴물을 보
내버려요. (그렇구나,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 安全 안전

아동은 충분한 라포형성과 지
속적인 촉진에도 애착면담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음
* E-M4, J-F4, K-F4 세 명의 미취학 아동은 ASCT로, 나머지 초등학령기 아동은 SAT로 애착을 측정함.

K-F4

미분류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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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및 방법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설
문지로 조사하고, 아동과 어머니 대상으로 공동 이야기 구성과제를 실시
하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절차는 서울대
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IRB No.1705/003-010).

(1) 아동-어머니 공동이야기 구성과제
이 연구에서는 유아와 아동이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어머니 공동이야기 구성과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어
머니 공동이야기 구성과제는 두 개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과제
는 자전적 정서사건 대화(Autobiographical Emotional Events Dialogues.
AEED; Koren-Karie et al., 2003)이다. 이 과제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에
게 “기쁜”, “슬픈”, “화난”, “무서운”, “안전한” 기분을 나타내는 표정과
각각의 감정 이름이 있는 다섯 장의 정서카드를 제시하고, 아동이 각각
의 카드에 있는 감정을 느꼈던 구체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아동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안전한

슬픈

무서운

<그림 Ⅳ-2> 정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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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화난

두 번째 과제는 공동 이야기 과제(Joint Story-Telling Task, JST;
Gini, Oppenheim & Sagi-Schwartz, 2007)로 <표 Ⅳ-4>와 같이 개발되
었다. 이 과제는 다섯 장의 그림으로 구성된 동화책을 보면서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제이다. 이 과제는 Oppenheim(1996)의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된 Gini와 동료들(2007)의 공동이야기 과제(JST)
중 일부를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아동-어머니 상황을 구성하였다.
사전조사에 사용한 ‘집 앞 이야기’ 동화는 Labov(1972)의 고전적인 이야
기 설명에 따라 구성한 Gini와 동료들(2007)의 이야기 과제의 스토리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해당 이야기에 적합한 그림을
개발하였다. 공동이야기 과제(JST)는 7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도입, 복잡화, 절정, 해결, 종결부의 전개과정별로 1개의 장면
으로 단순화하여 총 5개의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사후 조사에 사용한 ‘놀
이터 이야기’ 동화는 연구자가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적합한 그림을
개발하였다. 이 과제는 장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스크립트가 제공되지
않고,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대상이 등장하는 그림 동화로 구성되어 아
동과 어머니가 자유롭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며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아동과 어머니는 동화책에 등장하는 주인
공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느끼는지를 대화하는 과정에
서 정서적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아동-어머니의 공동 이야기 과제는 기쁜, 슬픔, 분노, 공
포, 놀람, 혐오, 죄책감, 흥분/흥미 등의 다양한 정서(Garner, Dunsmore
& Southam-Gerrow, 2008), 또는 질투심, 라이벌, 공격, 제외(배제), 상
실,

죄책감,

분리와

재결합과

관련된

내용(Oppenheim,

Emde

&

Wamboldt, 1996) 등 얼굴 표정과 행동이 풍부하게 표현된 동화책이 사
용되거나

모호한

표정자극의

그림

과제(Gini,

Oppenheim

&

Sagi-Schwartz, 2007)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전적 정서
사건 대화 과제를 통해 제시된 구체적인 5가지 개별 정서에 대한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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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대화 정보를 평가하고, 얼굴표정 자극이 없는 그림과제로 개발
된 공동 이야기 과제를 통해 모호한 정서자극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 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과제의 내용과 상황 구성은
아동학 박사 2인과 유아교육 박사 1인이 그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표 Ⅳ-4> 아동-어머니 공동이야기 과제 구성
과제명

사
전
과
제

사
후
과
제

‘집 앞
이야기’
과제(Gini

장

전개

면

(a)도입(orientation)
(b)복잡화(complicati
ng action)

1
2

et al.,

(c)절정(high-point)

3

2007)

(d)해결(resolution)
(e)종결부(coda)

4
5

(a)도입(orientation)

1

‘놀이터

(b)복잡화(complicati

이야기’

ng action)

과제

2

(c)절정(high-point)

3

(d)해결(resolution)
(e)종결부(coda)

4
5

내용
아이가 학교(어린이집)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다
엄마가 늦게 온다는 것을 아이
가 알게 된다
아이가 밖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다
엄마와 다시 만난다
엄마와 아이가 집으로 들어간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모
래놀이를 하고 있다
친구들은 데리러 온 엄마와 함
께 떠난다
아이는 혼자서 모래놀이 앞에
앉아있다
엄마가 아이를 부르며 온다
아이와 엄마가 같이 걸어간다

아동-어머니 공동이야기 구성과제는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의사소
통의 질과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AEED(Koren-Karie et al., 2003)의 코
딩지침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의 응답을 7개의 하위척도에 1∼
9점으로, 아동의 응답을 7개의 하위척도에 1∼9점으로, 아동과 어머니의
공동 점수를 1∼9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각 하위척도는 <표 Ⅳ-8>와
같다. 이 척도는 어머니와 아동의 양자적 상호작용의 수준 차이와 내러
티브를 공동으로 구성하기 위한 각각의 기여도에서의 차이를 평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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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되었다. 이 척도는 어머니의 도움이 정서적, 인지적으로 아동에게 얼
마나 민감한지에 대해 평가한다.
아동-어머니의 공동이야기 과제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
통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아동,

공동

점수를 구성하였다

(Koren-Karie, Oppenheim & Getzler-Yosef, 2008). 하위 영역 중 경계
해체와 적대감은 역코딩하여 높은 점수가 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나타
내도록 하였다. 어머니 점수와 아동 점수는 7개의 하위 척도의 각 점수
를 합하였으며, 공동 점수는 2개의 하위 척도 점수를 합산하였다. AEED
의 총합에서 더 높은 점수가 더 정서적으로 조화로운 대화를 나타낸다.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의

Alpha)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 계수(α)는 어머니 점수는 .80, 아동용 점수
는 .91, 일관성 총합은 .91로 비교적 높았다.

<표 Ⅳ-5>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구성과제의 하위 척도
어머니 점수(mother’s scales)
1. 초점의 변화(shift of focus)
 1점: 초점의 변화
 3점: 초점 유지의 어려움
 5점: 초점 유지가 조금 어려움
 7점: 대화가 집중됨
 9점: 최대의 초점
2. 경계 해체(boundary dissolution)
 1점: 명확한 경계
 3점: 경미한 경계 해체
 5점: 한 개의 명확한 경계 해체
 7점: 경계 유지의 어려움
 9점: 높은 수준의 경계 해체
3. 수용과 관용(acceptance and tolerance)
 1점: 수용과 관용의 부족
 3점: 낮은 수준의 수용과 관용
 5점: 보통 수준의 수용과 관용
 7점: 높은 수준의 수용과 관용
 9점: 매우 높은 수준의 수용과 관용
4. 적대감(hostility)
 1점: 적대감 없음
 3점: 최소의 적대감

아동 점수(child’s scales)
1. 초점의 변화(shift of focus)
 1점: 초점의 변화
 3점: 초점 유지의 어려움
 5점: 초점 유지가 조금 어려움
 7점: 대화가 집중됨
 9점: 최대의 초점
2. 경계 해체(boundary dissolution)
 1점: 명확한 경계
 3점: 경미한 경계 해체
 5점: 한 개의 명확한 경계 해체
 7점: 경계 유지의 어려움
 9점: 높은 수준의 경계 해체
3. 수용과 관용(acceptance and tolerance)
 1점: 수용과 관용의 부족
 3점: 낮은 수준의 수용과 관용
 5점: 보통 수준의 수용과 관용
 7점: 높은 수준의 수용과 관용
 9점: 매우 높은 수준의 수용과 관용
4. 적대감(hostility)
 1점: 적대감 없음
 3점: 최소의 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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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적은 적대감
 5점: 적은 적대감
 7점: 어느 정도의 적대감
 7점: 어느 정도의 적대감
 9점: 매우 강한 적대감
 9점: 매우 강한 적대감
5. 참여와 상호호혜(involvement and 5.
협력과
상호호혜(cooperation
and
reciprocity)
reciprocity)
 1점: 부적절한 참여와 상호호혜
 1점: 부적절한 참여, 협조와 상호호혜
 3점: 낮은 수준의 참여와 상호호혜
 3점: 낮은 수준의 참여, 협조와 상호호혜
 5점: 중간 수준의 참여와 상호호혜
 5점: 중간 수준의 참여, 협조와 관심
 7점: 대부분 높은 참여와 관심
 7점: 대부분 높은 참여, 협조와 관심
 9점: 높은 수준의 참여, 관심, 상호호혜
 9점: 높은 수준의 참여, 관심, 상호호혜
6. 부정적 정서의 마무리(closure of 6. 부정적 정서의 해결(resolution of negative
negative feelings)
feelings)
 1점: 부정적 감정을 고양
 1점: 해결 없음과 부정적 감정 고양
 3점: 긍정적 해결 없이 이야기 종결
 3점: 해결의 부족
 5점: 긍정적 종결이 안 될 수 있음
 5점: 다소 해결됨
 7점: 긍정적 종결에 대한 강조
 7점: 충분한 해결
 9점: 아동 역량에 대한 강조로 종결
 9점: 높은 해결
7. 상호작용의 구조화(structuring of the 7. 이야기의 구체화(elaboration of the
interaction)
stories)
 1점: 구조화의 부족 혹은 과장
 1점: 구체화의 부족 혹은 과장
 3점: 불충분한 구조화
 3점: 구체화의 과잉 혹은 부족
 5점: 충분한 구조화
 5점: 충분한 구체화
 7점: 좋은 구조화
 7점: 좋은 구체화
 9점: 최상의 구조화
 9점: 최상의 구체화
전반적인 점수(Overall scales)
1. 이야기의 적절성(adequacy of the 2. 일관성(coherence)
stories)
 1점: 부적절
 1점: 일관성의 부족
 3점: 적절성의 부족
 3점: 낮은 일관성
 5점: 충분한 적절성
 5점: 중간 정도의 일관성
 7점: 좋은 적절성
 7점: 충분한 일관성
 9점: 최대한의 적절성
 9점: 매우 일관됨

(2) 분리불안검사

분리불안검사는 반구조화된 투사적 면접법으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
지 애착과 관련된 아동의 사고와 감정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의 분리불안검사 도구는 청소년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12
가지 그림에서 시작되었다(Hansburg, 1972). 이 도구는 유아기부터 청소
년기까지의 애착안정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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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완되며 사용되었다(Aviezer et al., 2002; Kerns et al., 2000).
이 연구에서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의 만 6∼11세 아동에게 발달적 문
화적으로 적합한 그림자극을 구성하기 위해 원저자인 Hansburg(1972)의
그림 중 3가지와 Slough 와 Greenberg(1990)의 그림 중 3가지를 선택한
뒤 수정하여 남아용으로 사용한 최은정(2014)의 도구를 여아용으로도 수
정하여 남아용과 여아용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그림은 선행연구와 동일
하게 경미한 분리 상황 3가지와 심각한 분리 상황 3가지로 구성하여 분
리 강도에 따른 정서적 반응 변화를 살펴보았다. 면접자는 아동에게 그
림을 보여주면서 <표 Ⅳ-6>과 같이 정해진 이야기 서술 지침에 따라
그림의 배경, 분리 상황, 아동의 상황에 대한 세 개의 문장으로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림을 설명한 후 면접자는 아동에게 세 가지 질문
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지금
그림 속 아이는 어떤 기분일 것 같니?”이다. 두 번째 질문은 감정의 정
당화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으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느낄까?”이다. 세
번째 질문은 아동의 대응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제 이 아이
가 무엇을 할 것 같니?”이다. 아동의 응답은 모두 녹음한 뒤 전사하여,
면접 시 태도, 면접 시 받은 인상, 기타 특이사항은 면접 직후 모두 기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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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분리불안검사의 그림자극 내용
그림

면접자의 이야기 서술
-선생님이 ○○이에게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질문을 할 거에요. 여
기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맞거나 틀리는 대답이 없어요. 그림을 잘

사전설명

보고 ○○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해주면 되요. 그림에 뒷모
습이 보이는 아이가 있지요? 여러분과 같은 (

)살 남자(여자)친구이

고, 이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이 아이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1
전학

(미취학: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교실에 데려다 주고 가려고 해요.
-아이는 엄마와 헤어져서 처음 보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요.
-이 아이의 엄마, 아빠와 함께 공원에 왔어요.

2
공원

3
저녁식사

4
여행

5
구급차

6
이별

-엄마는 아빠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 저 쪽에 가서 놀고 있으라
고 하셔요.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봐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와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와 저녁식사를 하고 올 테니 집을 보고 있으라고 하셔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식사하러 나가시는 것을 봐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와 집에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한달 동안 여행을 다녀올 거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선물
을 주셔요.
-아이는 엄마가 아빠와 여행을 떠나시기 전 선물을 받아요.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려고 해요.
-아이는 엄마가 구급차에 실리시는 것을 봐요.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에 갔어요.
-엄마는 아이가 이제부터 계속 할머니 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셔
요.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서서 버스를 타고 떠나려는 엄마를 봐요.
(1,2,3: 경미한 분리 / 4,5,6: 심각한 분리)

애착 유형 분류 기준은 Resnick(1993)의 코딩 지침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14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 사용되었으나 북한이탈가정 아동
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만 6∼10세의 아동들에게도 이 코딩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김희정, 2015). Resnick(1993)의 코딩 지침에 따
라 각 아동의 응답을 9개의 하위척도7)에 1∼9점으로 점수화한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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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리 상황 각각의 응답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경미한 분리에서
심각한 분리로 넘어갈 때의 정서적 반응 변화, 아동의 면접 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9개 하위 척도는 [부록 4]와 같
다.
다음으로 거부/애착의 평가절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자기비난, 압
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근거하여 다시 10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안정애착은 하위척도별 점수 분포에 따라 5개의 하위 유형(F1,
F2, F3, F4, F5)으로 분류되었다. 회피적 애착의 특성이 일부 관찰되는
아동은 거부/폄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F1
혹은 F2로 분류하였다. 양가적 애착의 특성이 일부 관찰되는 아동은 자
기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F4 혹은 F5로 분류하였
다. 회피적 애착이나 양가적 애착의 특성이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안
정애착 아동은 F3으로 분류하였다.
불안정애착은 회피적 애착(DS)과 양가적 애착(E)으로 분류하였다. 회
피적 애착 아동은 거부/폄하, 저항/억제, 감정의 전가 척도의 점수 분포
에 따라 DS1, DS2, DS3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양가적 애착 아동은 자
기 비난, 압도된 분노 척도의 점수 분포에 따라 E1 또는 E2로 분류하였
다. 분리불안검사를 실시한 10명의 애착유형 분류는 1인의 아동학 박사
와 1인의 유아교육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3) 애착이야기 완성과제
이 연구에서

만 4∼5세 미취학 아동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Bretherton과 동료들(1990)의 애착이야기 완성 과제(Attachment Strory
Completion Task: ASCT)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진숙(2001)의 척도를 사

7) 9개의 하위 척도는 정서적 개방성과 부정적 정서, 거부/애착의 평가절하, 자
기비난, 저항/억제, 압도된 분노, 감정의 전가, 불안: 낙관론/비관론, 발화일관성,
문제해결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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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ASCT는 <표 Ⅳ-7>과 같이 애착관계에 대한 유아의 정신적
표상을 측정하고자 아래 1개의 워밍업 이야기와 5개의 애착관련 주제의
이야기가 사용된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인형 가족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워밍업과 5개의 애착관련 주제의 이야기가 표준화된 원안(protocol)에 따
라 제시한 후 아동에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거나 이야
기 해주겠니?” 라고 말하면 아동이 인형가족과 소품을 사용하여 그 다음
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제시된 핵심주제에 대하여 아동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비지시적 자극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수행하도록 촉진하였다. 애착이야기 완성 과제의 모든 과
정은 오디오로 녹취하였으며 아동의 비언어적 반응은 모두 면접 후 기록
하였다.

<표 Ⅳ-7> 애착이야기 완성과제의 애착관련 주제
순서

애착이야기

애착관련주제

워밍업

생일파티 이야기

이야기1

주스를 엎질렀어요

이야기2

무릎을 다쳤어요

이야기3

내 방에 괴물이 있어요

이야기4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요

분리불안과 대처능력

이야기5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재결합 시 아동의 행동

아동과의 관계에서 애착대상의 권위
애착과 보호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고통
애착과 보호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두려움

아동의 애착유형의 분류는 Bretherton과 동료들(1990)의 지침에 근거
하여 이루어졌다. 애착 유형은 안정, 불안정 회피, 불안정 비조직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각 이야기에 대한 평정을 한 뒤, 5개의 이야기 전체에 대
하여 Bretherton과 동료들(1990)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각 사례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였다. 안정애착은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의 주제를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해결하거나, 한 두 개의 이야기에 대해서 회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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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불안정 회피애착은 3개 이상의 이야기
에 대해서 강하게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불안정 비조직애착
은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
이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안정 이야기 2개, 불안정
회피 이야기 2개, 불안정 비조직 이야기 1개)에는 미분류된 사례로 처리
하였다.

(4)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Shields와 Ciccnetti(1997)의
ERC(Emotional Regulation Checklist)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정서 조절이 잘 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 간의 변별을 목적으로
하며 정서적 불안정성(LN, Lability/Negativity)과 정서통제(ER, Emotion
Regulation)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24문항, 5점 리커트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안정정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유발 및 공격적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 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
는 것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는 김성애의 선행연구와 같이 하위요인인
불안정정서 문항을 모두 역채점하여 안정적 정서를 뜻하도록 하였다. 한
편 정서통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Ⅳ-8> 정서조절 능력 검사도구의 구성 및 Cronbach’s α
하위요인
안정적 정서
정서통제

문항번호
2*, 6*, 8*, 10*, 12*, 13*, 14*, 16*,
17*, 18*, 19*, 20*, 22*, 23*, 24*
1, 3, 4, 5, 7, 9, 11, 15, 21

*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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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70
.72

(5) 표현어휘력검사
아동의 발화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조사의 특성상 분리불안검사와 아동
-어머니 공동이야기구성 과제에 미치는 아동의 표현어휘능력을 통제하
기

위하여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의 하위 검사인 표현어휘력검사를 중국어로 번
안하여 실시하였다. REVT는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이 개발한 검사로 만 2세에서 18세 이상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
며 검사대상자의 어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6) 면담 질문

사전면담 질문은 <표 Ⅳ-9>와 같다. 사전면담 문항은 성인애착면접
(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 George, Kaplan & Main, 1996) 중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일부 문항이며, 사후면담 질문은 아동의 정서적
경험, 아동의 탈중 과정에서의 정서적 경험, 어머니 경험과 자녀 정서와
의 관계, 프로그램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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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어머니 면담 질문
시기

하위 요인

면담 질문


어머니
사전

아동기 경험

떻게 했었습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

(성인애착면접

까? 부모로서는 훈육을 위해서 그랬다거나 장

문항)

난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위협적으


로 느꼈을 수도 있는 기억도 포함됩니다.
아동의 성장환경(가정, 학교, 동네)은 어떠했나
요?

아동의 성장기
정서적 경험



가정 내 가족들의 정서표현은 어떠했나요?

아동의




어머니의 훈육방법은 어떠했나요?
탈중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적 경험은 어떠했

탈중과정에서

사후

‘어릴 때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

나요?

의 정서적



아동의 가정 내 정서적 경험은 어떠했나요?

경험




아동의 현재 정서적 경험은 어떠한가요?
어머니의 북한, 중국에서의 경험은 자녀의 정

어머니의
경험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동과의 분리되거나 이별한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

영향


각하시나요?
프로그램 이후 자녀에게 변화된 점은 무엇인
가요?

프로그램



효과

프로그램 이후 어머니에게 변화된 점은 무엇
인가요?



프로그램 이후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4) 자료 분석 방법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Creswell과

Clark(2011)이

제시한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을 적용하였다. 양적 분석은 탈북가정 아동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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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0.0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서 아동에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 후의 아동
의 정서조절능력과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통의 질 점수의 변화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고자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Wilcoxe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
은 각 집단 크기가 30 이하이고, 집단의 비정규분포성 분포를 보이고 있
는 경우에 사전-사후검사의 대응표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애착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무선할당된 통제 실험에서 프로
그램을 검증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효과
적인 개입을 완성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장래 사용자가 그 개
입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구체적인 질적 데이
터와 과정 검증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최근 Allen과 Armstrong(2014)
는 증거 기반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에 대한 질적 자료와 설
명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가정 아동의
성장배경과 경험이 동질적이지 않고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애착
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을 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세밀하게 살펴
보려는 연구이므로 혼합연구를 통한 결과 분석이 적절하다.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 결과가 갖는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
며, 프로그램 실행 과정과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프로
그램 참가자들의 면담내용, 매 회기별 프로그램 회기 보고서, 사후 면담
으로부터 얻은 내용에 기초하여, Downe-Wamboldt(1992)의 내용분석 방
법(content analysis)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자료를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여 읽으면서 자료 중에서 핵심 생각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 있
는 문장들을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별도의 표시한 문장들을 상호 연결하
여 보다 추상성이 있는 문장이나 구로 분류하고 추상성이 있는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주화된 주제들을 다시 분석하고 통합하여
최종 주제로 도출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
보하기 위하여 Sandelowski(1986)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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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 감사가능성, 적합성, 확인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하여 부모 및 아동의 동의를
얻어 면담 및 수업내용을 녹취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녹취된 자료를
전사하여 프로그램 활동 장면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주요 활동을 기록하
였다. 아동의 대화 내용 중 나타나는 행동과 특이점에 대해 기록하였다.
부모교육 회기가 끝나면 어머니를 상담하여 아동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
나 아동의 정서표현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면담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모두 음성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10> 수집자료
분류
1

아동 면담

2

부모 면담

내용
문장완성검사(사전/사후)
어머니 아동기 정서적 경험과 대처방
법, 아동의 정서적 환경, 아동의 일상,
특별했던 일, 문제행동 및 변화된 점,
어머니의 아동기 정서적 환경
정서적 표현의 특성 및 변화, 프로그램

3

4

프로그램 회기 녹

몰입정도, 정서, 의미있는 대화, 이전

음 자료

회기에 비해 특징적인 점, 활동 내용

과제

평가,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어머니와 이야기 나누기‘ 과제 내용

5) 연구자

이 연구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연구대상의 심리 정서적인 면을 다
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탈북어머니
에 대한 경험적 문화적 특성, 부모 자녀간 역동, 외상 관련 지식 등에 대
한 이해와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은 연구자가 주진행자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상담사 3급(한국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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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청소년상담사 2급(보건복지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2012년부
터 탈북가정 아동·청소년 공부방에서 수년 간 교사와 상담 멘토로 활동
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과 자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어머니와 아동들을 현장에서 지속
적으로 만나왔다.
프로그램 진행은 중국어 사용 아동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프로그
램 진행을 위해 아동학 석사과정 중에 있는 중국어 강사와 동반 실시하
였다. 중국어 강사는 보조진행자이자 동시통역사로 참여하였으며, 중국어
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중국 출생 아동의 심리 정서적 특성과 중국 문화
에 대한 이해가 높아 아동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중국어 강
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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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및 해석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적용 전·
후와 프로그램 과정에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인식, 정서표
현, 정서적 의사소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한다. 결과에서 나타난 효과는 <그림 Ⅳ-3>과 같다.

연구
문제
1-1.
정서인식의
변화

프로그램 전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한된 정서어휘,
정서표현기회

개입
➡  정서표현 신념 변화
➡

 정서어휘 및 정서표
현 증가

프로그램 후
➡

 정서표현에 대
한 긍정적 인식

➡  정서어휘출현

1-2.
정서표현의

 정서표현 억제

➡  정서표현 수용, 공감

➡  정서표현 증가

양적 변화
1-2.

 제한된 정서 조절

➡

정서표현의
질적 변화

 상호주관적 경험
부족

2-1.
의사소통
특징
2-2.
의소통의
변화

 의사소통 협력과
수용 부족

 애착 손상

➡

➡

➡

 일차적 애착 욕구와
기분에 대한 접근
 관계에 대한 조망수
용
 조망수용과 욕구 신
호화의 증가
 증가된 안전감과 반
영 능력

 애착 욕구 및
➡

기분의 가치평
가

➡  정서조절 증가

➡  협력적인 대화

➡

 양육자신뢰 증
가

<그림 Ⅳ-3> 프로그램 전·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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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능력의
증가

1)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의 변화

(1) 아동의 정서인식의 변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이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의 발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동들은 프로그램 초기 부정적 정서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은 나쁜 것이며 이를 참고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동이 자연스러운 정서
표현을 억제하고 왜곡시키며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
게 하였다. 아동들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연령별, 아동 특성
에 따라 프로그램 4회기까지 지속되기도 하였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슬픔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하는 것은 어
린 시절부터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 어머니로부터 무시
되거나 집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거나 체벌 받았던 경험과 관련되는데,
이는 아동에게 어머니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일으
키는 일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처치를 받은 아동들은 눈물을 억지로 참
는 것도, 나오지 않는 눈물을 억지로 흘리는 것도 어렵듯이 자신이 느끼
는 부정적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왜곡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수
용해야 함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연구자: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끼는 건 중요할까?
B-F11: 중요하지 않아요.(不重要)
A-M11: 중요해요.(重要)
D-F6: 중요하지 않아요.(不重要)
C-M7: 도대체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到底重要不重要)
B-F11: 중요하지 않아.(它不重要)
<A-M11, B-F11, C-M7, D-F6, 1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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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안전이, 소심이에요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재밌는
활동을 할 건데요.
A-M11: 저는 두 가지가 싫어요. (我不喜欢两个)
연구자: 어떤 두 가지에요? (不喜欢哪两个啊？)
A-M11: 슬픔과 공포가 싫어요. (不喜欢忧伤和害怕)
연구자: 왜요?(为什么啊？)
A-M11: 없으니까요.(因为没有啊)
연구자: 슬픔과 공포 느껴본 적 없어요? (你没有忧伤和害怕啊)
A-M11: 몰라요, 슬픈 적이 별로 없어서(不知道啊，没什么忧伤啊)
B-F11: 얘(슬픔이) 싫어요. 얘, 싫어요. (他讨厌，他讨厌)
<A-M11, B-F11, 1회기>
연구자: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혼날 때 무섭다는 친구도 있었고, 속상하다는 친구
도 있었고 괜찮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속상하고 슬픈 기분을
우리가 느껴도 될까요?
F-F7, G-F7, H-B6, I-F6, J-F4, K-F4 : 아니요(不应该)
<F-F7, G-F7, H-B6, I-F6, J-F4, K-F4, 1회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은 프로그램 2, 3회기에 화나는 기분을 표
현하면 안 된다거나, 화나는 기분을 표현하는 경우 자기 마음이 오히려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여 부정적 정서 표현이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 내가 화나는 기분 느껴도 될까요?
아 동: 안돼요, 왜냐하면 화내면, 마음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이 병 들게 해
서. 자기 마음에 안 좋아요.(不应该，因为你生气的话，就会把心，把自
己的，就会让自己的心有病，得病，对自己的心不好.)
<F-F7, 2회기>
연구자: OO이는 화나는 기분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 동: (숨 차는 목소리)그, 응, 그, 그, 만약에 화나면 말하면 안 돼요.(就是额，
要是，要是，要是生气的话不能说出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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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6, 2회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은 1회기에 ‘어머니가 숙제해야 한다고 소
리치고 혼내시면 어떤 기분을 들까?’ 라는 질문에 기분이 속상하지 않거
나, 기쁘다는 응답을 하였다. I-F6의 경우 설명하는 상황과 정서가 불일
치하는 양상을 보여 엄마가 때리는 상황이 ‘기쁘다’고 표현하고, 이야기
하는 동안 실제로 웃는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긍정적 정
서와 달리 아동의 문제해결방식은 ‘엄마를 속여서 숙제를 하지 않기’와
‘도망치기’ 로 부정적이거나 건설적이지 않다.
F-F7: 기분이 속상하지는 않아요(心情也不会难过.) (왜요?) 왜냐하면 숙제를
다 못한 건 자기 일이지, 엄마의 일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해야 하는 거
예요.(因为做不完作业，那是你自己的事情，不是妈妈的事情，谁都得
做的。)
I-F6: 엄마가 때리면 저 혼자 숙제를 해요. 저한테 잘해주실 때 저 숙제를 잘해
요. 그런데 어.저 엄마를 속여서, 속여가지고 가만히 숙제를 안 해도 돼요.
妈妈打我的话，我会自己写作业，对我好的时候，我好好写作业，但
是等着额，我可以骗，骗我妈偷偷不写作业. (중략)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 그 엄마가 때릴 때 우리가 도망치면 되잖아요. 엄마가 쫓아올 수
도 없고(就是还有一件事就是第二件事，嗯..妈妈打我的时候，我们可
以跑啊∼ 妈妈又追不上我)
연구자: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I-F6: 아주 좋죠∼ 그러면 저 혼자 밖으로 뛰어 나갈 수 있잖아요∼很好呀∼我
自己可以跑外面去啊∼
H-B6: 그래도 기뻐요还是开心
연구자: 왜 기뻐요?为什么开心啊？
H-B6: 왜냐하면 그것은 엄마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니까요. 因为那不是妈
妈的事，是我们自己的事。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숙제를 안 해서 엄마가 욕하더라도 우리는 울지 말고 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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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숙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 울지 말고 말썽 부리
지 말고, 그냥 숙제를 빨리 해서 검사 받고 나가서 놀고 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다가올 거예요.还有一个事就是，我们虽然没写作业，妈妈骂我们，我们也不
要哭，不要难过，因为那是，写作业是我们自己的事情，也不要哭，也不要
闹，就快点写完，检查一遍，玩完了，还是新的一天。
<F-F7, I-F6, H-B6, G-F7, 1회기>
저는 제일 화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욕하면, 저는 화나면 안돼요. 왜
냐하면 엄마는 저를 위해서,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욕하는 거니까요(我
是最不生气，因为就是我妈骂我的话，我也不应该生气，因为妈妈骂我都是
为了我好，让我学习好)
<G-F7, 3회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애착 정서를 표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I-F6은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 슬퍼할
수 있고 엄마가 자녀를 슬프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하여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애착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H-B6은 슬
픔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며 F-F7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연구자: 슬픈 감정이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I-F6: 아주 좋아요..왜냐하면 은주한테 이제는 슬픔이가 있어서 슬퍼할 수 있어
요. 은주 엄마가 은주가 슬프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很好...因为她有伤
心了她就能伤心了，她妈妈可以不让她伤心)
H-B6: 우리의 머릿속에는 슬픔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슬픔이가 없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생존할 수 없어요(我们的大脑里总得有伤心，因为没有了伤
心，大脑里的生存就没有)
F-F7: 왜냐하면 머릿속에 슬픔이 없다면, 만약에 엄마가 아프셔서 쓰러지면 슬픔
을 느낄 수 없고 기쁠 거예요. 그러면 안돼요. (因为人的大脑里面一点伤
心也没有的话，如果你妈妈病倒了你也不会伤心，你还是一样高兴，
那不行)
<F-F7, H-B6, I-F6, 1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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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초기에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은 교사나 성숙한 어른의
경우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아동들은 점차
부정적 감정이 자신 뿐 아니라 또래, 성인인 교사나 부모 모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은 자신
의 정서에 접촉하고 표현하는데 안전감과 자유로움을 느꼈다.
연구자: (중략) 이렇게 화내는 감정을 선생님도 느낄까?
아이들: 아니요
연구자: 왜요?
F-F7: 왜냐하면 선생님은 우리를 봐서 이미 기쁘니까 화낼 수가 없어요(因为老
师见到我们已经很高兴，不能再生气了)
연구자: 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수업 시간 친구들을 봐서 기뻐요, 그런데 선생님
이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낼까?
아이들: 会(네)
연구자: 맞아요. 선생님도 누가 선생님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선생님을 괴롭히면
선생님도 화가 나요. 우리 중국어 선생님 착하게 생겼죠? 그런데 중국어 선
생님은 화가 날까?
아이들: 会！ 不会！（F-F7) (네! 아니요!(F-F7))
연구자: 선생님이 이렇게 착하게 생기고 선생님인데 화를 낼까?
G-F7: 있어요
F-F7: 없어요
G-F7: 있어요. 다 있어요 .
<F-F7, G-F7, H-B6, I-F6, J-F4, K-F4, 3회기>

사전면담 시에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감정 어휘는 주로 “좋다”,
“나쁘다”로 정서어휘가 제한되고 분화되지 못하여 애매모호하였다. 아동
의 정서적 반응은 “나쁘지는 않아요”, “제일 화나지 않아요”와 같이 간접
적이며 간신히 나타났다. 아동은 각각의 감정을 느낄 때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반응을 알아보고 함께 팀을 나눠서 감정을 표정과 신체로 표현하는
처치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아동의 표현에 정서어휘가 출현하였다. 또한
아동은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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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용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정서인식의 단계는
이후 정서표현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아동은 어머니의 체벌이 자신의 잘
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온당한 것이며 이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불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갖게 하여 스스로 자신이 학대받
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게 할 수 있다. 또한 자기멸시, 부정적 자아개념
을 발달하도록 하며, 자신이 좀 더 완벽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히
자신을 통제하게 할 수 있다. 자기 체계가 손상되면 타인으로부터 독립
적인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의 바램, 욕구,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이문희, 이수림, 2013). 프
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아동은 자신이 혼나거나 체벌을 받으면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으로 변화되었다.

(2) 아동의 정서표현의 양적 변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의 양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회기별 정서표현의 양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준은 아동
이 수용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애착 정서를 활성화하고 양육자와 관련
한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일차적인 애착정서를 재경험하는 것이 정서
처리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 기초한다(Kobak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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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양의 변화
아동
1
2
3
4
5
6
7
8
9
10
11
합계

1회
19
26
5
4
10
20
13
9
18
4
2
130

2회
34
45
25
3
8
46
39
24
31
3
3
261

프로그램 회기별 정서표현 양
3회
4회
5회
63
70
68
41
85
80
33
27
63
12
21
50
24
14
35
27
37
52
32
36
50
16
17
18
29
25
43
4
19
11
1
10
5
282
361
475

6회
45
42
28
22
28
40
47
31
28
19
12
342

합계
299
319
181
112
119
222
217
115
174
60
33
1851

* 아동의 정서표현양은 프로그램 녹취록 스크립트에서 아동이 자신의 애착관련 정서 인
식, 정서표현, 정서적 경험을 표현한 아동의 진술 양을 합산하였다.

<그림 Ⅳ-4>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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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양의 추이를 <그림 Ⅳ-4>에서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 아동 모두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으
로 표현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양의 증가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중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대상이 제한된 제3
국 출생 아동이 수용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
이 아동의 정서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양을 미취학, 초등저학년, 초등고
학년 아동의 연령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그래프에서
넓은 점선으로 표시된 미취학 집단(E-M4, J-F4, K-F4)은 아동의 정서
표현 분포가 전반적으로 그래프 하단에 위치하여 정서표현에 가장 취약
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학 집단 아동의 정서 어휘 및 정서표현
능력 발달의 수준이 가장 낮으며 특히 어린 연령 아동이 내재화 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프로그램 초기 자신의 정
서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거나 위축되었던 미취학 아동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초기 양에 비해 20배에 가까운 표현양의 증가를 나타내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이 미취학 아동은 정서표현양의 변화 비율은 높지만,
절대 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양상을 보였다.
초등고학년 집단은(A-M11, B-F11) 그래프에서 좁은 점선으로 표시되
었으며 정서표현양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다. 이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초반부터 정서표현양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고 4회기는 가장 많은 양울
나타내어 정서표현이 포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연령효과 이외에도 두 명
모두 안정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 안정애착 유형 아동의 정서 특성인 부
정적 정서에 대해 개방적이고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큰 향상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집단에게 4회기는 정서표현
의 최고점(peak point)이자 변곡점(inflection point)의 의미를 갖는다.
초등저학년 집단은(C-M7, D-F6, F-F7, G-F7, H-B6, I-F6) 프로그램
초반인 2회기에 정서표현양이 증가하였고 다소 감소하다가 5회기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동들은 충분한 사전 라포형성 과정과 1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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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소개 회기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안
전감을 획득하였고, 2회기의 안전감과 불안전감을 비교하면서 정서표현
양이 상승하였다. 이 연령 집단 아동은 모두 회피애착 유형으로 2회기에
진행된 안전, 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감의 증진이 아동들의 정서표현
양을 늘리는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회기와 4회기에서 아
동들의 분노, 두려움 회기에서는 다소 표현양이 줄었으나. 슬픔과 분리불
안을 다루었던 5회기에서 아동들은 인형극을 통해 자신의 불안과 슬픔에
대한 애착 손상의 내러티브를 자유롭고 충분히 표현하였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애착 에피소드에 대한 내러티브의 증가,
즉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경험을 구두로 표현한 양의 증가는 회피애
착 유형이 갖는 정서적 억압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이다. 아동이 자신의
부적 정적 정서경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수록 정서처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Jaeger et al., 2014)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양이 증가하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아동의 정서 표현의 질적 변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의 질적 변화를 살펴본다. 프로
그램 과정에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안전감으로, 만연한 분리불안과 유기공포가 안전감과 어머니 가
용성에 대한 신뢰 증가로, 체벌로 인한 정서적 억압은 애착정서에 대한
가치 평가로, 아버지 상실과 부모갈등으로 인한 혼란은 애착 정서에 대
한 가치 평가와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으로 변화되었다.

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

탈북어머니는 중국에서부터 자신의 신분을 자녀에게 밝히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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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탈중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자녀에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신분이 혹시 노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녀가 이해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동들은 예기치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중 과정을 겪어 공포심이 더욱 컸을 것이다. 앞으로 일
어날 일이 예측 가능할 때 아동들은 갈등과 역경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
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덜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F6 어머니의 보고에서처럼 아동은 탈중 과정에
서 자신이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총을 든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E-M4는 중국에 가라는 어
머니의 이야기에 중국에 가는 경우 또 그런 무서운 방식으로 가야 하는
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하였다.
그래, 무슨 죄를,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하고, 물어
보더군요. (웃음) 거기는 제가 할 말이 없고, 거기에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간다고만(웃음), 이게 그저, 하나의 로정으로 한국 가자니깐 하나의 노정
에 속했다고만 하고요, 그저 거기 들어가서도, 계속 어째 자기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은 총을 가지고서 총을 왜, 우리를 지켜야 되는가 하고, 계속
물어보는데요, 또 태국, 거기서도요, 수용소에서도요,
<I-F6 어머니, 사후 면담 자료>
그런데도 그게 그 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제 중국에 나갈 때 또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야 되는가?
<E-M4 어머니, 사후 면담자료>

탈중 과정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단한 여정이지만 특히 어린 아
동에게는 그 어려움이 배가된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은 수개월
에 이른다. 성인이 혼자 오기도 힘든 긴 여정에서 아동이 경험한 불안과
공포는 프로그램의 회기가 거듭되면서 아동의 이야기에 지속적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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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 그..제가 한국에 올 때 산을 넘었는데, 그 저녁에 늦은 밤에, 저는 뱀이 있
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배도 탔는데, 배에서 떨어 질까봐 무서웠어요.
(就是我来韩国爬山的时候，就是很晚了，我就害怕有蛇，然后我还坐
船，害怕掉下去)
연구자: OO이 무서웠겠다. 그래서 OO이 어떻게 했어요?
아 동: 음...저는 빨리 빨리 걸어야죠(음.. 我还得快点走啊)
<D-F6, 4회기>
그 여기 오기까지 저희 산을 넘어야 해요. 산을 넘을 때 힘들고 미끄럽고, 미끄러
울 때, 밤, 밤이 되어 산을 오를 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안전감도 없고요(就是
来，到这儿之前我们都得爬山，爬山的时候，又累又很滑的时候，黑天，黑
天的时候爬山就是很害怕，就没有安全感.)
<F-F7, 2회기>

아동들은 수용소에서 총을 들고 있는 사람, 쇠사슬을 차고 있는 사람,
손바닥이 찍힌 수용소 벽, 밤마다 천천히 걸어 다녔던 결핵 걸린 언니
등 수용소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악몽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아동은 수
용소에서 어머니의 결핵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여러 날 울고 불안했다
고 하였다. 어머니가 결핵으로 판정되면 어머니와 분리될 수 있고 혼자
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그 귀신이 그 뛰는 귀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 듣고는, 사실 태국에서도 아주 무서
웠었어요. 그 손자국이 막 있고, 화장실에도 다 있어요. 화장실 그리고 우리 벽에
도 그 사람 손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감옥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 사람이 아
주 많아요. 다 우리처럼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안 친구 OO 걔네들 그리고 간 여자아이 있는데, 그 애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나서 , 잘 때,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어떤 폐결
핵 걸린 언니가, 그 언니는 아직 못 왔어요. 몇 달 거기 있는데 아직도 안 왔어
요. 그 언니가 계속 거기서 걸고 걸어요. 왜냐하면 폐결핵 걸려서 우리가 자고 나
서야 천천히, 천천히 걸으니까, 그리고 저는 악몽을 꿨어요. 그 머리 없는 귀신이
꿈에서 저를 잡는.(就是鬼地上蹦蹦蹦蹦那个鬼，完了讲完那个呢，其实在泰
国也挺害怕的，就是有手印子按在那块儿，卫生间都有，卫生间还有我们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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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都有按的那个人手印，完了然后呢，那里就是监狱那种形式的，那里有很
多人，而且都是我们去韩国的人，完了那里有我认识的同学王博他们几个，
他们走了有个小女孩，她给我讲了给了个故事，而且她讲了之后，睡觉的时
候，别人都睡着了，就是一个得肺结核的姐姐，她现在还没过来呢，都呆好
几个月了，她到现在还没过来，她就在那儿那个一个劲儿走，一个劲儿走，
因为她得肺结核，只能等着我们睡觉了，她慢慢慢慢的走，完了之后呢，我
就被做噩梦了，就那种掉头鬼的梦抓我。)
<B-F11, 2회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은 수개월동안 계속적으로 낯선 환경에 노
출되면서 이로 인한 피로감과 통제된 환경으로 인한 긴장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아동은 프로그램 초반 낯선 곳에 대한 불안감을 보고하여 탈중
과정에서의 불안이 입국 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F-F7은
낯선 곳에서 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G-F7은 엄마가 집 밖으로 내
쫓을 때 누군가 자신을 납치하게 되고 엄마가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F-F7: 어느 날 만약에, 어느 날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걷다가 길을 잃
어 집을 찾지 못하면 안전감이 없을 거예요.(有一天当有，有一天你刚来到这
里，你什么都不知道，自己走，走丢了，找不到家，你也会没有安全感)
<F-F7, 2회기>
G-F7: 아, 제가 어느 날 옷을 잃어버렸는데, 저의 엄마가 주워가지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에 엄마가 물건 잃어버리면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저
는 불안전했어요. 만약에, 만약에 누군가 저를 훔쳐 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되면
저의 엄마가 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就是嗯，我有一天丢了皮衣，我妈捡
到了也不告诉我，然后我妈说丢东西回不了家，我就感觉到不安全，如果，
如果有人把我偷走了怎么办啊，那样我妈就找不到我了.)
<G-F7, 2회기>

A-M11은 사전면접에서 자신은 탈중 과정에서 전혀 무서운 것이 없었

- 103 -

다고 자신의 역량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한 아들을 대견하
게 생각하였고 가파른 산을 넘으면서도 앞서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의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A-M11은 프로그램 4회기부터 자신이 얼
마나 두려웠는지에 대해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그거, 그거 아니야, 이거 너 뭐 무서워, 우리 그 올 때는 (那个不是那
个， 这个你看害怕是呢，咱们那个过来时呢)
A-M11: 여기 올 때 뭐가 무서워(过来时候害怕啥啊)
어머니: 그럼 뭐야(那啥啊)
A-M11: 올 때 괜찮았는데, 무서운 적 없어(过来时挺好的，我没害怕过 )
<A-M11, 사전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과제>
생각해볼게요, 그 산에 오를 때 이미 엄청 무서웠어요. 봐요, 산에 오를 때 어두컴
컴하지 (이해 못함) 그리고 나서 오토바이 탈 때 더 무서웠어요, 그 기사아저씨가
오토바이를 이상하게 운전해요. 막 좌우로 흔들고, 그리고 그 플래시는 가속 페달
을 밟아야 켜져요. 그래서 한번 밟으면 뻐얼하고, 페달을 한번 밟을 때마다 속도
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엄청 꾸불꾸불 많이 돌아가고, 길도 미끄럽고 (이해 못함)
떨어질 뻔했어요. 놀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길막이도 없고 낭떠러지고, 그 길은
엄청 무서웠어요. 그리고 배 탈 때도 너무 흔들 흔들거리고, (중략) 강을 한참 건
너다가 강이 점점 깊은 거예요, 그래서 건널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
었어요.(想一想，就是爬山的时候已经够害怕了，看看，爬山的时候很黑，
（이해 못함) 完了就坐摩托车的时候，更害怕，那摩托车司机骑的不老实，
晃哟晃，然后那灯是踩上油门才能开，踩了ber儿一下子，然后一踩住就可
快了，然后拐了弯还挺多，还滑，(이해 못함) 差点没掉下去了，都吓死我
了，而且都没有挡着的，都是崖，那路特别害怕，完了就坐船么，摇摇晃晃
的，游到一半可深可深了，就过不去了，差点儿没淹那儿)
<A-M11, 4회기>

아동들은 프로그램에서 탈중 과정에서의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하고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전감을 얻었다. 신뢰로운 타인에 의
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 반영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의 표현이 점차 줄어들었다. 유치반 아동의 경우 불안 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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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로그램 초기 어린이집 등·하원과 외출에 대한 불안 등 심한 분리불
안을 호소하였다. J-F4는 사전 문장완성검사에서 표현된 불안이 사후 검
사에서 일상적인 고민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어디를 갈려면 혼자 갈려고 안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갈려고 하고,
그런 게 나아졌고요, <E-M4 어머니, 사후면담>
J-F4의
문장완성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_________________
걱정하는

것.......은음..............밖에

나가는

것(担心的......是

음...........出去外头)
제가 안 이쁠까봐 걱정되고, 그리고, 그리고 공부 못하고
그럴까봐(担心是我不好看，然后，然不学习，嗯，我啥也不看
见)

② 만연한 분리불안, 유기공포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에서 지속적인 분리불안과 유기
에 대한 공포가 나타났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중국에서부터 어
머니와의 분리 및 유기 공포를 경험하였으며, 입국 후에도 계속되었다.
아동의 불안과 공포감은 프로그램 전 회기에 걸쳐 나타났다. 유기불안은
공포, 분노, 슬픔과 같은 애착정서가 활성화 되었을 때 아동이 부정적 정
서에 접촉하고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여 애착 대상에 접근하는데 장애물
로 기능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애착 손상을 받거나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공감받지 못하는 경우 아동은 고통스러운 기분을 최
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취약성과 고통의 감정을 숨겨 더 큰 애착 손상을
피하려고 하는데(Kobak et al., 2015)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만연
한 유기 공포는 자신의 애착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가장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유기공포는
자신의 애착 시스템을 비활성화 하는 시도로 이어져 감정을 회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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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에게 적대감, 우울감, 불안과 같은 왜곡된 신호 형태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에서 어머니가 아동
의 정서에 공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문제를 악화시키거나
혹은 유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I-F6의
문장완성검사
사전검사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_________________
엄마가 가서, 저를 안 가질까봐8)(是妈妈走了，不要我了)

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매일 밤에 같은 꿈을 꿔요. 매일 밤에 꿈에서 엄마가
떠나는, 엄마가 떠나는, (중략) 그래서 제가 계속 악몽을, 엄마가 떠나는 악몽을
꾸고 뒹굴뒹굴 거렸어요.(就是以前我在中国的时候，每天晚上做的是一样的
梦，就是每天晚上梦见我妈走了，我妈走了，因为我家那时候盖房子，房子
不好，我就直做噩梦，直做噩梦，就是梦见我妈走，我就每天晚上滚来滚去.
后来我妈一看我没办法，就来韩国给我)
<F-F7, 2회기>

탈북어머니들은 중국에 도착한 초기부터 주위에서 감시를 받았다. 매
매혼을 한 남편들이 ‘조선에서 온 여자들의 도망을 방지하는 수칙’을 가
지고 있다고도 하였다. 어머니들이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주위의 감시가 느슨해지거나 가족들이 안심하기도 한다. 그
러나 어머니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받는 사례도 있었으며 실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동네에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마가 도
망 가버린다”라고 위협받거나 엄마가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말
을 들은 경험이 빈번하였다.

8) ‘안 가진다(不要, 부야오)’는 뜻의 단어는 맥락상 아동들에게 ‘버린다’는 뜻으로 이해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원문 그대로 ‘안 가진다’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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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저,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는 우리 중국에 사는 마을 사람이 하나 와서 계속
그럽니다. (중략) 남편이 없을 때 그럽니다. 도망치라고 하고, 우리 아들하고 아들
애비는 구들에 앉아서 방에 앉아 울게, 우리 집에 와 보면 우리 다 달아나고 없으
면 아들하고 아버지는 앉아서 울게 도망가라고, 그래, 아가 그 소리 들으면 왜 그
런지 거저 어디 나가 놀다가는, 그래 어머니는 어디 가는가 하고, 자꾸 그럽니다.
<E-M4 어머니, 사전면담>
도망을, 도망을 치자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나갔다 잡혀 들어오고 멀리는 못가
는 거예요. 차를 탈 수 있나, 뭐 못 타니까는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갔다
가 또 잡혀 들어오고, 갔다가 잡혀 들어오고 한 세 번을 그렇게 하다가, 야....미칠
것 같더라고요.
<D-F6 어머니, 사전면담>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불안은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주변 사람
들 뿐 아니라 아동의 어머니였다. 탈북어머니는 자신의 불안으로 혹은
농담이나 훈육의 목적으로 “말 안 들으면 엄마 간다.”거나 “집을 나가라”
고 하여 아동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가 달아난다고, 말 안 들으면 엄마 간다,
<E-M4 어머니, 사후면담>

말을 안 들으면 야, 나가버려! 아마 그게 상처 되지 않았을지, 나가 울어, 나는 아,
아이들 우는 게 제일 싫으니까 나가서 울어! 나가 울어! 이렇단 말입니다. 그게
아마 버린다고 생각되는지..그게 저희 아들도 그건 쪼끔 그런 것 같애요. 하루는
나가버려, 나가버려, 그랬더니 나가겠다고.
<I-F6 어머니, 사후면담>

실제적으로 떠나지 않아도 부모는 아동에게 화가 나거나 격분할 때 훈
육의 맥락에서 떠나거나 보내버린다고 위협할 수 있지만(Kobak &
Madsen, 2008)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거주하는 동네에 탈북민들
의 상당수가 신분의 위협과 한국행 등으로 자녀를 두고 가출하거나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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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현실로 인해(한반도화해센터, 2008) 실제 유기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아동들은 어머니가 잡혀가거나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
니의 짧은 부재에도 큰 불안을 느꼈고, 아동들에게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은 공포로 느껴졌다.
그니깐 엄마가 도망칠 수 있다, 엄마 잘 지켜라, (중략) 하루는 저희 아들이 몇 살
때? 한 여덟 살 되었을까, 제가 옆집에 가서 노는데요, 그니깐 말없이 나갔다가
훌 옆집에 가서 저도 노름하기 좋아해서, 중국에서 마장이랑 놀고 이랬으니까요
마장 노는데 막 따라왔습디다, 뜩 와서 톡 보던 순간에 내가 앉아 있는 거 보고
안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 저희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옆에서 밥 먹는데 한다
는 소리가 야, 너네 엄마 도망쳤다, 도망쳤다, 그랬답니다. 옆에 농촌사람들이 옆
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슬쩍 보니깐 엄마는 없다 말입니다. 밥 먹다 지금 어
디 나갔으니까, 그니깐 막∼ 달아와서
<I-F6 어머니, 사후면담>
아, 거저 중국에 있을 때도 제일 안타까운 게 잡혀갈까봐, 아이들이 또 주눅이 들
고, 엄마 없는 아이들이 좀 또 아버지 없는 아이들보다 엄마 없는 아이들이 더 그
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때문에 더 잡혀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차게 했
거든요.
<G-F7 어머니, 사후면담>
저녁에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이 노는데 그리고 우리
, 엄마는 집에 없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는 무서워요.(晚上我妈妈不知道去哪
儿了，人和我玩，完了我妈妈不在家，不知道去哪儿了，我害怕)
<I-F6, 4회기>

탈북어머니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자녀들에게 대체로 숨기다 보니
아동은 어머니 출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였
다.
어른들끼리, 저 조선여자다, 말해가지고 우리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중국사
람 아니고, 조선 사람인가? 그렇다고, 우리 딸은 조선 사람이 뭔지 인식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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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어요. 한번은 또 우리 딸이 한날은 말이 엄마, 이렇게 누가 그러는데 엄마가
조선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한테 쫓겨서, 그니깐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왔
다, 이렇게 말한다면서리 예,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F-F7 어머니, 사후면담>

또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은 부모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유기
공포를 표현하였다. 아동이 폭력을 목격할 때 아동은 한 부모 혹은 양부
모가 손상될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부모의 갈등으로 자신이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된다. 아동이 부모 사이의 폭력을 목격하
는 것은 부모의 가용성에 대한 아동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Davies &
Cummings, 1995). 부부 폭력이 있는 부모는 지속적인 갈등과 공포로 자
녀의 고통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역량이 줄어들 수 있어 아동의 애착 불
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Kobak & Madsen, 2008).
가끔은 아빠랑 엄마랑 다툴 때 나는 무서워요. (힘없는 목소리) 누구도 나를 가지
지 않을까봐9), 그래서 무서워요(就有的时候我爸和我妈吵架我就害怕，(힘없는
목소리)他俩没有人要我，所以害怕)
<F-F7, 4회기>
아빠랑 엄마가 집에서 다투실 때 저 아빠를 욕했어요. “이제는 엄마 때리면 안돼
요!”라고(就是在家的时候，我爸和我妈吵架，我就骂我爸，就说你以后不能
打我妈妈!)
<H-B6, 2회기>
아빠랑 엄마가 다투셨을 때 저는 무서워서 숨어요., 아빠 엄마가 헤어지면 저는
혼자에요, 그리고 영원히 아빠 엄마 볼 수 없고 어디 갈지 몰라요. 걱정돼요.(就
是我爸爸妈妈吵架的话，我会很害怕躲起来，我爸爸妈妈分开的话，我就一
个人了，然后我爸爸妈妈永远见不着，不知道去哪儿了. 担心)
<G-F7, 2회기>

9) ‘안 가진다(不要, 부야오)’는 뜻의 단어는 맥락상 아동들에게 ‘버린다’는 뜻으로 이해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원문 그대로 ‘안 가진다’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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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동의 분리와 유기 공포는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 대부분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말을 듣지 않거나 혹
은 농담으로 “너 이렇게 공부 못하면 중국 가!”, “너 이러면 중국 보내버
린다” 는 말을 듣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어느 날, 엄마가 저녁에 농담으로, 농담으로 저한테, 너 혼자 중국 가, 너 혼자 중
국 가하면서 하시는데, 저는 으아아 계속 아 싫어∼∼아아∼ 이렇게 했어요. 그
랬더니 엄마가 안가면 안 갔지 했어요, 그 때 무서웠어요. (就是有一天，我妈晚
上逗我，我妈就逗我，就是你自己去中国吧，你自己去中国吧，我妈就逗
我，我就engengeng∼

我就直engeng的，然后我妈妈说不去就不去呗，那

时候害怕)
<F-F7, 4회기>
왜냐하면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저한테 너 혼자 중국으로 가, 다시 돌아오지 마,
돌아가라고 하실 때 아주 슬퍼요.(因为有一天你妈妈你说，你自己回中国吧，
你别再回来了，回去吧的时候，很伤心)
<F-F7, 4회기>

아동은 한국어와 학습 성적이 좋지 않거나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할 경우 중국으로 보내지거나, 어머니와 분리될 수 있다는 두려
움을 표현하였다. 프로그램 후반에 어머니가 자녀의 대안학교 행을 고민
하거나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의 분리를 준비시키거나, 자녀를
중국에 보낼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감을 느꼈던 아
동들의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기도 하였다.
니 엄마한테 있겠으면 엄마랑 같이 살겠으면 니가 이런 한국글을 다∼ 배워야 여
기서 살 수 있지, 니 학교에 부터서 니가 공부를 못하게 되면 중국말로, 부야호,
니를 안 쓰겠대. 니는 그럴 때는 집에 가야된다. 아버지한테 가야된다. 니가 공부
를 무조건 하겠으면 부지런히 해라.
<B-F11 어머니,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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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한번은 엄마가, 아마 엄마랑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먼저 학교를 마치고 나서 엄마가 좀 늦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집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무서워요(因为我妈有一次说，等从这儿出
去了以后，就可能我妈离开我很久，但是我妈，我得先放学，后儿呢，我妈
都得晚一点儿来，所以只能我一个人在家，所以害怕.)
<F-F7, 5회기>

I-F6은 중국과 학교에 있을 때는 마음이 안전하고 평온하지만, 오히려
집에서는 어머니를 찾을 수 없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아동은 사후
이야기 과제에서 자신도 중국에 있는 오빠처럼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을지
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어머니에게 표현하였다.
어머니: 마음이 아주 평온, 학교 갈 때? 집에 있을 때? (心里特别평온 上学？ 在
家呢？)
아 동: 집에 있을 때 마음이...아주 평온하지 않아요.(在家心里..特别不평온)
어머니: 평온하지 않아, 왜?(不평온, 为什么啊?)
아 동: 왜냐하면 엄마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해 못함)(因为我妈一去外边 (이
해 못함))
어머니: 허허, 엄마가 언제 밖에 갔어?(你妈啥时候上外面去了？)
아 동: (목소리 높아지며) 저녁마다 엄마를 찾을 수가 없고, 엄마는 집에 없고, 그
리고 엄마 집에 없잖아요. 맞죠, 집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요)(每天晚上我
都找不到你，你都不在家，完了你没在家嘛，对不对，在家嘛不安全)
어머니: 그럼 학교는 안전해, 맞아?(那么学校安全对吗？)
아 동: 네 학교(嗯 学校)
어머니: 중국은 어디가 안전해?(中国哪儿安全啊)
아 동: 어디든 안전해요(哪儿都安全) (중략)
아 동: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고, 나한테 뭐라 하면 나 울고, (이해 못함) 다른 사
람들이 나랑 안 놀면 나 또 울고, 엄마가 나 갖지 않으면 나 또 울고, 엄마
나 갖지 않으면10) 나 울고(别人打我，说我我哭，(이해 못함) 别人不跟
我玩了还哭，你不要我了我还哭，你不要我了我还哭)
10) 11) ‘안 가진다(不要, 부야오)’는 뜻의 단어는 맥락상 아동들에게 ‘버린다’는 뜻으로
이해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원문 그대로 ‘안 가진다’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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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너 봐봐, 엄마 올 때 너 데리고 왔지, 엄마가 널 버릴 거면, 널 데리고 안
오지, 맞지?(你看看我带你来的你，如果是不要你，那也不可能带你来，
是不是呀)
아 동: 저 그냥 막 말한 건데(我就瞎说的呀)
어머니: 너 봐봐, 너 오빠 큰데, 엄마 데려올 수가 없었어.(你看看，你哥那么
大，妈都没敢带来，是不是)
아 동: 엄마는 저의 오빠도 안 가질11) 거예요?(你也不要我哥呀)
어머니: 안 가진 게 아니라(不是不要)
아 동: 으흥흥흥 엄마 오빠 안가져요?(으흥흥흥 你不要我哥呀)
어머니: 안 가지는 게 아니라...그리고 언제 또 울어? 엄마 너를 안 가질 일이 없
어, 넌 우리집 아이고, 내 아이야, ... 똑바로 말해. 에이!..어이!(不是不要...
完了啥时候哭？ 你我不可能不要你，你是我们家孩子，我的孩子...똑바
로 말해. 에이!..어이!)
<I-F6, 사후 아동-어머니 이야기 과제>

아동들은 이처럼 부모가 자신을 떠날 수 있으며 돌아오지 않을 수 있
다는 물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위협으로 불안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후반기에 아동의 애착정서표현에서 어머니의 가용성에 대한 신
뢰가 증가되었다. 아동들은 어머니가 설령 자신이 잘못하거나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일을 하더라도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자: “이럴 때도 날 사랑해요?“ 할 떄 엄마가 뭐라고 대합할까?
B-F11: 욕해요, 그런데 사랑해요(就是骂他，但是也是爱他)
연구자: 아,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떨 거 같아요. OO이는 어떨 거 같아?
C-M7: 음 爱你！(응 사랑해)
연구자: 다른 친구들은 어떨 거 같아요? OO이는요?
A-M11: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아이를 사랑해요.(会说
他，但心里会爱他)
D-F6: 아이를 사랑해요.(还是爱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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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4: 엄마 화내요.(이해 못함) (妈妈生气(이해 못함))
연구자: 그럼 OO이가 막 장난치고 말썽부리면 엄마가 사랑할까요?
E-M4: 네(끄덕)
<A-M11, B-F11, C-M7, D-F6, E-M4, 6회기>

G-F7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슬플 때는 혼자 울고 같이 있어주
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사후 이야기 과제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하였다.
양육자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수용과 자신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의
사소통이 증진되면서 아동의 안전감이 증가되었고, 이는 양육자에 대한
신뢰의 증가로 나타났다.
G-F7: 뿐만 아니라 혼자 울고, 아주 고요하고, 그리고 혼자 울며 옆에 같이 있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而且自己哭，很平静，而且自己哭，没有人陪她)
<G-F7, 5회기>
G-F7: 엄마는 저를 안 떠났어요. 엄마는 전혀 저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你没离
开我，根本不可能离开我)
어머니: 오우나 이뻐라 흐흐흐 맞아 너 말한 거 맞아, 엄마는 영원히 OO이 떠나
지 않을 거야(오우나 이뻐라 흐흐흐 对，你说的对，妈妈永远都不会离开你)
<G-F7 아동-어머니 사후 이야기>

③ 어머니의 체벌로 인한 아동의 정서적 억압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은 중국에서 어머니가 외출하거나 혹은 훈
계의 이유로 밤에 혼자 집에 있거나 화장실에 갇히는 체벌을 받기도 하
였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어머니의 체벌이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아서 주어지는 당연한 것으로 표현하여 어머니의 체벌에 대
해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자가 아동의 부정적 경
험에 대해 공감하여도 오히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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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체벌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표
현은 프로그램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났다.
저의 엄마가 저를 때릴 때, 저의 엄마가 저를 캄캄한 방에 가두어요, 그래서 저는
무섭고 무서워서 구석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엄마는 방 중앙에 서있으라고 해요.
무서워요. 캄캄한 방에서 무서워요(就是我，我妈妈打我的时候，我妈就把我
关在一个黑色的屋子里，然后害怕害怕蹲在一个角落里，然后我妈妈还让我
站在中间，害怕，在黑色屋子里害怕)
<G-F7, 4회기>
아 동: 엄마는 집에 있을 때 저를 몇 번 때렸어요. 제가 울면 저를 화장실에 가두
고, 중국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도 때렸어요(妈妈就是，隔家的时候打过
我好几次，我哭的话，给我关进卫生间里，中国时候，隔这儿也打过
我)
연구자: 그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아 동: 무서워요(害怕)
<H-B6, 6회기>
어떨 땐 맞으면서도 대답 안 해요. 그래, 아버지가 계속 집에서는 위생실 안에다
가둬 놨거든요.
<H-B6 어머니, 사후면담>
아직 학교 안다니다 보니, 니가 여기다 가둬놓고 문 걸어놓고 있고(중략)그러니까
이렇게 가둬놓고, 이래 문 열어놓고, 문 잠겨 있으니까, 누구 와도 어떤 땐 소리
나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무섭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내가 놀기 좋아하니까 우리는 이런 춤추러 나가거든요, 밤에, 중국에서는 놀
거든요. 나가게 되면 아이는 같이 가자면 안가거든요. 안가면 나는 가둬 놓고 가
거든요
<A-M11 어머니, 사전면담>

아동들은 주로 눈물을 보이거나 과제를 못하는 경우 어머니로부터 체
벌을 받았는데, 아동들이 울면 어머니가 체벌을 더 심하게 하고, 쫓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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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가두기도 하여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억압하였을 것으
로 추측된다. 프로그램 후반 아동들은 어머니의 체벌과 강압적 양육행동
에 대한 긴장과 불안감을 표현했다.
연구자: OO이는 어떨 때 무서워요?
K-F4: ............(엄청 작은 소리로).妈妈............(엄청 작은 소리로)엄마)
연구자: 엄마 어떨 때 무서워요?
K-F4: ..엄마가 저를 때려요(..我妈打我)
연구자: 어 그렇구나, OO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때렸어요?
아 동: ............哭(............울면)
<K-F4, 4회기>
만약, 만약 엄마가 때려도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엄마가 또 욕하
고(如果，如果我妈打我的话我也不敢说，因为那样我妈又得骂我，那样我妈
也不会说)
<G-F7, 4회기>
........슬퍼요, 왜냐하면 엄마가 때릴까봐 무서워서요(.......伤心，因为我怕妈妈打)
<J-F4, 4회기>
슬퍼요. 왜냐하면 제가 숙제를 못하면 엄마가 때려요. 슬퍼요.(슬퍼요. 因为我没
写完作业我妈妈打我，伤心啊)
<D-F6, 5회기>

어머니의 체벌은 참여한 아동 대부분의 정서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아동은 슬픔, 무서움, 화남의 세 개의 정서 표
현 모두에서 어머니의 체벌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학대적인
환경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에 반응하며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정서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게 한다(Gratz,
Bornovalova, Delany-Brumsey, Nick, & Lejuez, 2007). 이러한 체벌은
특히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과중한 학업적 성취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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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아 동: (슬픈 카드 선택)
어머니: 아 슬픈, 아.. 슬픈 하겠대, 슬픈 什么意思？ 哭啊？(무슨 뜻이야? 울
어?) 음, 어느 때 울었댔어?
아 동: 엄마 나 때릴 때(你打我)
어머니: 너 때린 거, 아, 때린거 말하지마, 너 왜 이리 (이해 못함) 지금 때린 거
이야기 하지 마, 슬픈, 음(我打你，啊， 别说打的呀， 你咋那么（이해
못함)现在别说打的，슲픈,嗯) OOO, 음..학교 가서 공부 끝내고 어머니
말 잘 들으세요? 학교 갔다 와 집에 돌아와서 공부도 잘 안 해 , 공부도 잘
안 해 , 빨리 어머니 어떻게 하겠어, 너, 너 집에 와서 숙제 안하고, 숙제,
엄마 어떻게, 어떻게 말했어(你，你回家不写作业，作业，妈咋，你妈
咋说的.) (중략)
어머니: 무서움? 음... OOO 너한테 말해봐, 엄마가 무서웠어, 언제?(害怕的？
嗯...OOO 给妈待你说害怕什么时候呢)
아 동: 엄마가 때릴 때(你打我的时候)
어머니: 에이∼ 하지 마 (이해 못함) 나를(哎呀∼ 别（이해 못함)我了)(중략)
아 동: (화남 카드 선택)
어머니: 또 화남, 또 어머니 때문에 화나겠지?
아 동: 네
<C-M7, 사전 아동-어머니 공동이야기 과제>
동생 낳기 전에는 세게 맞았어요. 언제, 나서, 동생이가 셈들기, 그니까 학교 여덟
살에 다녔거든요. OO이가, 그 때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배워주는데 계∼속 거
기 여덟을 빼놓고 해요, 그 때 썩어지게 때려놨지요. 그 여덟, 그게 발음하기 바빠
그런지 여덟을 계∼속 빼놔서 막 썩어지게, 썩어지게 기절할 정도로 때려놓은 적
도 있어요. 나 때린 다음 막 신경도 돌고요. 막 사정없이 때려놨는데 쓰읍, 그게
젤 기억에 남아요.
<B-F11 어머니, 사후면담>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부터 지속되었는데, E-M4(만 4세)은 어린 나
이에도 중국에서 매일 한국어와 중국어를 쓰고 읽는 공부를 했고,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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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못하거나 안하면 체벌을 받았다. 어머니가 언어문제로 자녀의 학
습지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은 방과 후에 따로 과외학습을 받거나, 숙제
를 도와주고 밥을 제공하는 공부방에 가기도 하였다. I-F6의 어머니는
탈중행을 떠나기 전 가방에 자녀의 학습지를 넣어왔고, 캄보디아 수용소
에서도 자녀에게 학습지 공부를 시켰으나, 국정원에 입소 시 학습지 반
입이 되지 않아 아쉬웠다고 하였다.
연구자 : 그럼 OO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참여자 : 중국에 있을 때 좀 때렸습니다. 그 때 공부를 안 해서..(중략) 그래 난 조
선 여자지, 중국에 OO이 데리러 유치원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저 조선여
자인데 아들 공부까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서, 그
저...(한숨) (중략) 한국어도 배워주고요, 중국말도, 이거 써라, 따. 렌. 이
런 거 쓰라 그르면 다 쓰고요, 그 나이에. 그런데 한국에 척 들어서매 한
번도 배워 안줬습니다. 매일 와서 중국에서는 매일 했는데, 한국에서는..
(웃음)
<E-M4 어머니, 사후면담>
저기 국정원에 있을 때 한번...한글공부를 시키는데, 음...너무나도 나가 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세게 때렸거든요. (웃음) 그런데 막....무서워하면
서...울면서...엄마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다리를 붙잡고 우는데 너무나도 슬프게
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화내고 때리니까, 자기절로 생각하겠
죠. 아빠도 이렇게 못 보는데 아마...내가 또 이렇게 자기를 버릴까봐...그...그런데
서 좀 애가 세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D-F6 어머니, 사전면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희 딸은 태국에서 감옥에 있다는 걸 감옥에서 갑갑해 할까
봐 공부할걸,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울다가도 흐흐 여덟 더하기 넷 하면 몇이야
하면 저래 울지 않고 손으로 (숫자를 가리킴)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산수공부하고 한자 공부하는 책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래, 쪼끔 심심해하
면 그것도 공부를 하고,<I-F6 어머니,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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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성적에 대해 큰 압박감을 표현하였다. 탈북어머니들은 중국
에서는 무국적자로서의 무시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설움을 참고 살아
왔으며 그러므로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건다고도 하였다. 또한 어머니들
은 자녀의 학업성취만이 자녀가 중국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
고 적응할 수 있는 길이라 믿었으며 이런 신념은 한국에서도 지속되었
다.

우리 엄마는 _________________
음..很难过，因为我没考上一百分，然后回家又得被妈妈揍(음..
아주 속상해요, 왜냐하면 저 100점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에

문장완성검사

가면 또 엄마한테 맞아야 하고.)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_________________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백점을 받지 못 한 거예요.(让我最伤

(사전)

心的是我没考到一百分) (왜요?) 왜냐하면 제가 백점을 못 받고,

G-F7

엄마가 저를 때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하지 않은 거라서
요.(因为我没考到一百分，我妈妈没打我，但我还是没努力。)
나의 좋은 점은_________________
(흥분된 목소리)백점 받는 거요!(考一百分！)

아동들은 자신이 만든 아기 올빼미, 무지개 물고기 인형으로 어머니와
아동 역할을 번갈아가며 역할극을 진행하였다. 자신을 대신해서 인형이
말하게 하는 인형극의 방법은 아동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인형에 투사할 수 있게 하였다.

B-F11: 저 무서워∼(我害怕∼)
A-M11: 뭐가 무서워 뭐가(害怕啥害怕)
B-F11: 저 무서워요∼(我害怕∼)
D-F6: ...무서우면 무서웠지..(..你害怕呗..)
B-F11: 흐으앙 , 아빠 어디 있어요?
D-F6: 없어요. (OO,OO 깔깔 웃음)
B-F11: 그럼 아빠 어디 갔어요?(那我爸爸去哪儿了呀？)
D-F6: 너 아빠 죽었어(你爸爸死了)(아이들 깔깔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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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11: 나 무섭다고 이야기 했잖아(我都说了我害怕)
D-F6: 무서우면 무서웠지(害怕就害怕呗)
B-F11: 이 엄마는 안 좋아, 그냥 가출해야지(这个妈妈一点儿都不好，我还是
离家出走吧，OK)
<A-M11, B-F11, D-F6, 3회기>

아동들은 매 회기 인형극 활동을 요구 할 만큼 역할극을 통해 자신이
평소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생각과 기분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인형극
에서는 특히 야단치는 어머니와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스토리가 반복적
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이 애착 관계에서 경험한 상해-회
복 에피소드의 재연이다(Ainsworth et al., 1978; Kobak et al., 2015;
Stern, 1985). 인형극에서의 어머니는 주로 자녀를 때리거나, “꺼져!!”,
“중국으로 가버려!!”와 같은 자녀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며 호통 치는 모
습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대 아동의 반응은 갈등 수준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도망칠 거야!!” 라거나 인형극이 이뤄지는 자리를 떠나거나
실없는 농담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후반
부로 갈수록 아동이 어머니에게 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자신은 중국에 가
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힘이 생긴 모습이 나타났다. 아동들은 자신의
일차 애착 정서를 표현하며 공격성 혹은 회피적 성향의 제한된 정서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다.
F-F7: 너 엄마 나, 너 나한테 화내야지(너 엄마 나 你得对我生气啊)
G-F7: 왜 숙제 안하고 놀러갔어! (때림)(为什么没写作业就出去玩！(때림))
F-F7: 지금 때리면 안 되지(你现在不应该打我)
G-F7: 왜 숙제도 안 하고 놀러 나갔어!(为什么没写作业就出去玩！)
F-F7: 근데 왜∼(咋地∼’)
G-F7: 에이고 어머나, 대들기까지 하네!(哎哟我的妈，还会犟嘴了!)
F-F7: 근데 왜∼(怎么地∼’)
G-F7: 에이이이우리 딸, 빨리 중국으로 꺼져!(哎呦呦我的女儿，赶紧滚回中国
去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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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7: 난 중국 가지 않아(我才不去呢)
G-F7: 안 가면 내가 가(不去，那我走!)
F-F7: 가, 내가 알 바 아닌데(你走呗，我才不管)
<F-F7, G-F7, 5회기>
연구자: 엄마,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단 말이에요 흑흑
F-F7: 다음에 다음에는 엄마 안 갈게 응∼ 다음엔 너 데리고 같이 갈게 응∼(下
次下次我不去了啊∼ 下次我和你一起去 啊)
연구자: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알았죠?
F-F7: 응, 알겠어(嗯，知道了)
<F-F7, 5회기>

프로그램 처치 이후 아동들은 어머니와 대화를 더욱 많이 하였다. 어
머니가 체벌을 하지 않는 변화에 기쁨을 표현하였다.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놀이를 한다고도 보고하였다.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타인
에게 말로 할 수 있으며,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서
배운 심호흡 방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 동: 不那么容易动手了嘿嘿，(쉽게 손을 대지 않아요. 헤헤) 妈妈呀, 有话
都会好好的说啊(엄마요, 할 말이 있으면 잘 이야기해요)
연구자: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아 동: 很开心啊(아주 기뻐요.)
연구자: OO는 엄마와 OO 마음이나 기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 동: 하죠(会啊)
연구자: 그렇구나,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어땠었는데?
아 동: 지금은 중국에 있을 때보다는 기분에 대해 더 많이 애기해요(现在比在
中国的时候说的心情比较多一点) 아 엄마가 아마 저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하시고, 저를 더 이해해주세요.(妈妈兴许对我了解的多点，理解我了)
<A-M11, 사후면담>
아 동: 있어요, 욕하지 않고 때리지 않아요.(有，不骂我，打我)
연구자: 그래서 OO이 기분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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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기뻐요(开心)
<D-F6, 사후면담>
아 동: 없어요, 있어요!∼ 변한 건 엄마가 저를 때리지 못해요(没有，有！ 变
化就是不敢打我了)
연구자: 좋아요, 그렇구나, 또 있어요?
아 동: 저 엄마랑 같이 있을 때면, 가끔 친구들이 저랑 안 놀 때면, 저 엄마랑 같
이,

같이

놀아요.(我和我妈一起就是，有的时候她们都不跟我玩的时

候，我就和我妈一起，一起玩) 재밌는 이야기 하고, 수수께끼 맞추기 이
런 거요(就聊搞笑的，猜谜语什么的)
연구자: 그렇구나,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도 이런 거 했어요?
아 동: 안 해요. (不做,)
연구자: 어떤 좋은 점이 있어?(有什么好处)
아 동: 좋은 점 없어요, 히히히, 있잖아요, 엄마가 안 때려요. 소리 안 쳐도 돼요.
다른 사람이 저를 때리면, 그 사람한테 말로 할 수 있어요(没好处 嘻嘻嘻,
就是我跟你说， 就是让妈妈不打人，可以不喊，然后别人打我的话，
可以跟别人解释，跟别人说。)
연구자: 그리고는(还有呢？)
아 동: 그리고 사람들 보고 심호흡하라고 할 수 있어요(而且可以让人深呼吸)
<B-F11, 사후면담>

④ 아버지 상실과 부모갈등으로 인한 혼란

이 연구에서 두 가정의 사례를 제외하고 한국행을 떠날 때 아동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몰래 집을 나왔다.
걔가 나올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야를 도망치다시피 했으니(말흐림)
아빠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거 상담도 안 하고 아만 데리고 왔으니깐. 스트
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 땜에.
<J-F4 어머니, 사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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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중국에 남편 분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참여자 : 예 했습니다. 그니깐 너네 가겠다면 내가 보내 안줄까봐 그러는가, 너네
가겠다면 날 보내주는가. 안 보내줘, 그리고 아를 데리고 가겠다면 너네
데리고 못 가게 하는데 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걸. 지금이라도,
그니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중국처럼 이렇게 팔려 가는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깐 우리말을 믿지 않거든요.
<A-M11 어머니, 사전면담>

이러한 급작스럽고 예견하지 못한 이별은 아동에게 아버지, 할머니, 할
아버지 등 중국에 있는 가족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모호한 상실감
을 야기하였다. 또한 아동은 탈중 과정을 통해 중국의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물리적 접근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느꼈다. 어머니들은 탈
중 과정을 아이에게 이해시키지 못한 것과 같이 아동이 왜 자신이 살던
집을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 명백히 이야
기하지 못하였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낯설고 혼란스럽다.
OO이가 여기 와서도 아빠를 계속 찾아요. 전화를 계속 하겠대요. 그런데 내가 전
화를 안 시켜줬어요. 근까 살지도 않을 사람한테다가 미련주면 안될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안 해줬어요.
<D-F6 어머니, 사전면담>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도망쳤다고 아들만 내 놓으라고 막, 떠들썩했답니다. 우
리 뒤로 OO기로 우리 마을에서 하나 왔는데 찾으러 다닌 거예요.
<E-M4 어머니, 사전면담>

탈북어머니에게 중국의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이자 중국에서 무국적자
로써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었던 고마웠던 사
람이지만, 남편의 음주나 구타문제, 무시, 경제적 어려움, 시댁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한 미움, 홀로 남겨둔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복합적인 감정
을 느꼈다. 탈북 어머니들은 중국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의지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억눌려진 감정으로 인해 국제결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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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남편을 한국에 초청할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울분과 혼란스러운 감정
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저렇게 아빠 올 때 처음부터 여기를 올 때 그렇게 상관없다 하고 왔으니깐. 그런
데 너무나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한쪽으로 생각하면 야, 저 사람도 불쌍하다, 그
나이 많아서 새끼를 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도 그 하는 행동을 봐서는 에이, 싹
관두자, 그저 아이한테 죄 짓는 거지요.
<D-F6 어머니, 사후면담>

아동들은 아버지 존재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아버지에 대해 상
실감을 표현하거나 애도하지 못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정서는 억압되거
나 왜곡되어 표현되기도 하였다.

I-F6의
문장완성검사

나의 아빠는 _________________
아동: 저의 아빠....몰라요. 몰라요.(我的爸爸....不知道 몰라요)

사전검사

연구자: 왜 몰라요?
아동:.....잊었어요(....忘了)

중국에 있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녀를 중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속
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어떤 아동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미
안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어떤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가는
악몽을 꿨으며 중국에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와서 자신을 데려갈지도 모
른다는 공포감을 표현하였다.

D-F6: (힘없는 목소리)그리고...저의 아빠가 여기 와서 저를 집에 잡아 갔어요.
저의 아빠, 저 꿈 꿀 때 아빠 여기 와서 저를 집에 잡아갔어요(힘없는 목소
리)还有....我爸来这儿抓我回家，我爸爸就，我做梦的时候，我爸爸来
这儿，抓我回家)
연구자: 그런데 아빠는 왜 그러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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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6: (힘없는 목소리)왜냐하면 저 데리고 가려고(因为想带我走)
<D-F6, 4회기>
매번마다 엄마 아빠가, 한번은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하셨는데, 다투셨어요. 그리
고 쯥, 저는 마음속으로 안전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빠 엄마 다투시는데, 쉽게,
만약 둘이 싸울 때, 나를 한켠에 버리면, 나는 따라서 무서워요.(就每次我爸爸妈
妈，就是有一次我妈妈给我爸爸打电话，他俩就吵起来了，后来呢，쯥,

我

心里就觉得没有安全感，他们两个人吵架，容易，万一他们两个人吵架把我
扔一边，我跟着害怕.)
<F-F7, 2회기>

아동들이 느끼는 이러한 불안은 아동의 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혼란스
러운 감정으로 자녀의 상실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상실을 다루
는 방법을 모르는 데 기인할 수 있다. 어머니들은 남편과의 불화나 다툼
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 해본 경험이 없거나, 한다고 해도 어떻게 설명
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프로그램 처치 이후 아동은 어머
니와 함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는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과 상실감을 수용해 주었다.

어느 날 말해봤어요. 우리 어쩔까, 나가면 돈도 없는데, 니 아빠한테 돈 보내라고
전화할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아빠 어쩌는가, 돈 보내면 아빤 어떻게 사는가, 하
고 걱정해요. 어느 하루는 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 우리 둘이는 같이 있어서
좋다 하니까는 음...아빠 불쌍하다고. 아이가 그 말을 해서 가슴이 좀 섬칫하더라
고요. 그래, 아이가 아빠에 대해 세게 관심이 있고 세게 생각하는구나,
<D-F6 어머니, 사후면담>
연구자 : 그런데 OO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던데요.
참여자 : 네 그럽니다. 우리 같이 온 사람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웃음) 다른 아버
지를 하자 하면 아이가 막 성이 나서,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새 아버지가
싫다고.
<E-M4 어머니, 사후면담>

- 124 -

아빠를 찾아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엄마 다른 남자랑 결혼 하면 어떨까, 하면 그
러면 그건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그건 절대로 안 된
다고, 자기는 거저 소원이 있다 하게 되면 거저 엄마 아버지 우리 서이 사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내 마음이 더 무겁고, 이제 내 나가면 남자하고
는 아이가 철이 들어서 날 이해해 줄때까지는 남자 문제도 시작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F-F7 어머니, 사후면담>

아동들은 5회기에 자신의 슬픈 경험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 서로 상대방
의 아픈 부위에 휴지 붕대를 감아주는 활동을 하면서 슬픈 마음을 치유
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슬픈 경험을 구두로 표현하였을 때 서
로의 경험이 유사한 것을 알고 타인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해
주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가 향상되고 조절되는 체험을 하였
다. 이는 상호주관적 경험이 부족하였던 아동들이 관계에 대한 조망 수
용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 가는 과정이다.
아동들은 프로그램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아버지에 대해 슬픔과 그리움
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아버지에 대한 모호한 불안과 상실감을
인식하고 표현하였을 때 그 불안이 수용되는 경험과 부모교육 이후 어머
니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며 아동의 애착 정서의 가치
를 평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연구자: 아빠와 헤어져서 집을 떠나면 기분이 어때요?
E-M4: 슬퍼요.(伤心)
연구자: 왜요?
D-F6: 아빠 보고싶어서 그렇죠(想爸爸呗)
연구자: 아, OO이도 그렇구나, 아빠가 보고싶구나.
E-M4: 저도 아빠 보고싶어요.(我也想爸爸)
<D-F6, E-M4, 5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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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통의
특징과 변화
(1)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통의 특
징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정
서적으로 빈약한 대화, 정서적으로 혼돈된 대화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에서 제시한다.

① 정서적으로 빈약한 대화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는 의사소통의 부족, 정서적으로 빈약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요인으로는 아동의 낮은 수준의 참여, 어
머니의 낮은 관심으로 인한 구체화 부족, 어머니의 정서어휘부족, 공감
부족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대화에
서 자녀가 자신의 경험이 충분히 이해될 만큼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부족
한데도 추가질문을 하거나 자녀를 기다려 주기 보다는, 다른 주제로 넘
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경우 아동-어머니의 대화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거나 공감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화는 정서적으로 빈약하거
나 무미건조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E-M4의 프로그램 처치 전 어머니와의 대화 사례에서 어머니는 자녀
가 주인공이 엄마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밖에서 잔다고 하였지만 아동
의 응답에 대한 반응 없이 지나쳤다. 어머니는 그림과제에 등장하는 사
소한 요인에만 주의를 기울이느라 과제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주인공의
기분, 생각,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인공과 유
사한 경험을 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경우 자녀의 기분은 어떤지 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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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제시한 상황에서 자녀의 기분과 경험이 어떠한지 질문하거나 관
심을 두지 못했다.

E-M4 사례(사전)
1) 아동 애착
불안 비조직 유형
유형
2) 사전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스크립트
어머니: 그리고 얘네 둘 안녕하고 집에 가는 거야(然后他们俩拜拜，然后回
家了)
아동: 네(嗯)
어머니: ...그럼 이건(....那这个呢)
아동: 얘 집안으로 갔어요(他进了家里边)
어머니: 큰 소리로(大点声)
아동: 얘, 얘 집에 들어가 봤어요.(他，他进了家里面看看)
어머니: 이건, 이건 뭐야?(这这是什么)
아동: 가방(书包)
어머니: 아니, 얘 얘 엄마? 맞아?(不是，他，他妈妈？ 对呀)
아동: 네(额)
어머니: 아니지?(不是吧？)
아동: 몰라요(不知道)
엄마: 허허 .....이건 뭐야?(......这什么?)
아동: 침실
어머니: ........이것도 학교?(这个也学校？)
아동: 아니(不是)
어머니: 학교 아니(不是学校)
아동: 집 이거 그 얘잖아(家里边 这不是他吗？)
어머니: 응(嗯)
아동: 얘 들어갔어(他进去了)
어머니: 그리고 얘 엄마(完了他妈妈)
아동: 얘 밖에서, 그리고 밖에서 잠들어, 잠들어, 그리고..(他在外边，在外边
睡觉睡觉，完了..)
어머니: 그리고 이건?(然后这个呢)
아동: （이해 못함)
어머니: ....
아동: （이해못함) 집으로 갔어요(回到家里边)

D-F6와 어머니의 사전 과제에서 아동은 “싫다”거나 “안 기쁘다”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여 낮은 수준의 참여와 수용을 보였다.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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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아동의 정서에 대해 이유를 묻거나 세부사항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자녀의 정서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구체
적인 정서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지 않고, “끝이야?” 라고 하고 종료하였
다.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을 묵살하고 이야기를 전개할 기회를 차단하여
이야기가 개발되지 않았다.

D-F6 사례(사전)
1) 아동 애착

불안 비조직 유형
유형
2) 사전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스크립트
어머니: 학교 공부(学习)
아동: 아아아
어머니: 공부 잘해서 선생님 칭찬할 때 안 기뻐?(学习学好了 선생님 夸你 不
开心吗?)
아동: 아 흐응아아(짜증) 나 싫어(我不想)
어머니: 왜? 안 기뻐?(为啥啊？) 不开心吗？
아동: 안 기뻐요(不开心)
어머니: 안 기뻐?(不开心吗？)
아동: 不开心 (안 기뻐요)
어머니: 그럼 피아노 치고 춤추는 거 배울 때 안 기뻐?(那学弹钢琴学跳舞不
开心吗？)
아동: 안 기뻐요 (不开心)
어머니: 안 기뻐?(不开心吗？)
아동: 안 기뻐요(不开心)
어머니: 허허허 그리고 언제(허허허 还有啥时候)
아동: 싫어요(不想)
어머니: 너 아빠한테 전화할 때 안 기뻐?(给你爸打电话不开心吗?)
아동: 안 기뻐요(不开心)
어머니: 그럼 친구랑 놀 때 제일 기뻐?(就跟朋友一起玩的时候最开心啊？)
아동: 네(额)
어머니: 응 됐어? 끝이야 없어?(额 好了？ 完事了没有？)
아동: 네(额)

아동과 어머니 사이의 대화는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심리적 역경이나
어머니의 체벌과 같은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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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피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동과 어머니 모두 심리적 상해에 대한 대
화(trauma-communication)에 있어 “침묵(silencing)”의 양상을 나타내기
도 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전략은 일시적으로는 부정적 정서경험을 피
한다는 점에서 적응적 대처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외상을 입은 자
녀를 위한 탈북어머니의 민감성과 정서적 지지를 크게 감소시켜, 입국과
정에서의 아동의 경험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아동이 혼자 그것을 의미화하고 이해하느라 고군분투하는지 부모가 알지
못하게 한다(Almqvist & Broberg, 1997). 또한 가족들 간에 외상적 기억
들에 대한 거절, 회피 혹은 해리된 노출(dissociated disclosure)은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지배하고(Almqvist & Hwang, 1999), 어머니의 자
녀에 대한 지지를 방해한다(De Haene et al., 2010).

어머니: 무서워,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화났을 때 화났을 때, 언제 화났어?(害怕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화났을 때 生气的时候，什么时候生气)
G-F7: ..그냥..없어요.(..就是..没有)
어머니: 없어? 그냥 동생이 말 안 들을 때 제일 화나?
G-F7: 응
어머니: 음 그리고 이거 슬픔 머이야 알아?
G-F7: 엄마 저를 때리면 저 울어요.(我妈一打我，我就哭)
어머니: 아이야, 슬픈, 슬픈, 선생님 슬픈 머이라구 했던지 생각이 아이남다. (아이
와의 대화에서 벗어나서 연구자에게 질문)
<G-F7, 사전 아동 어머니 공동 이야기 과제>

정서적으로 빈약한 대화는 제3국 출생 아동과 어머니의 언어적인 문제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아동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
겠다고 호소하였는데, 이는 탈북어머니들이 중국 내에서 직면하게 되는
구조적인 제약과도 관련된다. 어머니들은 중국에서 신분문제로 인해 중
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북한 억양이 드러날 수 있
어 한국어 사용을 기피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아동들은 매우 일상적인
간단한 의사소통, 피상적인 내용 이외에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눈 경
험이 미미하였다. 어머니가 중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경우에도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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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의사소통이 용이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중
국어 발음은 중국어 강사가 알아듣거나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으며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어머니들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
다.
어머니: 헤어질 때 안녕(分开时再见)
아 동: 네 같이 놀 수 없어요(嗯 不能一起玩)
어머니: 그럼 말해, 아니야 노는 거 그거(那你说 不是那个玩)
아 동: 에이. 엄마 이야기 하는 거 이해 못 하겠어요(哎 她讲话听不懂 )
어머니: 어 선생 이거 그니까 이거, 이해 안 돼? (어 听不懂了 是)
아 동: 저의 엄마 이야기 하는 거 이해 못하겠어요(我妈说话听不懂)
<A-M11, 사전 아동-어머니 공동이야기 과제>
어머니: 선생님, 난 중국말 못함다.
연구자: 아 OO이랑 이야기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어머니: 그냥. 예, 간단하게(简单的)
어머니: 너 중국에 있을 때 너 작은 반 그거, 그거, 그 때 기뻤어?(你중과쒀더 你
的小班那个，那个，你那个开心吗？)
아 동: (이해 못함)?
아 동: (이해 못함)?
어머니: 응 크게 말해(啊 大点说)
아 동: 기뻐요(开心)
<E-M4, 사전 아동-어머니 공동이야기 과제>

중국에 와서 14년 살다보니까 이거 잊어먹는 받침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가 배워주자 해도 우리 북한말하고 중국어하고 또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 아이
가 알아 못 들으니까 선생님 배워주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배워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A-M11, 사후면담>

중국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중국의 호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중국 학교를 다니며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과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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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어를 대부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

네, 중국에서도 뭐 이거 어떻게 조선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겠지만은 중
국어로 하면 우린 제한을 받거든요. 어디까지나, 근까 아마 저희 자식들이, 그렇다
고 저희 남편이 남들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요, 근까 자식들이 저 품에, 저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제가 그럴.... 처지가 못 되니
까..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아이들은 보면 대개 보면 할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여기 온 아이들 보면 아버지하고 대화 많이 하고..
<I-F6 어머니, 사전면담>

아동이 중국에 거주할 때 한국어에 노출된 경험이 없었다. 이는 동네
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끼리의 친교 역시 제한되거나 어머니도 자신의
신분을 속여야 하므로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
은 이민가족 내에서 보고되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유사한 점이 있지
만, 제3국 출생 아동과 탈북어머니의 경우 중국 사회 내에서의 신분과
위치로 인해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와 자녀
가 의사소통 중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장애가 가
장 크다는 결과(윤인진, 2000)와 같이, 어머니는 한국어로, 자녀는 중국어
로 대화하며 발생하는 언어 장벽의 문제는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이해
하고 공감하는데 한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절벽과 같은 현상
은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의 정서표현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
C-M7의 경우 한국어를 전혀 말하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한국어로 계속
이야기 하였다. 아동은 전체 대화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
할 때에는 대답 이외에 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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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7 사례(사전)
1) 아동 애착
DS3(감정이 억제된 회피애착 유형)
유형
2) 사전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스크립트
어머니: 누나고 어머니고 OO이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공부하지 말구 장
난하기 되면 욕두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이해 못함) 응 스스로가 공부
도 잘해야지, OO, OO이 중국에 있을 때는 공부 잘했댔어요?
아 동: 네(额)
어머니: 그래 한국에 와서도 공부 잘해야 어머니 곱아하지? 응啊
아 동: 네(额)
어머니: 다음번에는 혼도 안나게 하고 어머니도 채습? 하겠어, 응, 중국에서는
중국말이구 글도 어느 정도 대체로 잘하지 않나, 是吧(맞지)，근데 OO
이는 한국, 어머니 따라 한국에 왔어, 대한민국에 왔어, 대한민국에 나가
OO이는 말두 모르고, 글도 모르고 이제 첫 시작이다, 你看看(너 봐봐)
첫 걸음이 아이가 그러니까 OO이가 지금부터 공부를 잘 해야 앞으로도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기자가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공부 못하
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응? 졸장부 응? 응, 학교에서 (이해 못함) 하자
면 공부를 우선 잘 해야 돼, 응?
아 동: 네(额)
어머니: 알았어?
아 동: 네(额)

프로그램 처치를 통해 E-M4 아동이 사후 대화에서 협조적이고 적극
적인 자기표현을 하게 되면서 대화는 좀 더 풍부한 정서적 이야기로 전
개되었다.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그 감정
을 수용하였다. 또한 과제의 주인공이 느꼈을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가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
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어머니는 자녀와 논쟁
하지 않으며 아동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구체화하도록 격려하고 자녀의
제안과 협력에 칭찬을 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표현과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고 어머니의 수용과 협력 수
준을 높여 정서적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빈약한 대화와
언어적 차이로 인한 아동과 어머니의 불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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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4 사례(사후)
1) 아동 애착
불안 비조직 유형
유형
2) 사후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스크립트
아 동: 여기 친구들이 놀고 있어요. 모래성 만들고, 모래로 모래성 쌓고, 미끄
럼틀 놀고 모래 놀았어요.(이해 못함))(就他们几个人在那儿玩的时
候，然后他们搭城堡时候，然后用土搭城堡，玩滑梯(이해 못함) 玩
土啦)
어머니: 그리고(然后呢)
아 동: 그리고 집 가요, 모래 놀면서 모래성 쌓고, 모래 담고, 길 수리하고. 뭐,
모래(然后回家，玩土搭城堡，装土，修道啥的，沙子)
어머니: OO이 정말 잘 했구나.
아 동: 찾아요. (이해 못함)(去找找(이해 못함))
어머니: 아이 세 명인데, 이거 누구지, 한명씩, 한명씩 가(孩子三个人，这谁
啊，一个人一个人走了)
아 동: 그리고 얘는 혼자 여기서 놀아요.(然后这孩子，他一个人在这里玩)
어머니: 혼자 노는데 기쁠까?(一个人玩高兴啊？)
아 동: (고개 좌우 흔듦) 얘 혼자, 집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집에 갈 수 없어
요, 지금 집에 가면 안돼, 엄마 안 오셔서（摇头）他自己，他想回家，
可是不能回家，现在回家不行，他妈妈没来，)
어머니: OO이 진짜 잘하는구나.
아 동: 그리고 혼자 가요, 그 친구들 보고 엄청 기뻐요.(完了他一个人走了，
他见着那些朋友了很高兴)
어머니: 그리고는(然后呢)
아 동: 엄마가 데려 갔어요.(他妈妈领他走了)
어머니: 엄마가 오셔서 아주 기쁘겠지? 응?(她妈妈来了他很高兴 嗯？)
아 동: 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嗯 她带他走了)
어머니: 근데 손은 왜 안 잡지?(可是你看没拉手)
아 동: 얘 화났어요.(他生气了)
어머니: 잘 했구나. 얘 엄마 같이 손을 잡지 않았어.(他妈妈一起没拉拉手)
아 동: 손잡고 싶지 않아해요.(他不想拉手)
어머니: 왜?(为啥啊)
아 동: 손잡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갔어요.(他不想拉手 直接走了)
어머니: 왜 손 잡지 않았을까?(为什么不拉？)
아 동: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이거(이해 못함)(不想啊，然后这个(이해
못함))
어머니: 친구들 다 가고 그리고 엄마가 늦게 오셔서 아이가 화났구나, 엄마가
손을 안 잡고(朋友都走，然后妈妈来晚了，他就生气了嗯，他妈妈不
拉手)
아 동: 네.(额)
어머니: OO이는 엄마와 이런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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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 있어
어머니: 엄마 다시 OO이한테 그러지 않을게, OO이 그때 어땠어? 괴로웠어.
아 동: 괴로웠어요.

A-M11 사례
1) 아동 애착

F4 (비조직적 특성을 가진 안정애착 유형)
유형
2) 사후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스크립트
아 동: 무서움, 여기 올 때 무서웠어요. 여기는 비록 안전하지만 오는 과정에서는
아주 무서웠어요(害怕 来的时候害怕 虽然在这里很安全 但是来的时候
特别害怕)
어머니: 지금은 무서워?(现在害怕吧？)
아 동: 무섭지 않아요, 오는 과정에서 무서웠다고요. 산 오르고 넘을 때 무서웠어
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不害怕啊 我说来的时候，爬山的时候害怕，这
不害怕吗)
어머니: 응(啊) 올 때 무서웠구나.(来的时候害怕)
아 동: 올 때 산 오를 때(来的时候爬山) 네, 다들 가고 저랑 다른 두 명, 저희 셋
만 남아서(嗯 你们都走了，就剩了我们三个人，我和那俩人)
어머니: 응, 그게 무섭구나(嗯，那个是害怕). 지금은, 안 무서워?(现在呢，不害
怕了?)
아 동: 안 무서워요.(不害怕了)
어머니: 무서운 거 없지 지금은?(害怕是不没有啊，现在呢)
아 동: 없어요.(没有)

② 정서적으로 혼돈된 대화

일부 사례에서 어머니와 아동의 대화 중 혼돈된 대화 양상이 나타났
다. 이는 주로 어머니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C-M7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여 이야기의 발전을 방해하며 사소한 문제
로 대화의 초점을 이동하여 ‘초점의 변화

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어

머니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자녀가 협조적인 응답을 함에도 지속적인 반
대 혹은 거부 의사를 보여 낮은 수준의

수용과 허용

양상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는 “누가 너 훔쳐다 팔면 어떡해?”, “나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 와 같이 불필요하게 아동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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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을 지속함으로서 아동의 불안 수준을 높이며, 부정적 해결방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극단적이며 비이성적인 대화를 보여준다.

C-M7사례
1) 아동 애착

DS3(감정이 억제된 회피애착 유형)
유형
2) 사후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스크립트
어머니: 어, 그리고는 아이는 혼자 집에 갈까, 엄마 데리러 올까?(啊，完然后呢，
小孩子自己回家呢，他妈接走呢？)
아 동: 엄마 데리러(他妈接)
어머니: 음, 맞아,.이건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말해봐(啊 对了..这是男孩呢，女孩
呢 说吧)
아 동: 여자아이, 남자아이, 남자아이(女孩，男孩，男孩)
어머니: 범수(가상인물)와 OO이도 여기 앉아 있어. 이 앉아 있게 되무(啊，俩男
孩，一个女孩，这个玩(이해 못함) 음, 남자아이 둘, 여자아이 한명 (이해
못함) 범수와 OO이도 여기 앉아 있어, 이 앉아 있게 되무 엄마 찾아?(이해
못함) 혼자 집 갈 수 있어?(找你妈妈？(이해 못함) 你自己能回家吗?)
아 동: 아니요, 계속 놀아요.(不能，一直玩)
어머니: 아니, 너 혼자 집에 갈 수 있어?(不是，你自己能回家吗?)
아 동: 네 (能)
어머니: 있어? 그럼 누가 너 훔쳐다 팔면 어떡해?(能？那有人偷你卖你怎么办？)
아 동: 다른 사람 집(去别人家)
어머니: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너 안가지고 못들어 오게 하면, 그럼 어떡하지, 엄마
기다려야지, 그치?(去别人家不要你，不让你进门，那怎么办呢？还是等
你妈妈，是吧? )
아 동: 네(嗯)(중략)
어머니: 두 명이지(两个), 근데 야는 어떡하나, 야는 얘는 아빠 엄마 데리러 안 왔
어, 맞아?(他爸他妈没接走呢，是吗)
아 동: 네, 여기서 기다려요.(嗯，在这儿等着)
어머니: 기다리지, OOO, 이건 너야, 너 엄마 기다려, 애들 아빠 엄마는 다 데리고
갔는데, 너 어떤 생각해?(等着是吧，OOO,这是你的，你等你妈，他爸他
妈都接走了，你想一想你什么想啊？)
아 동: 기다려요.(等着)
어머니: 안 돼, 너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직 안 왔어.(不行，你是怎么想啊，你
妈还没来呢)
아 동: 엄마 찾으러 가고 싶어.(我想去找你)
어머니: 아니, 찾지, 찾으면 안 돼, 선생님이 너 혼자 가면 안 된대, 너 혼자 있어,
생각해(别，找，不让找，老师不让你自己走，这是你自己呆的，想一
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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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 놀죠.(玩呗)
어머니: 우리 엄마 왜 데리러 안 오시지? 나 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늦게 퇴근
하시는데 찾으러 오실까? 이런 생각 안 해?(我妈怎么不来接我呢，是不
是不要我呢，下班这么晚呢，能找我吗, 不想那个啊?)
아동: 안해.(不想)

I-F6은 어머니의 체벌에 대한 공포감을 표현하고 자녀가 맞을 때의
기분을 반복적으로 물으며 자녀의 불안과 공포 수준이 대화중에 더욱 높
인다.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거나 공감하기보다 어머니 자신의
혼돈스러움과 분노를 나타냈다. 어머니는 아동의 응답을 비판하고 폄하
(judgemental attitudes & disparagement)하며, 자녀가 체벌 받을 만하다
고 이해시키고 체벌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안전기지의 역할을 유지하는 역량이 약화됨으로서 가족
갈등과 폭력, 그리고 정서적으로 매우 폐쇄된 의사소통이 부모-자녀 쌍
안에서 진행되는 공포를 끊임없이 지속시켜 가족 밖에서 발생한 외상을
반복시킬 수 있다(De Haene et al., 2010)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
편,

이러한

어머니는

자녀가

외상경험에 대한 반복하고,

침범적인

(intrusive) 대화에 노출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충
분히 민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I-F6 사례
1) 아동 애착 DS2(거부/폄하가 우세한 회피애착유형, 비임상집안에서 다소
유형
희귀-어머니 앰블런스 시나리오에서 긍정정서 출현)
2) 사후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스크립트
어머니: (말 끊고) 엄마 안 때릴 수 있어, 욕 안 할 수 있어((말 끊고) 我可以不打
你，可以不骂你 )
아 동: (이해 못함)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해요? ((이해 못
함) 咋说我不知道，这得咋说啊)
어머니: ..엄마가 너 때릴 때, 너 어떤 기분이야?.(..我打你的时候，你是啥感觉
啊？)
아 동: 울 기분(哭的感觉)
어머니: 이거 우는거, 그리고 슬픈 거(这是哭，后来伤心)
아 동: 네(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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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그럼 말해봐 엄마가 왜(那你说妈为什)
아 동: (말 끊고) 무서워, 무서워!((말 끊고) 害怕，害怕！)
어머니: 무서워?(害怕？)
아 동: 슬퍼요, 무서워요(伤心，害怕)
어머니: 그럼 너 엄마한테 맞을 때, 엄마한테 뭐 말하고 싶어?(那你挨打那会儿，
想对妈咋说呢？)
아 동: 화내고 싶어!(想生气!)
어머니: 엄마가 때렸어, 엄마가 안 때렸어 (이해 못함) 뭐 말하고 싶어?(妈打你
了，妈没打你了(이해 못함) 你想说啥？)
아 동: 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화내고 싶어요(我不想说，我只想生气)
어머니: 말하기 싫어, 이거 화난, 그래, 그럼 엄마 때리면, 너 말해봐, 엄마 틀렸어,
때리는 거 틀렸어, 엄마,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不想说，这是生气，对，
那妈打你了，你说，妈不对，打不对，妈，哪个对，哪个不对)

위 사례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 점수는 사후에도 향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주도하는 혼돈스러운 대화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한
됨을 보여준다. 이는 우선 어머니, 아동 대상별 프로그램 횟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프로그램 횟수는 6회기로 어머니 교육으
로 진행된 2회기 보다 많았다. 아동은 정서적 민감성과 정서표현의 수준
이 높아졌으나 어머니의 경우 총 2시간의 비교적 짧은 교육으로 진행되
어 일부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와 아동 양자 간 정서적 소통 능력의 불균형을 줄이고
의사소통 변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어머니회기 혹은 아동
-어머니 동반 회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회기 요인 이
외에 어머니가 비구조화된 대화에서 불안과 반복되는 외상 경험을 침습
적으로 반추하는 양상은 어머니의 외상 경험 및 외상의 미해결로 인한
혼돈과 관련될(De Haene et al., 2010)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 이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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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통의 변
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통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정서적 소통 능력의 변화의 양적 분석 결과와 아동과 어머니
의사소통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변화를 살펴본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제시한다.

① 아동-어머니 정서적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애착기반정서표현 프로그램이 제3국 출생 탈북가
정 아동-어머니의 정서적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구성 과제의 사전 사후 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프로그램 전후의 아동-어머니 정서적 의사소통 능력 비교
(n=10)12)

어머니 점수
아동 점수
공동 점수
*

p<.05,

사전조사
사후조사
사전조사
사후조사
사전조사
사후조사

Mean
24.7
33.0
27.7
36.8
5.9
8.8

SD
4.60
10.53
2.11
6.51
1.45
2.62

Z

p

-2.505

.021*

-2.810

.002**

-2.207

.031*

**

p<.01

분석 결과, 어머니 점수는 평균 24.7점에서 33.0점으로 증가하여 평균
12) 아동-어머니 공동 이야기 과제에서 K-F4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어머니만
응답하고 아동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아동이 무응답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지 못하고 종결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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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차이에 대한 비모수 통계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z=-2.505,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점수는 평균이 27.7에서 36.8로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81, p<.01). 공동 점수는 이야기의 일관성과 적절성을 평가
하는 것으로 평균 5.9점에서 8.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z=-2.207, p<.05). 이러한 결과는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의사소통의 질적 변화 : 양육자에 대한 신뢰 증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와 대화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다음 회기에 와서 발표하였
다. 아동들은 프로그램 초반 스스로 인식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워했던 부
정적 감정들을 점차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
동이 수용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애착 내러
티브가 안전기지 스크립트로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Mikulincer et al., 2009; Salemink & Wiers, 2011). 이 과정은 자신의
애착 욕구의 가치를 평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F-F7아동은 프로그램 초반 어머니가 쓰려져서 곁에 없었을 때 속상했
던 자신의 애착정서를 어머니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아동은 어머니가 아파서 혼자 남을
까봐 무섭다는 기분을 어머니에게 표현하였고,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애착 정서를 수용하고 엄마가 있어서 괜찮다고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하였다.
연구자: (어머니에게) 언제 속상한지 이야기 했어요?
F-F7: 어느 날 엄마가 쓰러져서, 곁에 없을 때면(就是有一天等妈妈晕倒了，不
在你的身边)
연구자: 아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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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7: 흠, 저의 엄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흠. 我妈啥也没说)
<F-F7, 2회기>

저는 어느 날 엄마가 아프시면 저 혼자 남아야 할까봐 무서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 여기 있잖아 했어요(我害怕的是当有一天我妈生病
了，我一个人留在这儿，我妈说，没事的有我在这儿呢，别害怕，)(중략) 엄
마는 내가 어떻게 너를 때려, 때리지 못하지, 넌 엄마의 보배야 라고 했어요.(妈
妈就说，我怎么可能打你，我都不敢打你,你是我的心肝宝贝)
<F-F7, 5회기>
G-F7: 만약에 어느 날 엄마가 동생만 좋아하고 저를 싫어하면 저 슬퍼요(就是如
果有一天妈妈喜欢妹妹，不喜欢我的话，我就伤心)
연구자: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하셨어요?
G-F7: 엄마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我妈说我妈不会的)
<G-F7, 5회기>

연구자: OO이는 엄마랑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요?
아 동: (아주 작은 소리) 生气((아주 작은 소리) 화난)
연구자: 화난? 언제 화난다고 이야기 했어요?(生气啊？说了什么时候生气啊？)
아 동: (아주 작은 소리로) 엄마가 저를 때리는 거(아주 작은 소리로)(妈妈打我)
연구자: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 동: .............(아주 작은 소리로) (엄마가)울었어요.(............(아주 작은 소리로)
哭了))
<A-M1, 5회기>
연구자: 친구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F-F7: 음, 친구들이 나랑 같이 안 놀아서 나는 엄마랑 놀았다, 엄마는 누워서 비
행기를

태워주셨다.(就是朋友不跟我一起玩，那我可以我妈一起玩，我

妈躺下给我整飞)
연구자: 이제 OO이는요?
K-F4: .............엄마한테 안겨요(..............扑我妈妈)
<F-F7, K-F4, 6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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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자신의 경험과 기분에 대해 어
머니와 대화를 시작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C-M7은 프로그램 전에는 어
머니에게 전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곤 하였다. 프로그램 처치 이후 해당 아
동은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는 고민과 자신의
감정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이 어머니가 자신
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할 것 이라는 양육자의 가용성에 대한 확신과 양
육자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안했어요. 바깥에서 무슨 그 했는지, 맞고 들어왔는
지, 때리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걔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자
기감정을 표현해서 말 아니하다 나니깐...하...(웃음) 그러던 게 어제는 그 말을 해
줘서, 야...쓰읍, 우리 아이들이 쎄게 변화가 있구나, 자기감정 얘기할 줄 아는구나.
<C-M7 어머니, 사후면담>

E-M4 역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학교 활동과 또래관계에서 속상했
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 하였다. E-M4 어머니는 이제 자녀와 탈중
과정 중에 있었던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탈출과정의 불안을 표현하고, 중국에 갈 때 또 자신이 경험했던 힘들었
던 탈중 과정을 경험해야 하는지 묻는 자녀에게 어머니는 프로그램에서
연습한대로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어머니 : 네 합니다. 네.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하고 논 이야기도 하고요, 그림 그
리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거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
다. 유치반 이야기요. 동무들, 얘네들 하고 자기하고 노는 걸 못 놀게 하
는데 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에는 못했습니다.
변화입니다.
<E-M4 어머니,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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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 그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 강 건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OO아, 니 한
국에 오면서 그 길에 어느 게 제일 무서웠니, 하면 OO이 말하길, 산 넘은
건 무섭지 않은데 악어강을 건널 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 그래 너 악어강 건널 때 어머니 니 옆에 있었는데도 무섭던가?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그 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그 무서운 길을 다 지
났으니까 여기 와서는 그런 일 없다. (중략)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어머
니 이제 중국에 나갈 때 또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야 되는가? 그래, 그
때는 그렇게 안한다.
<E-M4 어머니, 사후면담>

어머니들은 자녀의 악몽, 의기소침, 불안 등의 정서문제가 발생하는 원
인이 무엇인지 이해한 이후로, 예전에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했던 아
이의 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며, 정서적 대화를 시도하
여 아이의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안전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OO아, 일어나, 그랬더니, 눈 뜨고 우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냐, 어째 우는가 하니
깐 아...꿈을 꿨는데 엄마랑 내랑 같이 어디를 갔는데 지금, 엄마를 찾지 못해서,
그러다 꿈을 깼는데 애가 지금 막 우는 거예요. 그래 야...어째 이럴까, 음...아빠도
요즘은 못 보지,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안정감이 부족한가보다, 그래 OO아, 일없
다. 엄마 어디까지나 너를 지켜준다고.
<D-F6 어머니, 사후면담>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은 프로그램 초기 역할전도의 양상을 나타
내기도 하였다. F-F7의 경우 사전문장완성 검사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어머니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데 이는 두 가지 사실
에 근거한다. 하나는 아동이 어머니로부터의 유기불안을 느낀다는 사실
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어머니를 보호해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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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음에는 시내 나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네, 쓰읍, 사람들 보면서 첨에는
무서웠거든요. 그담에 아이가 있으니깐 아이가 많이 용기가 되고, 그래 저는 시내
나가도 저 혼자 절대로 안 나가지요. 딸애를 데리고 나가지요. 만약 경찰이 만약
잡는다 해도 내 딸애가 증빙이니깐, 내 딸애가 이렇게 다, 중국말도 할 줄 아니깐,
그래 제가 이렇게 진짜 솔직한 말이지만, 한국 올적에도 제 딸 보고서리 이제 경
찰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경찰이 오르게 되면, 엄마 벙어리라고 해, 네가 말해,
우리 엄마 벙어리라고 네가 말해, (중략) 신분증, 아이가 저의 신분증, 저의 마음
속에 신분증이지요.(웃음) 그래 아이하고 같이 가면 저는 마음이 놓이고 걱정 없
어요. 그래 늘 아이를 데리고, 친구 집에 가도 아이를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F-F7 어머니, 사후면담>

F-F7은 정서표현 활동,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시도를 통해
자신의 정서가 수용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사전검사
에서는 ‘만약 나에게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면’이라는 문항에 “엄마를 왕
후로 변해주고 싶고”, “주요하게 엄마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거”라고
대답해 어머니의 욕구를 마치 자기감정처럼 느끼고 표현하였다. 이 아동
은 사후검사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이야기하였고 “엄마는 그냥 저랑 같이
행복하게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F-F7
문장완성검사

만약 나에게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면 _________________

사전검사

아동: 나는 나의 엄마를 왕후로 변해주고 싶어요.
(我想把我妈妈变一个王后)
연구자: 왕후로 변하면 어떨 거 같아?
(变成王后会怎么样呢？)
아동: 엄청 큰 집을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좋아하고 싶은
건 다 좋아할 수 있게, 주요하게 엄마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会有一个很大的家给我妈，让我妈想喜欢什么就喜欢什么，主
要就是满足妈妈要求)

사후검사

엄마가
있으면
가난한
엄마가,

저한테 마술의 지팡이가 있는데 한번만 사용할 수
뭐할 거야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아이가 없도록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넌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어, 엄마도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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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는데’하고 엄마는 그냥 저랑 같이 기쁘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고.
(我妈妈问我‘如果你有一个魔术棒，只让你用一次，你想做什么
？’然后我就说让穷孩子全都变没有了，后儿呢我妈说‘你咋想到
的，我都没想到呢’我妈说，只想我跟我妈在一起，快快乐乐，
什么都不想要，钱都不要)

F-F7: 왜냐하면 엄마가 이야기하셨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요.(因
为我妈妈说过，不会没有一天不爱我)
H-B6: 엄마는 저한테 뭐라 하시겠지만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我妈妈
会说我，但是并不会不爱我)
<F-F7, H-B6, 6회기>

또한 아동은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증가하였고, 어머니에 대
해 더 많이 기대 하게 되었다. J-F4 아동은 사전검사에서 어머니가 화낸
다고 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엄마랑 같이 자서 좋으며, 엄마랑 재밌
게 노는 것에 기쁨을 표현하였다.

J-F4의
문장완성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나의 엄마는 _________________
화내요.(生气)
저의 어머니는, 같이 자요. 좋아요.(我的妈妈是，跟一起睡觉，
好)음 같이 더 재밌게 놀고, 엄마랑 같이 더더더더, 제일 제
일 제일 예뻐요(嗯，一起更好玩，跟妈妈一起更更更更，最最
最好看)

③ 어머니의 변화

이 프로그램은 6회기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변화는 컸다.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는 탈북어머니가 자신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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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체벌을 중지하며, 자녀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노력함으
로써 가능하였다. 탈북어머니들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체벌이 자
녀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체벌을 중단했거
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를 안아주거나 쓰다듬어주는 신체
접촉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어머니가 체벌
하지 않고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경
험으로부터 양육자의 가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상처와 취약함을 포함하는 일차적 애착 정서를 인식하고
양육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Kobak et al., 2015) 변화를 가져왔다.
탈북어머니들이 그동안 자녀양육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정서
적 의사소통 방법, 적용이 가능한 실연 등으로 제공된 자녀 양육 지침이
어머니의 변화를 유도했음을 보여준다.
그래 딸과 한 첫 약속인데, 이거는 어떻게나 지켜야지. 어저께도 살짝 하고는 그
담에 손이 저절로 손이 들어갑니다. 이거 때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 다
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 배워줘야 되겠는데, 저도 저로서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
고요, 이게 우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방법을 모르던 사
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눈이 틔었으니까요
<I-F6 어머니, 사후면담>
좀 때리자 하다가도, 아..내가 배웠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용기를 내 키
워줘야지, 이 생각 먹으면 자꾸 그 생각만 하다보니까 저도 좀 변화가 많이 있어
요. 이렇게 배운 게 부모로서 좀 참작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 와서 처음 배웠어요. (중략) 제가 그런데 정말 내가 고쳐야 되겠다....아이한
테 내가 너무 상처를 줬구나 하는 생각에, 내 고쳐야 되겠다. 이런 강한 마음이
있어요.
<C-M7 어머니, 사후면담>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욕 이런 거 안합니다. 그래, OO엄마 막 고함지르면, “야,
상담 선생님 그렇지 하지 말라지 않았냐!, 우리(끼리) 말도 그렇게 합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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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4 어머니, 사후면담>
최근에는 제가 이야기 하게 되면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전에 보게 되면 제
가 큰소리 치고, 꾸지람 치고 그러면 아가 막 무서워서 병이 올 것 같은데 이제는
저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나도 많이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흥분을 많이
가라앉히고 그런 게 많이 있고, 아 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그런 게 많이 있고,
아도 우리 OO이도 가만 보게 되면 요새는 모든 걸 하는 걸 즐거워해요.
<J-F4 어머니, 사후면담>
그전에는 숙제 안하고 그러면 말 안하고 주먹부터 나갔는데 (웃음) 요즘엔 나가
다가도 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스스로가 겉잡아주고 그런데서 세게 도움이
됐습니다. 요즘은 안 때려요. 그 담에 아이가 엄마하고 약속했어요.
<D-F6 어머니, 사후면담>
참여자 : 네. 선생님들과 상담한 후에는 진짜 많이 안아즙니다.
연구자 : 어릴 때는 많이 안아주지 못했어요?
참여자 : 크게 많이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했습니
다. (웃음)
<E-M4 어머니, 사후면담>
음...그 전에는 뭐 아이 감정에 대해 살피지 않고, 화냈거나 그런 거를, 그런데 배
우고 나니깐 아이한테도 감정이 있고 그 감정에 맞게 엄마가 해줘야 되겠다, 또
그 땐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화났구나, 기쁘구나, 그럴 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
겠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OO이도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 프로그램 한 담에
그전에는 무슨 말해도 그렇게 표현을 잘 안하고 성나면 성난 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운 다음에 많이 말하려고 하고, 기쁘면 여기서 배운
그 동작들을 해가면서 (웃음)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D-F6 어머니, 사후면담>

어머니는 자신의 아동기 경험이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성찰하였다. 참여한 탈북어머니들은 어린 시절 자신을 압도
하는 부정적 정서를 처리할 때 혼자 울거나, 집을 나가거나 참는 방법으
로 해소하였다. 자신이 슬프거나 화났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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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험이 현재 자녀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보고 그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
의 양육행동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긍
정적인 변화를 위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 그럼 어릴 때 화나거나 속상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연구자 : 그러면 거저 집을 나갑니다.
<G-F7 어머니, 사전 면담>
참여자 :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거나 그러면 항상 그게...
연구자 :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참여자 : 그럼 그저 웁니다.
<E-M4 어머니, 사후면담>

연구에 참여한 탈북어머니는 중국에서 무국적자로 언제든 북송될 수
있다는 무기력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어머니는 중국에서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허용하며 그 부정적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녀는 어머니의 정서적 결
핍감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도망쳐도 늘 잡혀
오는 중국집에서 자녀를 “내 친구하나 만들자고” 낳았고, 자녀는 중국어
를 할 수 없는 불안한 중국 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
가 되기도 하였고, 녹록치 않은 중국 생활과 탈중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
감과 스트레스를 푸는 “화풀이 대상”도 되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자신
이 먼저 탈중국한 이후 자녀를 데리러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험난한 여정을 자녀와 동반하였던 이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
였다. 어머니는 자녀와의 경험과 관계를 뒤돌아보고 관계를 새롭게 재정
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조선에서 아를 두고 온 게 충격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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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오자 겨우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중략) 내 몇 번 달아나갔다 돌아
오고, 몇 번 달아나갔다 돌아오고 하고서리 도망칠 길 도 없는 거 또 살지 하다가
그 담에 말이랑 중국말이랑 하게 됐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가고 싶어, 하니깐 또
아 땜에 못가지요. 아가 점점 크니깐, 새끼보고서 못가고, 내 북한에도 새끼 둘씩
이나 못 데리고 와서 내 이만한 죄를 짓고 사는데 내 또 이번에 새끼를 내뻔지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하고서리 그러며 얹혀서 거저 살았거든요.
<A-M11 어머니, 사전면담>
.....어, 저는 북한에 있는 딸은 이렇게 못 데려와서 내 중국에서 너무 상처를 많
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가 때문에 사실 낳고도 책임 못 진 그 부모의 자
책감으로 해서 많이 가슴 아팠는데 저 아를 들고 오지 않았으면 제가 무조건 이
번에는 정말 빈 몸이래도 데리고 왔어요. 무릅쓰고라도. 죽어도 뭐 어째 잘못 되
도 같이. (중략) 북한에 있는 저 딸한테도 사랑 못해줘서, 이 먹고 살기 바쁘다 나
니깐 그저 혼자 밥 먹고 유치원 가라 하면 혼자 가요. 오티 입고, 근데 우리 OO
이는 하나에서 열부터 다 내가 챙겨주니깐. 그러고 싶거든요. 북한 아 한테 못한
거 쟤한테 다 해주고 싶거든요. 진짜 못했어요. 돌, 세서는 그저 그런 탁아소 같은
데 찾아오고, 언제 아하고 이렇게 곱다고 어루만지지 못해봤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J-F4 어머니, 사후면담>
제가 떠나자고 특, 보니까,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한국 갔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
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내가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아는 어떻게 되겠는지 그 때 제, 아들이 동생으로 보
입디다. 그 때 당시...그래서 내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내 아
들을 또 엄마 없는 아들을 만들겠나, 그 때마다, 쩝, 이 세상에 또 엄마 없는 아가
하나 더 불었구나, (울먹거림) 엄마 없는 아들이 또 불었구나, 뜩 그런 생각이 들
매 못 가겠습디다. 그래서 거기서 단념했습니다. 못가겠다고. 짐 다 싸놓고 맸다
가, 그래놓고 근까 사람들이 왜 못 갔나, 뭣이 무서워서, 로정이 무서워서, 아니,
난 내가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내가 그 때 당시 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한국에
와서 조건이 좋아지면 내 맘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는 내가 무
서워서 못 떠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I-F6 어머니, 사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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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변화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실시 이후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
서조절능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전후의 정서조절능력을
<표 Ⅳ-13>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조절능력의 평균점수가 85.55
에서 96.00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점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z=-2.714,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Ⅳ-13> 프로그램 전후의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비교
(n=11)

정서조절능력
*

사전조사
사후조사

Mean
85.55
96.00

SD
8.26
9.80

Z

p

-2.714

.012*

p<.05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점수의 향상은 아동의 정서
가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서통제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애착 정서를 왜곡하거나 이차적인 방어 전략을 활
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상처와 취약함에 대한 애
착 내러티브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서조절능력 증가의 지표가 된다는 선
행연구(Berking et al., 2008; Chambers et al., 2009; Kross & Ayduk,
2011; Kross et al.,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 보고로 평가되어 앞장에서 아동의 발화내용으로 드러난 질적 데
이터의 변화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적 평가에 의해서도 검증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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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점수의 사전 사후 변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
그램은 제3국 출생탈북가정 아동의 정서인식을 변화시켰다. 아동들은 제
한된 정서어휘와 정서이해를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나쁘거나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정
서어휘가 출현하였으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수
용하였다.
둘째,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애착
정서의 표현양을 증가시켰다. 아동이 애착 손상에 대한 내러티브를 발생
시키는 것은 아동이 회피하거나 혼란된 마음 상태에서 애착 정서에 접촉
하고 인식하여 애착 에피소드를 내러티브로 통합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표현양의 증가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정서표
현의 질적 변화로, 아동들은 유기불안, 체벌, 모호한 불안, 상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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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억압하고 왜곡하였던 일차적 애착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애착 욕구
와 기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안전감이 증진되었다.
셋째,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
니의 의사소통능력을 증가시켰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
의사소통의 특징은 언어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 단절, 낮은 수준의 참여
와 관심, 공감 부족에 기인한 정서적으로 빈약한 대화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은 좀 더 협력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정
서적으로 혼돈된 대화였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 회기의 부족과 어머니의 미해결된 외상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동과 어머니 정서적 의사소통의 질적 변화
로 아동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애착 욕구를 표현하고 어머니에 대한 신뢰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프로그램 처치로 자신의
애착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어머니와 정서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정서통제능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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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제
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언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 정서
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
행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인식과 표현,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 아동
의 정서조절능력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애착기반정서조절
프로그램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적 발달과 적
응을 위해 가족기능과 부모 자녀 관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입의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가족 내 요인인 애착, 아동의 정서, 의
사소통의 가치에 주목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탈북가정 아동의 회피애착
성향으로 인한 정서적 특수성과 관계 외상적 경험으로 인한 취약요인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애착기반치료는 주로 영아의 어머니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아동 대상의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에서는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애착 내
러티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애착정서동화를 개발하고 5가지 애착 정
서에 접촉하고 인식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6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다. 아동에게 해당 회기의 정서에 대해 어머니와 정서적 의사소통을 촉
진하는 과제를 제공하였다.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애착과 정
서, 아동과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돕는 2회기의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OO 탈북민 기관에 등록된 유치, 초등 연령 아동 11명과
아동의 어머니 9명이었다. 연구 기간은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자와 동시통역자이자 보조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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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국어 강사와 2인이 동반하여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의 참석률은
100%였고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한 차수의 집단 인원수는 5∼6명
으로 운영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은 아동 11명, 어머니 9명이었다. 애착
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전·사후 조사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양적·질적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제3국 출생 탈
북가정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
다. 이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애착 정서를 인식하고 애착 내러
티브를 활성화 시켜 정서표현을 촉진하는 것이 아동이 정서를 조절하도
록 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어머니와 형성한 불안정 애착은 아동의 정서와 어머니와의 관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장애가 된
다. 연구 참여 아동은 두 사례의 안정 애착 유형을 제외하고 모두 불안
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탈북어머니의 비자발적 혼인과 출산, 불안
한 삶이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방해요인으로 작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아동이 생애 초기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협하는 역경을 경험하거
나 유기불안, 어머니의 체벌과 강압적 양육태도, 출생지를 떠나면서 입은
심리적 외상, 가족 상실과 같은 관계 외상적 경험을 하는 경우 이는 아
동이 정서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정서적 취약요인이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발달을 이끌 수 있으므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심리 정
서적 건강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아동의 관계 외상적 경험의 특수성으
로 유발된 정서문제를 애착발달과 애착관계 내에서 조망하고 최적화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애착기반개입 모델을 수정 보완하여 유·아동 연령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개발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의 실시가 제3국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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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관계 증진에 유효함을 보여준다.
기존에 개발된 애착기반개입 프로그램은 주로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
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청소년의 사례에서 다루
어졌다. 정서 발달이 민감하게 이루어지는 유아기, 학령기 시기 애착기반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 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도 정서인식과 정서이
해에 대한 심리정서 교육이 선행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발달 수준에
맞는 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애착기반개입이 효과를 나
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생애 초기 역경과 이주 과정에서의 심리
적 상해를 경험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경우 발달 상 결정적 시
기인 초기 아동기 개입은 회복 및 발달의 가소성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둘째,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동
의 정서표현의 양을 증가시키고 질을 변화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과정이
다. 아동들은 프로그램 초기 부정적 정서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은 나
쁜 것이며 이를 참고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
로 인해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죄책감을 가지거나 부정적 정서
를 억압하고 왜곡시키며 이는 아동의 자기 표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감당하기 힘든 탈중 과정 중
에서 생존과 적응을 위한 강인함을 익히기도 한다. 난민 아동들은 열악
한 사회에서 아이다움을 일찍 잃고 지나친 조숙함을 갖는다(전우택,
200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도 때로 지나치
게 어른스럽고 자기 역량이 강조되는 경향은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효
과적으로 처리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발달시킨 기제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처치를 통해 아동들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은 자연
스러운 것이며 이를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된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의 변화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정서를 왜
곡하지 않고 자신의 취약함과 고통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정
서를 조절하도록 돕는 선행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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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처치 과정에서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환기에서 누적 효과를 보여준다. 즉 프로그램 처치 회수
에 따라 누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초등 고학년 아동에게 4회기는 특히 탈중 과정의 외상적 경험을 표현하
는 회기로 아동의 정서 표현이 포화되어 나타난다. 아동은 그동안 믿을
만한 대상에 의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탈중 경험을 인식하고 표현
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변화를 보인다. 초등 저학년 아동에게 2
회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회기는 안전과 불안전에 대한 회기이다.
아동들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 인지적인 설명이
나 이해과정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안전한 곳으로부터 벗
어나 현재 이곳이 안전한 곳임을 강조하는 회기가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정서표현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치 연령의 아
동은 프로그램 전반에서 정서표현의 절대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으
나 정서표현양의 변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제3국 출생 아동이 애착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에서 주요한 요인이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어머니로부터의 유기불안과 체벌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가용성의 확신이 낮다. 중국 땅에서 신분의 불안함으로 늘 긴장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존재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에게 부정적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위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각인되지 못했을 수 있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부정적 정서
를 활성화하고 표현하였을 때 그 정서가 수용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정서
를 조절하게 되며, 자신의 정서적인 애착 욕구와 기분을 가치 있게 평가
하여 애착욕구를 억압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어머니와 좀 더 협력적인 대
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언어 문제,
아동기의 정서적 환경의 특수성으로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
고 수용되거나 공감 받은 기회가 적다. 아동에게 탈중 과정의 외상, 가족
상실 등의 정서적 역경을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과 기회를 제공

- 155 -

하며 어머니와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나누고 안전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재탄생 시키는 과정은 아동의 스트레스 혹은 트라우마에 수반되는 심리
정서적 반응과 문제를 경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정
서적으로 수용되고 조화로운 대화에 의해 제공되는 심리적 안전 기지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심리적 위기 극복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탈북어머니의 자기 성찰이 인식의 변화를 유도한다. 어머니는 부
모교육 회기에서 자신의 아동기 부정적 정서 경험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과의 관계를 성찰하면서 자신과 자녀의 행동을 이해한다. 탈북어머니는
체벌 이외의 다른 양육방식에 대해 고민하거나 경험해보지 않아 체벌 없
이 부모의 권위를 지키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무기
력하게 느낀다. 부모교육을 통해 탈북어머니들은 체벌로 인해 자녀가 일
차적 애착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양육자에게 접
근하려는 애착욕구가 좌절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런 경우 자녀가 정
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 문제와 부모 자
녀 관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 어머니는 체벌을 중지하고
자녀와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 소통의 어려움은 어머니의 소통
문제로 가중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소통방식은 권위적, 일방적이고 지시
적인 언어를 사용한다(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11). 탈북어머니는 북한,
중국 그리고 남한의 언어소통 방식과 양육문화가 상충하는 가운데 자녀
와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훈육하는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북한과 중국
에서 탈북어머니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살아왔다. 탈북어머니
가 경험하거나 목도한 북한 사회의 경제적 궁핍, 가부장적인 문화, 중국
에서의 억압된 자유와 언어 및 정서적 소통의 한계로 어머니의 정서적
표현은 부자유하였고 이는 사회 외적인 부분 뿐 아니라 가정 내 의사소
통과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머니는
아동기에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말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기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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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은 적이 없다. 중국에서는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긴장 속에 있었
고, 언어 문제와 대인 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수
용해주는 대상이 부재하였다. 탈북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결핍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다루는데도 직접
적으로 연결된다.
일부 어머니는 외상경험과 불안으로 아동과의 의사소통에서 아동의 심
리적 안전감을 증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방해한다. 어머니가 과거 외상
사건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경우 슬픔, 공포,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주제가 어머니를 압도하여 과거의 고통스러운 외상 기
억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경우 어머니는 아동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표
상과 안전감을 촉진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녀의 불안감을 유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아동기 외상
경험에 대한 해결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상담자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2. 의의 및 제언
다음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이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은 제3국 출생
의 입국 초기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감을 증진
하여 아동의 정서표현을 증진하고 부모 자녀 간 정서적 의사소통의 질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효과는 제3국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6회기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도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아동기 발달적 특성인 가소성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초기개입의 의미를 보여준다.
둘째, 애착기반 개입에서 그동안 활발히 시도되지 못했던 유·아동기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적 수준에 적합한 애착정서동화를 개발하여 애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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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입의 대상 확대하여 이루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에게 애착과 정서의 속성을 활용하여 개발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이 애착 관계에서 유발되는 감정을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표현하도록 하여 정서를 조절하고 정서문제를 감소시키며
아동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감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 초기 역경을 경험하고 정서문제를 겪는 유·아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매체와 측정 도구가 제공된다면 애착 정서 인
식과 표현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적인 치료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 연구는 실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입국
초기의 제3국 출생 탈북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개입 분야에 실천적 함의
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
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정착 이후 가정 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였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해 아동의 학습, 언어습득
에 대한 지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부모,
가족과 같은 아동의 미시환경에서의 심리 사회적 지원 특히 부모자녀관
계 지원에 더욱 집중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증진이라는 가정 내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초기 부적응을 예방하고 아동
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부모 대상의 교육 현장에서 애착
이론에 기반을 둔 정서 프로그램이 확대 개발되어 아동의 정서발달과 가
족기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이 연
구는 언어적인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시도되지 못했던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대상으로 애착, 정서, 가정 내 의사소통에서의 특
징과 변화 양상을 중국어 동시통역과 번역 과정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양적 방법의 혼합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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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바탕으로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애착기반정서조절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대
상의 특수성과 언어의 한계로 인해 비교적 연구로 드러나지 않은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정서적 특징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양
적 질적 분석의 상호보완과 타당화 과정을 통해 해석과 논의 과정에서
통합적이고 탐색적으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용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대상이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경험이 적다는 점에서 비교적 오염
되지 않은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대부분의 탈북관련 연구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국사회의 경험이 적은 연구대상으로
부터 북한과 제3국의 경험의 양상을 분석하여 그 영향을 밝힐 수 있었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프로그램에서 드러난 향상이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효과인지 명확히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결과는 연구자의 기대와 일치한다. 연구자는 아동의 애착관련 정
서인식과 표현을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정서조절능력
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
적 의사소통은 억압되고 제한된 아동의 정서인식과 표현을 발달에 적합
한 수준과 방식으로 촉진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 연구대상의 질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제3국 출생 아동의 정서표현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특성을 밝히고 애착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 연구는 입국 초기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과 어머니를 대
상으로 진행되어, 이들이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족
갈등과 정착 문제 등의 생활환경 맥락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 159 -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정착 기간 경과에 따라 유효
한지 추수검사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입국초기 제3국 출생 자녀의 어머니 대상 양육 지침서를 개발하
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머니들은 북한, 중국, 한국에서 경험하는
이질적인 문화로 양육 방식과 가치에 혼란을 느끼거나, 자녀와의 관계
갈등 등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들은 체벌
없이 자녀를 통제하고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느끼거
나 혼란스러워하지만 자녀의 애착과 정서적 환경에 대한 이해, 자녀가
보이는 문제행동의 원인과 특성, 그리고 정서적 의사소통방식의 적용방
법 등의 구체적인 양육지침이 제공될 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 이해, 대안적인 비처벌
(noncorporal punishment)적 훈육방식, 의사소통 기술 등에 초점을 둔
탈북어머니 대상의 맞춤형 양육지침서 개발은 어머니가 자녀와 동반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부
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퇴행행동을
보이거나 적응 불안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연
구에서 나타난 분열된 의사소통의 결과일 수 있다. 또는 아동의 문제행
동이 조화로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
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증진하는 요인들을 이 연구에서 확
인하였다. 탈북어머니와 아동의 의사소통 및 대화 연구가 확대되어 아동
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정신건강, 미해결된 외상경험과의 관계 등 의사
소통 관련 요인들이 치료적 매커니즘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이후 일부 아동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 여전히 표정과 정서가 불일치하는 양상이 나타나거나, 대안학
교 행을 앞두고 정서적 불안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다층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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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건강 및 교육 서비스를 위한 피라미드 접근에 따라 학교환경에서 아동
의 정신건강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상담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
는 과정에서 어머니 자녀 관계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문제와 요구가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심리정서의 발달궤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 연구는 유치 초등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미취학 연령과
초등 연령의 발달 수준에 따라 좀 더 세밀히 진행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미취학 연령 아동의 정서표현이 전반적으로 적었지만, 혼합연령 구
성에서 높은 연령 아동들이 정서의 활성화를 이끌어주거나 어린 동생들
의 정서표현을 격려해주기도 하여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의 세 집단에 따른 아동의
정서, 언어, 인지적 발달 수준 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 아동들은 모두 어머니와 동반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점에
서 강점을 가진다. 아동들은 어머니 상장을 만드는 마지막 회기에서 자
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준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였다. 어떤 아동은
자기 어머니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어머니와 함
께 역경을 뚫고 오면서 자기역량을 강조하며 때로는 어머니를 돌보고 위
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에게 어머니는
위기의 순간을 지나 지금 여기에 함께 있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서로의 힘과 용기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다. Fonagy(2018)의 말
처럼, 이제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아동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성
장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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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모-아 공동이야기구성 과제
(1) AEED(Autobiographical Emotional Events Dialogues: Coding
Manual
AEED 지시문
여기 각각 다른 감정의 이름과 그림이 그려진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보
면, “기쁜”, “슬픈”, “화난”, “무서운” 얼굴이 있으며 마지막 카드는 “안전하고 평온
한” 얼굴입니다. 이제 해주실 것은 아이의 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주시는 것입니
다. 아이가 행복하게 느꼈을 때, 슬프게 느꼈던 일, 화났을 때 등에 대한 실제 이야기
를 해주시는데 다섯 개의 다른 감정에 대해 각각 5개의 다른 이야기를 모두 해주시
면 됩니다. 아이만 참여하였던 학교, 친구 등의 사건이나 어머니도 참여하였던 사건
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드릴테니 각각의 감정에 대해 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머니와
자녀분이 어떤 카드로 시작하고 다음에 어떤 카드로 계속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
습니다.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한 개의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끝났다는 표
시로, 그 카드를 뒤집어서 놔두고 다음 카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두 이해하시겠
습니까?

안전한

슬픈

무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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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화난

(2) 공동이야기 만들기 과제
이야기동화 만들기 지시문
이제부터 한 개의 그림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 만들기를 할 예정이에요. 이 그림 이
야기는 총 5장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 내용을 잘 읽은 다음 시작해 주세요.
첫째, 그림을 보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어머니는 각각의 그
림에서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자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한 장의 그림에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이야기 하세요. 셋째, 그림을 건너뛰거나 다음 장을 미리 넘겨보지 마세요. 준
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개

사전

사후

(a) 도입
(orientation)

(b) 복잡화
(complicating
action)

(c) 절정
(high-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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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해결
(resolution)

(e) 종결부
(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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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애착 정서 동화
1. 내 감정은 소중해요
스크립트
그림
(a)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우

의미

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본부가
있대요. 기쁨이, 슬픔이, 버럭

도입:

이, 안전이, 소심이 다섯 명의

정서이해

감정 친구들은 은주의 머릿속
에 살고 있었어요.
(b) 기쁨이는 감정본부의 대장
이었어요. 기쁨이는 슬픔이에게

복잡화:

넌 맨날 은주를 슬프게 하고

부정적 정서의

울게 하니 필요 없어. 슬픔이는

회피

감정본부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c) 은주는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갔어요. 예전에 친했던 친구도

절정:

없고 낯설기만 해요. 그러나 슬

부정적 정서의

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어요.

회피로 인한

엄마와 싸워도 아무런 느낌이

관계 부적응

없었어요.

(d) 기쁨이는 슬픔이에게 미안

해결:

하다고

부정적 정서

사과했어요.

슬픔이가

다시 감정본부로 돌아왔어요.

수용

(e) 은주는 엄마와 같이 눈물을

종결부:

흘려요. 엄마와 화해를 해요.

관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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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지개 물고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스크립트
그림

의미

(a) 무지개 물고기는 나쁜 꿈을
꾸는 바람에 잠에서 깨었어요. 다

도입:정서이해

시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잠
이 오지 않았어요. 해초침대 위에
서 계속 뒤척거렸어요.

복잡화:

(b) 무지개 물고기 방은 깜깜했

부정

적 정서 촉발

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c) 무지개 물고기는 엄마에게 갔

절정:

어요. “엄마 나쁜 꿈을 꿨어요.

근접성

추구

너무 어두워요. 방에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d) 엄마는 해초전등을 켜고 방
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엄

해결:

부정적

마가 안아 줄게. 이제 걱정 말고

정서 경감

푹 잘 자렴” 하고 방으로 가셨어
요.

종결부:

(e) 무지개 물고기는 다시 눈을

감

감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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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스크립트

3. 은주가 화가 났어요
그림

(a) 은주가 한창 놀고 있는데 동

의미

도입:

생이 고릴라 인형을 움켜잡았어

정서이해

요.

(b)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동생

복잡화:

차례다, 은주야“ 동생이 고릴라

부정적 정서

인형을 낚아채는 바람에 은주가

촉발

바닥에 엎어졌어요.

(c) 이런, 은주가 정말 화가 났어

절정:

요. 부글부글 화산이 폭발할 것

정서 조절

같아요.

(d) 은주는 화가 나면 달려요. 달
리고 달리고 또 달려서 더 이상

해결:

달리지 못할 때가 되면 눈물을

부정적 정서

잠깐 흘려요. 그러고 나면 숲속에

경감

있는 다람쥐 친구도, 새 친구들과
도 인사를 나눠요.

종결부: 안전

(e) 은주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

감

을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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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4. 곰 사냥을 떠나자
그림

(a) 은주네 가족이 곰을 잡으로 떠
났어요.

의미

도입: 정서이
해

(b) 은주 가족은 기다란 풀밭을 헤
치고 지나갔어요. 은주 가족은 함께
강물을 헤엄쳐 건넜어요. 은주가족
은 함께 깊고 질퍽이는 진흙탕을
밟고 지나갔어요. 은주 가족은 함께

복잡화: 부정
적 정서 촉발

커다랗고 컴컴한 숲을 뚫고 지나갔
어요. 은주 가족은 함께 소용돌이치
는 눈보라를 헤치고 지나갔어요.
(c) 드디어 좁고 어두침침한 둥굴이
나타났어요. 은주 가족은 동굴 속으
로 들어갔어요. 악! 곰이 나타났어

절정: 정서조
절

요.
(d) 은주 가족들은 눈보라를 헤치
고, 숲을 뚫고, 진흙탕을 지나, 강물
을 헤엄쳐 풀밭을 헤치고 집 대문
까지 왔어요. 곰이 아직도 따라오고
있어요! “얼른 이층으로 올라가자”,

해결: 부정적
정서 경감

앗 그런데 문을 닫지 않고 왔어요.
“다시 내려가!” “문을 닫아” “다시
올라가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

(e) “아휴. 다시는 곰 잡으로 가지

종결부: 안전

않을테야.” 은주 가족들은 이불 속

감

에 숨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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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5.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올빼미
그림

의미

(a) 아기 올빼미가 잠에서 깨

도입:

어보니 엄마 올빼미가 없었어

해

정서이

요.

(b) 올빼미는 집 밖으로 나가

복잡화:

서 엄마를 찾아보았어요. 그

부정

적 정서 촉발

러나 엄마 올빼미는 없었어
요.

(c) 숲 속은 캄캄했고, 주위에

절정:

는 이상한 것들이 부스럭거리

정서조

절

며 다녔어요. 아기 올빼미는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d) 엄마가 오셨어요. 부드럽

해결:

게, 소리없이, 사뿐히 날아서

부정적

정서 경감

아기올빼미가 앉아 있는 나뭇
가지로 내려왔습니다.

(e) 엄마 올빼미와 아기 올빼

종결부:

미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

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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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스크립트

6. 엄마에게 감사해요
그림

의미

도입:
(a) 엄마는 언제 날 사랑해요?

정서

이해

(b) 엄마는 네가 엄마 말을 잘 들을
때, 네가 뭔가를 거뜬히 해낼 때, 네

복잡화:

긍

가 엄마를 생각해 줄 때, 네가 용감

정정서

촉

하게 맞설 때, 네게서 좋은 냄새가

발

날 때, 네가 예의 바를 때 널 사랑
해.
(c) 그런데 엄마, 제가 이럴 때는데
요? 제가 마음대로 할 때, 못나 보일

절정:

부정

때, 엄마한테 대들 때, 실수할 때, 겁

적 정서 촉

에 질려 숨을 때, 고약한 냄새가 날

발

때, 제가 장난칠 때, 말썽 피울 때는
요?

(d) 엄마는 그 때도 널 사랑해. 엄마

해결:

는 네가 엄마 아들(딸)이라서 세상에

정서 향상

긍정

오직 하나뿐인 너라서 널 사랑해.

(e) 엄마는 언제나 널 사랑해. 엄마
와 아이가 꼭 안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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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부:
전감

안

[부록 3] 분리불안검사 자극그림

경미한 분리상황

심각한 분리상황

1

4

2

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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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애착이야기 완성과제(ASCT)
1. 애착이야기 완성과제 도구

2. 애착이야기 완성과제 프로토콜

1) 시행방법
⦁어린이용 테이블에 연구자와 유아가 맞은 편에 앉은 상태에서 과제를 실시
⦁필요한 소도구를 꺼내면서 각 소도구의 이름을 붙인다 (이야기에 사용되는
인형은 제외).
⦁각 이야기를 들려준 후,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해줄 수 있겠
니” 하고, 유아에게 인형을 한쪽에 두도록 부탁
⦁다음 이야기 소개: “자, 선생님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혹
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2) 이야기
<인형 소개>
교사 : (가족들을 꺼내면서)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까”, “여기 어떤
가족이 있단다. 자, 이것은 할머니, 이것은 아빠, 이것은 엄마, 그리고 이
아이는 영희(철수)고 이 아이는 순이(영수)야.”
교사 : (가족인형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 누구였지?” (아이가 각 인형을 확인
하게 함).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 가족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줄
게. 선생님이 이 가족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 00가 그 다음 이
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야,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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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파티 이야기 (엄마, 아빠, 할머니, 두 아이, 탁자, 케이크, 작은 접시들)
교사 :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탁자가 필요해, 그리고 이것(케이크)도 필요하
고.”
“이것이 뭐지?” (유아에게 케이크를 보여주며, 이름을 말하기를 기다린
다)
“맞았어, 생일 케이크이지. 이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어느 날 엄마가 아주 맛있는 생일 케이크를 사오셨어. 그리고 식구들을
부르셨단다.”
엄마 : “할머니, 아빠, 어서 오세요. 애들아, 어서 오렴. 생일파티를 하자.”
교사 : “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00가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있겠니?”
(유아가 인형들을 가지고 놀거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격려.
아이가 꺼려하면, 인형을 움직이며 이야기하는 것을 시범)
#1 쥬스를 엎질렀어요 (엄마, 아빠, 두 아이, 탁자, 컵과 접시)
교사 : “좋아,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이번에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한단다.”
(그릇이 들어있는 상자를 흔들며)
“저녁식사를 하려고 상을 차리는데 00가 도와줄 수 있겠니?”
(상자를 유아에게 주고 유아가 식탁을 차릴 때까지 기다린다. 필요하다
면 듣는다.)
교사 :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단다. 그런데 동생 순이(영수)가
쥬스를 마시려고 하다가, 어어, 그만 쥬스를 엎지르고 말았어.”
(동생이 컵을 넘어뜨리게 한 다음, 유아가 컵을 볼 수 있게 함)
교사 :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생님에게 말해주렴.”
#2 무릎을 다쳤어요 (엄마, 아빠, 두 아이, 잔지(초록색 펠트), 바위)
교사 : “여기는 공원이야. 00는 엄마, 아빠와 함께 공원에 가본 적이 있지?”
“어느 날, 가족들이 공원에 산책을 갔단다. 이 공원에는 이렇게 높은 바
위가 있었어.”
동생 순이(영수)가 “엄마, 아빠, 절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높은 바위를
올라가고 있어요.” 헉헉, (동생이 열심히 바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줌) (인형이 바위에 오르다가 떨어지게 한다)
아이 : “엉엉 ----, 무릎을 다쳤어요.” (우는 목소리로)
교사 :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생님에게 말해주렴.”
#3 내방에 괴물이 있어요 (엄마, 아빠, 두 아이, 침대, 담요)
교사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자, 잘 들어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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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엄마가 유아인형 쪽으로 향하게 하고, 말을 하면서 조금씩 움직인다)
엄마가 동생 순이(영수)에게 “잠잘 시간이다. 이제 네 방에 가서 잠을 자
야지.”
아빠 : “지금 가서 잠자야지.” (엄마와 같은 동작으로)
유아 : ”알았어요. 잠자러 갈께요.“ (유아 인형이 침대로 걸어가게 한다.)
그래서 순이(영수)가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유아 : “엄마 아빠, 내 방에 괴물이 있어요! 내 방에 괴물이 있단 말이에요.”
(놀란 목소리로)
교사 :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생님에게 말해주렴.”
#4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요 (엄마, 아빠, 두 아이, 할머니, 잔디, 자동차)
교사 : “여기는 집 앞이고, 차가 있단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차야.”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할머니를 바라보게 하고, 유아 앞쪽에 차를 둔
다.)
교사 : “자, 여길 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여행을 가시려고 하는 것 같구나.”
(엄마가 영희와 순이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엄마 : “애들아, 아빠 엄마가 여행을 가려고 한단다. 우린 지금 떠나야겠구나.”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움직인다.)
아빠 : “내일 보자, 할머니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거야.”
(아빠가 엄마처럼 조금씩 움직인다.)
교사 :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생님에게 말해주렴.”
#5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엄마, 아빠, 두 아이, 할머니, 잔디, 자동차)
탁자 아래에서 부모님이 탄 차를 꺼내어,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상태로 탁자 위
에 둔다.
(예 : 차를 선생님 근처에 두어 차를 집으로 운전해갈 수 있게 한다).
5번 이야기를 하는 동안 유아가 할머니와 아이들 인형을 탁자 중앙에 두었다면,
이것들을 유아 가까운 곳으로 옮겨 집으로 돌아오는 차와 아이 인형들 간에 거
리가 있게 만들어 둔다.
교사 : “좋아, 00는 무슨 일인지 알겠니? 엄마 아빠가 떠나신 다음날, 할머니께
서 창 밖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머니가 차를 바
라보게 한 다음, 말을 하면서 움직인다.)
할머니 : “애들아, 이리 와봐라, 엄마 아빠가 여행에서 돌아오셨단다.”
(부모님을 태운 차를 탁자 아래에서 꺼내어 그것을 아이들과 떨어진 위
치에 둔다. 유아가 “집” 쪽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유아가 그렇
게 하지 않을 경우에만 개입)
교사 :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생님에게 말해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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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Emotional Regulation Checklist)

우리 아이는...

1. 명랑한 아이다.
2. 감정의 기복이 크다(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3. 어른이 말을 걸면 미소,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4.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전환한다; (화, 불
안, 고통, 흥분을 나타내지 않고)
5. 화가 나거나 고통스런 상황에 처해도 쉽게 평정을 되찾

전혀

별로

이도

대체

그렇

그렇

저도

로

지

지않

아니

그렇

않다
1

다
2

다
3

다
4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정말
그렇
다
5

는다.
6. 쉽게 좌절한다.
7. 또래가 말을 걸면 미소,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1

2

3

4

5

1

2

3

4

5

보인다.
8.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9. 만족을 지연할 수 있다; 자신의 요구가 금방 만족되지 않

1

2

3

4

5

1

2

3

4

5

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10. 다른 사람이 속상해 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11. 흥분되는 상황에서 흥분을 조절할 수 있다.
12. 어른들에게 징징거리거나 들러붙는 행동을 한다.
13. 남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에너지나 원기왕성함을 보이

1

2

3

4

5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는 경향이 있다.
14. 어른들이 “안돼”라고 말하거나 행동에 제재를 가하면
화를 낸다.
15. 자신의 슬픔, 화, 흥분, 두려움, 걱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16. 슬프거나 불안정한 것처럼 보인다.
17. 놀이에 다른 아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지나치게 흥
분한다.
18. 정서적으로 무감각하다; 별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19.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화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불안
해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20. 충동적이다.
21.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 같은 마음이 되어 걱정한

1

2

3

4

5

1

2

3

4

5

다.
22. 남에게 괴로움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흥분한다.
23. 친구들이 자신을 놀리거나 대들거나 간섭하면 부정적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감정(분노, 고통, 좌절, 근심)을 표현한다.
24. 다른 친구들이 놀이에 참여하려할 때 부정적인 정서(화,
불안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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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와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내용이오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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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attachment-based
emotional regulation program(AERP)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who were born in the third country and are in the early
stages of immigration to South Korea. The current study sought to
assist

these

children

in

expressing

attachment

emotions

by

implementing the AERP and validating its effects on their emotional
awareness

and

expression,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s and emotional regulation abilities. For these purposes, the
AERP

was

developed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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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review

and

needs

assessment. The program consisted of six sessions, with each session
lasting one hour. Main subjects were categorized to introduction of
emotions and five basic emotions that are activated in the attachment
relationship. Contents were composed of fundamental attachment
principles

including

separation

anxiety,

exploration

system,

fear

system, self-representation. In addition, six attachment-emotional fairy
tales were developed, comprising 5 scenes and scripts depicting the
orientation,

complicating

action,

high-point,

resolution,

and

coda

section. The contents of these fairy tales were developed so that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born in the third country could
effectively express their attachment emo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ivation step. Two sessions of mother education were conducted for
children’s mothers separately.
The effects of the AERP in this study were valida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eleven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born in the
third country and their mothers who enrolled in the institu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s attachment stability and expressive
language were assessed in the pre-test stage. The pre- and postevaluations

consisted

of

sentence

completion

tests

for

children,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tests for the mothers, and child-mother
joint story-telling tasks for the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understanding on the children’s emotional
experiences and program effects, pre- and post- interviews with the
mothers were conducted. The program was operated directly by the
researcher with a Chinese interpreter, and all participants attended the
entirety of the program. Data gathered from pre- and post- tests,
interviews

and

the

program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mixed research method of simultaneous
intrinsic strategies. Using the SPS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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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data was

examined by analyzing the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qualitative data was examined via content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ERP changed the emotional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born in the third country. Previously, children had
limited emotional vocabulary and emotional understanding, and voiced
early in the program that expressing one’s negative emotions was not
beneficial for one’s health. As the program progressed however,
children spontaneously recognized and accepted one’s own negative
emotions.
Second,

the

AERP

increased

the

amount

of

expression

of

attachment emotion of the children. Children's narratives about the
attachment impairment signified their ability to come in contact and
recognize attachment emotions in an avoided or confused mind state
and to integrate attachment episodes into narratives. Therefore, the
increased

amount

of

emotional

regulation.

expression
As

children

indicates

children’s

expressed

primary

improved
attachment

emotions that had been previously suppressed and distorted by
experiences

such

as

abandonment

anxiety,

corporal

punishment,

ambiguous anxiety and loss, they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attachment needs and feelings and experienced an increased sense of
safety.
Third, the AERP promoted communication between the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aracteristics of conversations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born in the third country and their mothers were
emotionally

flat

due

to

communication

breakdown

by

language

difficulties, low levels of participation and attention, and lack of
empathy. Throughout the program, the children began to communicate
more

collaboratively.

Anothe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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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in

the

conversations was emotional confusion, in which the change was not
readily observable through the program. A possible cause may be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sessions with mothers and mother’s
unsolved trauma. The change identified in the qualitative aspect of
the child-mother communication was that the children signalized their
attachment needs involving hurt and vulnerability and the awareness
of their mother's availability and trust in mother increased.
Fourth, the AERP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children were
able to recognize and express their attachment emotions and had
emotional communications with their mothers, thereby lowering the
emotional instability of the children and enhancing emotional control.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ment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born in third country were
mitigated by the recognition and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

It

also

indicated

that

such

characteristics assisted children’s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s. The AERP developed using the children's attributes of
attachment, emotion and communication revealed positive effects on
improvement in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born in third country by allowing children to
express negative feelings in a safe environment without avoiding or
suppressing them, ultimately enabling children to have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s. This study also has additional
significance in tha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born in the third country in the early stages of immigration to South
Korea, and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in their homes and
patterns

of

changes

were

induced

through

a

South

Korean

intervention program using the narratives of children. This stud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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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these aspects have not been previously
studied due to language constraints, and the uniqueness of the objects
of this study. The AERP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support the emotional development and family functioning of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in the early stages of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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