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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년, 2022

김 동 주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탈북 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검증하고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 ,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 관계 및 두 변인 간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 ,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은 .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 

지지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적응 ,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탈북 고등학생이. 남한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진로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정체감 발달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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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 사회적 지지는 탈북 고등

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완화시켜주지 않았다 이것은 탈북 고등학. 

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진로장벽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며 심리적 ,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여학생  . , 

대비 남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 북한의 가

부장적인 문화에서 기인한 남녀 차별적 성향으로 탈북청소년의 성인지가 낮게 

나타나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자기이해와 직업정보의 부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탈북과정에서 겪는 자아정체감 

혼란 등 탈북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가족과 동거

하는 탈북 고등학생 대비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의 향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후자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관심의 결여로 사회문화적 일탈 측면의 문제점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  

중국 등 제 국 출생 탈북 배경 청소년3 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어떠한 . , 

사회문화적 및 심리적 요소와 현실적인 진로장벽이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  

다양한 진로장벽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과 물질적, 

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탈북 고등학생에게 특화된 진로. , 직업교육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북한과 다른 남한 사회에서의. ,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인지를 함양해야 한다 넷째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 . ,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무연고 탈북 고등. , 

학생의 사회적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주요어: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 , , 탈북 고등학생 

학번: 2018-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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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통일부가 년 월 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만 명 시대 진입을 2016 11 11 3

밝힌 바와 같이 년 명 수준에 불과하던 국내 북한이탈주민은 년 , 1998 100 2021

월 말 기준 명에 달하고 있다 김현수 외9 33,800 ( , 2013 통일부; , 2021 이 중 ). 

세 이하 아동 청소년은 명으로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를 차지19 5,105 15.10%

하고 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정규학교와 각종학교 학력인정 통일부 . ( 

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포함 특수학교 공민학교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 등 ), , , 

기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명 전일제 대안교육시설 학력 불인정 통일부 미2,287 , (

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포함 재학 학생 명 총 명의 탈북청소년이  ) 259 2,546

국내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2021).

통상 청소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세대로 불린다, .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들이 지닌 잠재력은 어떠한 지지나 지원 ,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현 된다 좌동훈 외( , 2016 또한 청소년기는 삶의 ). ,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을 탐색하는 시기로 자신의 능력과 요구 삶의 목표 등에 , 

대한 일관된 자아상이 정립될 때 즉 타인과 차별화되는 일관적인 나 를 구성‘ ’

할 때 정체감이 형성된다 윤초희 한수연( , , 2015; Erikson, 1968).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실제적인 진로

선택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특히 고등학생은 진학과 취업 등 구체적인 . 

진로를 선택해야 하며 올바른 진로탐색과 결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학습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요구 된다

송민경( , 2009 조혜은 즉 청소년기 발달과업의 핵심인 자아정체감의 ; , 2019). 

확립을 기반으로 진로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탐색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 

설정하며 목표성취를 위한 방법을 알아감에 따라 진로정체감 진로성숙 등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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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이 이뤄진다 석민경( , 2011 유혜림; , 2015 이승진; , 2011 최윤희 김순자; , , 

2011 특히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진로적응에 ). 

기여하며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노안영 이선영( , 2008; , 2017; Mortimer et al., 2002; Savickas, 2012; 

Skorickov & Vondracek, 2011. 

탈북청소년의 경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을 

병행해야 하는 시기에 고향을 떠나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 세부경로에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 후 중국이나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제 국의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잠입하거나 위조여권 등을 , 3 

통해 남한에 입국하고 있다 탈북과정은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압송된 후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가족을 잃고 , 

무연고자로 입국하는 경우도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입국 당시 연령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반학교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중 자신이 진학할 곳을 선택하게 된다 많은 경우 일반학교에서 남한 . 

학생들과 섞이려는 선호가 높고 하나원 담임교사도 최대한 일반학교에 보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부모님의 부재로 임대주택이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 

없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많은 정서적 치료가 필요할 때 기초학력 부족, 

과 입시 위주 학습 따돌림 등으로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이기영 외( , 2014 이화연; , 2017).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 결과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욕구가 ,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좌동훈 외 특히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 , 2016). 

관심과 고민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며 학령이 높을수록 진로를 당장 무엇을 , 

하며 살아야할지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원 외( , 20

18 신혜영; , 2003 하지만 탈북청소년은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결여와 문화 ). 

차이에 따른 괴리 정보의 부족으로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보다 사회 분위기에 , 

편승한 유행이나 경향을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부모 역시 . 

비슷한 이유로 자녀들의 진로 문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김정원 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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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희, 2019). 

실제로 탈북대학생 중 많은 수가 다양한 능력과 소질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지 못해 학업을 그만두거나 진로를 재설정하고 있다 현행 . 

북한이탈주민 대상 입시전형을 분석한 결과 특정 소수 학과에 탈북학생 절반 , 

이상이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학과에 대한 , 

충분한 정보 없이 타인에게 휘둘려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남북하나(

재단, 현미희2020; , 2019 이들의 진로정체감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서 ), 

기인하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출신 배경 공개 및 또래관계에 있어 중국 

등 제 국 출생 탈북청소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후자 대비 높은 3 , 

기초생활수급 및 아버지 부재 비율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구섭 외( , 2015 김정원 외 이 중 무연고 학생 역시 보호자 ; , 2018). 

없이 이질적인 사회 문화에서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 사회부적응으로 , 

인한 배제 소외감 낙오 무능력감 우울증과 같은 차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 , , , 2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용국( , 2019). 

이 외에 남한친구와의 관계적 어려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탈북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김지현( ,  2009 이, 

향규, 2006 이는 탈북청소년의 국내 정착 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이 문화적 ), 

이질감과 정체감의 상실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김윤나 이에 ( , 2008).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이 탈북 및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환경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과 안정적인 학교생활 학업 진로문제에 있어 각종 제도적 , 

지원과 교사 친구의 지지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도 법적 대리인

보호인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의 역할 기숙사 및 그룹 홈에서의 생활, , 

관리 등 다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사의 진로지도에 의해 학생들은 , 

진학 혹은 취업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일부 졸업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교사나 . 

봉사자로 활동하는데 무엇보다 편한 관계가 형성된 교사의 관심은 부모에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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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탈북청소년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이나 향후 

진로의 결정 대학 입시 준비 등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원 , (

외, 2014 윤석주; , 2015).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와 친구는 학생의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교사 학생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학생은 진로포부 하위집단에 . -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신효정 최현주( , , 2013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선영 조혜은 또한 친구( , 2017; , 2019). 

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특히 문제해결에 대한 충고 정보와 같은 정보적 , , 

지지는 위기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친구, 

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은 대인관계나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학교적응에 , ,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아름 외( ; 2010 문은식. , 2015 성; 

동제 손연아 외, 2015; , 2014 이예진; , 2014 최영희 외; , 2012; Feldsman & 

Blustein, 1995; Meeus & Dekovic, 1995).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주는 영향 및 그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기존 탈북 고등학생을 포함한 탈북청소년 연구는 . 

학업 학교적응과 언어교육 심리치료 ,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진로와 관련된 ,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윤혜순( , 2014 또한 일부 진로와 관련된 연구 역시 질적 ). 

연구에 치우쳐있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들의 진로발달에 대한 계량자료 

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이들의 진로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학술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확장함과 동시에 응답자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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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들의 설명력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 , ,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 , , , 

수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진로장벽의 ,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 

장벽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다섯째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 6 -

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1. , , ,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은 어떠한가1-1. ?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떠한가1-2. ?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의 수준은 어떠한가1-3. ?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1-4. ?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1-5. , , , 

지지의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2. ,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2-1.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2-2. 

미치는가?

연구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3. 

진로장벽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3-1. 

진로장벽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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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4. ,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문제 4-1.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 ,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4-2. , 

장벽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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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탈북 고등학생

탈북 고등학생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 2 1

호를 따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 , , ,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로 정의할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 2 1

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의 고등학생 학급 등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탈북 ‘ ’

고등학생으로 정의한다.

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란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한국에서‘ ’  

탈북청소년만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이다 김수희( , 2021 대안학교란 표준적이고 ). 

전통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일반학교에서 발생한 중도탈락자와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전인교육과 체험학습 등에 중점을 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고안된 학교들을 의미 한다 교육부( , 2009). 

국내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시설은 탈북청소년의 학교 학업적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력인정 통일부 인가 대안학교 각종학교로 분류 와 학력 불인정 ( )

통일부 미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전일제 대안교육시설 로 구분된다 이 연구( ) . 

에서는 두 종류의 대안교육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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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목표의 

정립과 그에 맞는 계획과 실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연관성을 갖는다, 

김( 우리 외, 2014 인효연 길혜지; , , 2017; Holland, 1985 즉 진로정체감이란). ,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지각한 자아상으로 볼 수 있다 노자은 정미나( , , 

2017).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  Holland et al.(1980)

개발한 검사 중 진로정체감을 측정한 객관식 My Vocational Situation(MVS) 

문항 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김봉환 의 도구를 Vocational Identity(VI) (1997)

점 척도로 수정한 이선영Likert 5 (2017 의 ) 문항을 사용한다 이 도구의 방식은 . 

모두 역으로 합산하며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된 것을 , 

의미한다.

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문화적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Berry, 1997) 

역기능 전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한다, (Berry & Annis, 1974; Berry, 20

06). 이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북한과 다른 남한의 문화에 적응하는  , 

과정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한다.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연희 가 (2009)

개발한 북한이탈청소년 심리 사회적응 평가도구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 ‘ ’ 척도를 

사용한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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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환경적 사건 혹은 ·

조건으로 취업이나 진학 등 진로와 관련된 행동이나 (Seanson & Woitke, 1997)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선택 및 목표 동기 포부 등에 영향을 주거나 , , 

방해할 것으로 인식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 사태를 의미한다 손은령, ( , 2004).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황매향 이 개발한 (2005)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 문항 중 이지은 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을 42 (2016)

고려하여 수정한 개 문항을 활용한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진로장벽 30 .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 

제공하는 주체에는 부모 형제 이웃 또래 교사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며 이 , , , , ,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 및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탈북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 Dubow & Ullman(1989)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도구를 김명숙 이 번안한 것을 김연희 가 (1994) (1999)

수정보완한 서정미 의 교사지지 및 또래지지 문항을 활용한다 응답한 (2004) 16 . ․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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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대상은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의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교육

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공개한 통계자료와 본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고등학생 수를 합쳐 추산한 명이다446 . 

이 수치는 년 월 기준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전일제 2021 4 , , , ,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청소년 명의 에 해당한다2,546 17.5% . 연구

대상의 신분에 따른 특성 및 관련부처의 지침으로 인해 출생 국가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수의 정확한 현황 자료에 접근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은 북한에서 태어난 고등학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중국 등 제 국 출생 탈북청소년과 남한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3

전체 탈북 배경 청소년 집단까지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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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탈북 고등학생의 개념 및 특성

가. 탈북 고등학생의 개념

남한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해방 이후 분단의 상황 속에서 체제 선택을 위한 이주가 주를 이루던 . 

년에는 월남자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년 한국전쟁 1945~1950 ‘ ’ 1950~1953

시기에는 실향민 이산가족 피난민 등으로 불렸다 이후 정치적 망명과 냉전 ‘ , , ’ . 

시기였던 년에는 귀순용사 로 년대 탈냉전 및 탈북현상이 1953~1993 ‘ ’ , 1990

증가된 시기에는 귀순북한동포 년 년 및 새터민 년 년‘ (1993 ~1997 )’ ‘ (2004 ~2007 )’,

북한이탈주민 년 현재 등 이주에 초점을 맞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1997 ~ )’

김윤나( , 2017 윤상석; , 2006). 

년부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2005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 이라는 순수 우리말 새터민 사용을 ‘ ’ ‘ ’

권장하였으나 해당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어 년을 기점으로 , 2008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 이 공식용어로 채택되었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

이지민( , 20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 , 

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하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 “ ”) , , ,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국의 보호를 받고자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본 법률에서 제시한 각종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 중 

청소년 연령의 집단을 통상 탈북청소년이라 부르고 있으며 교육지원의 대상인 

초중 고등학교 학령과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만 세까지 연령을 포함한다24 . 

따라서 탈북 고등학생이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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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탈북청소년의 범주에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거나 중국 등 제 국에서 출생한 아동 청소년이 포함된다3 .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탈북배경을 지닌 가정의 자녀로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계 부처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출생국 입국 유형
관계 부처별 명명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북한
출생

 가족동반입국
 선가족 후입국

탈북청소년

 탈북학생
 탈북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가정자녀

 단독입국
무연고

탈북청소년

중국 등
제 국 3
출생

 가족 동반 입국 중국 등 
제 국 출생 3
북한이탈주민 

자녀
 초청을 통한 입국
 안내인을 통한 입국

남한
출생

 해당 없음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자료 전현준 외 학교 밖 탈북청소년 효율적 대안교육 방안 남북하나재단: . (2016). . . 

표 < -Ⅱ 1 탈북청소년의 입국 유형 및 관계 부처별 명명 방식>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에 입국하는 경로는 통상 북 중 국경을 넘어 

탈북을 감행한 후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제 국을 거친다 제 국에 도착한 후, , 3 . 3 , 

이들은 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브로커를 통하여 위조여권 

등을 사용해 남한으로 입국하는데 이 과정에서 북 중 국경수비대 중국 공안에 , , 

붙잡혀 강제 북송조치를 받아 본국 소환 후 구타 및 수용소 수감 처분을 받거나 

공개처형 현장사살 등으로 목숨을 잃는다 탈북청소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가족 친지를 잃기도 한다 탈북청소년들의 입국 . 

경로를 표현한 그림은 다음 그림 과 같다< -1>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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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탈북청소년 입국 경로[ -1] Ⅱ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 입국경로 및 초기 적응 교육: . (n.d.). . 
탈북청소년 입국 경로. https://www.hub4u.or.kr/hub/edu/understand.do

  

상기 탈북과정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국정원 경찰 등으로 , 

구성된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일정 기간 조사를 받는다 조사가 종료되면 사회. 

적응교육을 위해 여성 및 미성년자는 경기도 안성시의 제 하나원 성인 남성은 1 , 

경기도 화천군의 제 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되며 보호여부가 결정되면 이곳에서 2

주간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적 안정 및 진로지도 상담 등 다양한 지원과 12 ,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시기에 초등학교 학령의 아이들은 하나원 인근의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다 만 세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삼죽초등학교에서 남한 출생 . 4~6

유치원생과 통합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 

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만 세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학령 어린이의 경우 . 7~13

오전에는 삼죽초등학교 일반학급의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으며 오후에는 같은 , 

학교 특별학급에서 맞춤형 수업을 이수한다 일과가 끝나고 하교를 한 이후에는 . 

하나원에 돌아와 하나둘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중 고등학생 학령에 속하는 만 세의 청소년 역시 하나원의 하나둘학교14~19

에서 기초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의 경우 입소 기수별로 학급이 형성되며 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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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경우 수준에 따른 학급이 구성된다 중 고등학생 , . 

학령에 속하는 탈북청소년들은 우리사회 및 학교 이해와 같은 현장체험학습과 

기초학력증진 및 학력결손보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과목 정서( , , , , , ), 

안정 및 건강증진 진학 진로 탐색 및 설계와 같은 정규프로그램과 정보화교육, , 

예체능활동을 포함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교과목 보충 및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 

주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년 월부터 하나원 하나둘학교 . 2011 3

청소년반 학생 대부분은 하나원 재원기간 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되는 학력

심의를 거쳐 남한 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

탈북청소년은 남한 입국 당시의 연령 개인적인 환경 등에 따라 일반학교와 , 

대안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하게 진학하게 된다 많은 경우 남한 출신 학생들과 . 

함께 통합교육이 이뤄지는 일반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선호가 더 높고 하나원, 

교사들 역시 학생의 적응이 가능하다면 일반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기초적인 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불안정하여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시 위주의 학습 분위기나 따돌림 차별 등으로 일반학교에 ,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기영 외( , 2014; 

이화연, 2017 탈북청소년의 교육경로는 다음 그림 와 같다). < -2> .Ⅱ

그림 [ -Ⅱ 2 남한 입국 탈북청소년의 교육경로]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학생교육 단계별 교육 절차: . (n.d.). . . 
https://www.hub4u.or.kr/webmdl/sub4uEduStep/menuHtml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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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이 다수 재학하는 일반학교의 경우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가 , 

배치되어 이들의 학교적응력 제고와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탈북. 

교사로 구성된 전담코디네이터는 재북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입학 및 전입

초기 학교생활 지원 탈북학생 상담 지역자원 연계 학부모 상담 탈북학생 관련 , , , 

학교업무 지원 기초학습부진 학생지도 북한 및 탈북학생 이해교육 등을 실시함, , 

으로써 학습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학교에 진학한 탈북청. 

소년들은 가정 학교 지역이 연계된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 남북하나재단- - ( , 2013).

한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진학한 탈북청소년의 경우 탈북 배경을 지니고 , 

있는 학생들과 함께 대안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안학교에 . 

대한 정의와 실천적인 양태는 학자나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김혜리( , 2017). 

첫째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대안학교는 학력 중심의 , . 

획일적 제도 교육의 관행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였으며 교육의 본질에 대한 ,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대안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최대한 부응.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학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학생들은 교사에게 , 

수동적으로 지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즉 학생들이 더 많은 자유와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배려를 받는다 박길태( , 

2012).

둘째 개별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가치도 함께 , 

중시한다 대안학교는 학생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인간상호 간 협력과 존중을 . 

습득하고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이 발생할 시에는 양보와 타협 등을 ,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 

교육은 일반적 전통적 교육과 달리 주어진 교과내용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방법이 존재 하더라도 학생들의 주도에 의해 ,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종태( , 2007; 

전일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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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작은 규모의 학교 를 지향한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는 한 개 학급당 ,‘ ’ . 

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로 전교생 숫자가 명 내외인데 이런 작은 학급이 20 100 , 

구성될 때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줄 수 있으며 사제지간의 친밀한 ,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집단이 갖는 동질성을 토대로써 . 

각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소위 .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갖고 세밀한 관찰을 

할 수 있게 하며 학생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연결된다 김정숙, ( , 2005 박지연; , 

2002).

넷째 대부분 대안학교는 종교적 배경으로 설립되었거나 사학의 형태를 띄고 ,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적 신념을 가진 단체 및 개인은 이미 대안학교라는 . , 

용어를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학교 설립을 통해 종교적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을 실천해 왔다 이 외에도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 

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종교단체라는 측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김혜리( , 2017 박길태; , 2012).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개성과 자유 인격의 존중과 더불어 , , 

공동체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수희 탈북청소년 대안( , 2021). 

학교는 대안학교의 유형 중 재적응 학교유형 에 해당하는데 이는 탈북청소년 ‘ ’ , 

중 학령기를 지나거나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김정원 외( , 2015).

반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경우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곤 하는데 예를 들어 통합교육이 이뤄지는 일반학교에 남한 출신 , 

친구들과 친해져 자신이 북한 출생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을 때 겉으로는 , 

표현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경험한 사례

들이 보고되었다 박길태 특히 동급생과의 나이차와 학력차 차별 등은 (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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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학교생활을 견디지 , 

못하게 됨으로써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남한 정부는 탈북청소년 중 일반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정규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을 위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 

들어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 

일정 기간 특별교육계획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심신회복 맞춤형 교육과 체험을 , 

통한 사회적응력 제고 및 학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전연숙( , 

2012 또 다른 예시로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 출신 청소년과 다른 대학 입시 ). 

제도가 주어지는데 학력 인증 대안학교 통일부 인가 대안학교 를 졸업하거나 , ( )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면 재외국민특별전형 과 같은 ‘ ’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표 는 국내에 있는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시설 현황을 나타낸다 탈북< -2> . Ⅱ

청소년 교육시설에는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 고등학교와 통일부 학력인정 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통일부 미인가 대안학교 전일제 대안, , , (

교육시설 인 다음학교 반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등 ) , , , , 

총 개의 학교들이 있다 현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 9 . 

중 일부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 

한겨레 중 고등학교와 여명학교 하늘꿈학교는 통일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 

드림학교와 개의 미인가 대안학교는 남북하나재단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나누어 5

사용하고 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금을 제외한 재정의 나머지는 주로.  

교회의 후원금 장학 후원금 기관 후원금 특별 후원금과 공모사업 지원금을 통해 , , , 

충당한다 김수희(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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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소재지 비고

특성화
중고등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

경기 안성
통일부

국고보조금
인가

대안학교
각종학교( )

여명학교 서울 중구
하늘꿈학교 경기 성남
드림학교 충남 천안

남북하나재단 
출연금

미인가
대안학교

전일제 대안교육시설( )

다음학교 서울 서초
반석학교 서울 서초
우리들학교 서울 관악
한꿈학교 경기 의정부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도 춘천

합계 개교(9 )

자료 통일부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 현황 보도자료 재구성: . (2018). . . 

표 < -Ⅱ 2 정부 보조금 수혜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시설 현황> 

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학교부지 현황을 살펴보면 개교 중 개교가 2018 9 7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재정문제로 , 

인하여 독립교사를 건축하기보다는 상가건물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무실과 교실 교장실 컴퓨터실 식당과 화장실 등이 모두 한 건물 안에 있는 , , ,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 수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많은 . 

소음들이 발생하게 되며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또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체력 

강화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도 단점으로 볼 수 있다 김수희( , 2021).

이러한 현황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를 내실 있고 안정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 등 공간 확보와 유지 대안학교 교사의 현, 

실적인 급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을 위한 충분한 재원 , 

등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또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 

위해 정부 및 지역 내 민 관 기관 등의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박길태 김수희 ( , 2012, 2021).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는 학생의 연령과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기본교육과 

특성화 교육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김정원 외 표 은 김정원 외( , 2015). < -3>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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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015) 제시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과정 예시로서 ,  

교육부가 지정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과정별로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원 외( , 2015). 

기본교육과정은 개월 이상 년 미만으로 운영되며 한글을 중점적으로 교육6 1

하는 한글반 남한 사회를 알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험에 중점을 둔 초등반 중졸, , 

검정고시를 대비하는 중학반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는 고등반 고졸 검정, , 

고시 합격 이후 대학 진학 준비과정이 제공되는 대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들로 이루어져있다 김정원 외( , 2015; 

전연숙 외, 2012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표 과 같다). < -3> .Ⅱ

구분 목적 기간 과목 수준

한글반 한글 중심 교육
개월 6
이상

읽기 쓰기 말하기, , , 
듣기 등 한국어 관련

한글기초, 
회화, 

문장독해

초등반
남한 사회

문화체험 활동
개월 년6 -1

국어 수학 영어, , , 
사회 국사 과학, , , 
한문 체육 미술, , , 
음악 컴퓨터 등, 

일반학교 
초등학교 수준

중학반 고입 검정고시 준비 개월 년6 -1

국어 수학 영어, , , 
사회 국사 과학, , , 
한문 체육 미술, , , 

도덕 음악 컴퓨터 등, , 

일반학교 
중 중 수준1- 2 

고등반 고졸 검정고시 준비 개월 년6 -1

국어 수학 영어, , , 
사회 국사 도덕, , , 
과학 컴퓨터, , 
진로교육 등

일반학교 
중 고 수준3- 1 

대입반 대학 공부 준비 과정 개월 년6 -1

논술 수학 영어, , , 
독서 세계사, , 
중국어 과학, , 
컴퓨터 한문, , 
진로교육 등

대학 학습 
적응 수준

자료 김정원 외 탈북청소년교육백서 한국교육개발원: . (2015). . . 

표 < -Ⅱ 3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기본교육과정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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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특성화 교육과정으로서 탈북청소년< -4> , Ⅱ

들이 한국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명사특강 영어특성화 . , 

교육 진로 및 진학지도 멘토링 법 교육 독서학습법 자기계발 심리상담 및 , , , , , , 

정신건강 소비자 수업 동아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연숙 외, , ( , 2012).

구분 내용

명사 특강 명사 특강 및 간담회

영어특성화 원어민 교사 소그룹 각종 캠프리더십 청소년, , ( , )

진로 진학지도, 진학상담 및 진로지도

멘토링 자매결연 및 멘토링

법 교육
이론 및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 교육

독서학습법 독서지도 및 인재학습 원리발견

자기계발 자기계발을 위한 공동체 훈련 및 문화탐방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갈등관리 능력향상 및 자기발전 전문 치료, 

소비자 수업 경제관 확립 한국사회 이해, 

스포츠 동아리 건강한 육체단련과 정신건강 도모

악기 동아리 인 악기 수업을 통한 심리적 안정 자기계발 1 1 , 

자료 김정원 외 탈북청소년교육백서 한국교육개발원: . (2015). . .

표 < -Ⅱ 4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예> ( )

이 외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인정한 국민공통기본교과 교과서를 채택한다 특성화 교육과정은 해당 . 

교육과정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국내외 관련 도서나 학교 실정에 맞게 ,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구성한 교과서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하고 있다 김정원 외( , 2015). 

이처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북한에서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나 탈북과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진로 관련 프로그램 , 

대학 진학을 위한 맞춤형 수준별 교육 맞춤형 교재 등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기본 , 

교육과정과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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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대안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장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탈북배경을 지니고 . 

있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의 환경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나 남한 사회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이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이나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한다 최성훈( , 2016). 

그러나 입국 초기 탈북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 출생 청소년들과의 , 

통합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것

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러한 두 가지 축의 상반된 ( , 2013). 

견해는 학교 유형에 따른 탈북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영향요인 간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향후 이들이 남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립하여 ,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탈북 고등학생의 특성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아동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서 발달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탈북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에 따른 발달과업과 함께 탈북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동시에 겪기 , 

때문에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탈북청소년들이 갖는 ,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신현숙 외( , 2001 이은선; , 2017 정애리 유순화; , , 2014).

첫째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 

겪게 된다 정진곤( , 2011 정향진; , 2005 남한과 북한은 언어와 역사 등에서 ). 

동질적 요인을 가지지만 분단 이후 약 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회문화체제의 70

변화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집단을 우선시하는 . ,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에 기초한 교육을 이여진( , 2011 남한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개인주의 사회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충용( , 2009 이처럼 ). 

남 북한의 완전히 다른 사회 문화 체제와 교육은 탈북청소년이 남한 출생 청소년 

들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의식을 형성하도록 작용한다 이여진(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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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한의 경쟁적 사회 환경은 탈북청소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의 생활고 및 탈북과정에서의 교육 , 

공백 심리적 외상 남 북한 사회의 사고방식 차이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 ,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박윤숙( , 2006 이러한 이유로 일반 학교에 진학 후 남한 ), 

청소년과의 학업수준 차이 학업부진 이해력 부족 등을 보이며 좌절을 경험하게 , , 

된다 특히 학업수준 차이 극복을 위한 과정은 탈북청소년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 

야기하게 되며 학교 적응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지영( , 2014; 

박윤숙 박윤숙 윤인진, 2006; , , 2007 양영은 배임호 유가효 외; , , 2010; , 2004; 

이부미 이수연, 2012; , 2008 정애리 유순화; , , 2014). 

 둘째 가족의 해체와 부모 역할의 부재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겪는다, . 

특히 혼자서 탈북을 한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경우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으로 인한 애정결핍 행동을 보이거나 최명선 외( , 2006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 또한 본인때문에 가족들이 .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전우택( , 2000).

선행연구에 의하면 무연고 탈북청소년이 사회문화적 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관심의 결여로 ,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창호 최성숙( , 2001; , 2003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한 ). 

경우 제 국에서 가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도 , 3

하지만 남한 정착 이후 오히려 부모 자녀 간 갈등이 발생하여 부정적 요인으로 , -

작용하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김형태( , 2004 박윤숙 박주현; , 2006; , 2010). 

이것은 부모 자녀 간 남한사회 적응 양상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로 세대 -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김영수( , 2000 무엇보다 부모가 지닌 북한식 사회적 ). 

체계에 의한 양육방식은 자녀의 새로운 남한 문화 적응에 있어 어려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명선 외( , 2006).

 셋째 탈북과정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높은 수준의 ,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 이하원 채경희( , , 2017 북한이탈주민은 제 국에서 평균). 3  

년 정도를 체류하다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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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가족해체 은신과 도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게 되고 그 후유증, 

으로 우울과 불안 등의 외상 증상을 겪고 있다 백혜정 외( , 2007 양계민 황순택; , , 

2008 이향규; ,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가 심리적 문제를 는 외상 후 30.5% , 13%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 정체성이(PTSD) ,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외상경험들은 탈북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린 외( , 2014 또한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 

변화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트레스 및 

외상 경험에 따른 증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아( , 2011).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 중에서도 불안은 탈북청소년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심리적 문제로 강제북송에 대한 두려움과 낯선 남한 문화에 대한 

걱정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김진섭( , 2004 최성숙; , 2003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에는 일시적으로 정서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탈북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 

청소년기의 특성에 탈북과정의 고통이 더해져 더욱 증폭된 불안 증상을 보인다

이선윤( , 2005).

넷째 탈북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은신해야 했던 경험들 때문에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향규 보통 청소년기에는( , 2007).  

발달적 변화를 통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하는 과업이 

있지만 탈북청소년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에 노출, 

되기 때문에 자신을 억압하고 억제하게 된다 즉 탈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아 . 

정체감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탈북청소년에게는 근본적인 정체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향규( , 2007).

탈북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혼란은 학교환경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 

일반학교에 다니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남한사람들의 차별적 시선이 두려워 , 

자신의 출신을 숨기는 행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 

부정하는 것으로써 오원환( , 2011 그 자체로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며 학교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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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정진경 외; , 2004). 

선행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돕는 결정적 중재 조건은 

자기지지 또는 자기강화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인정하고 가치를 파악.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는 적응적 행동을 촉발

하게 됨을 의미한다 김성경( , 2018 따라서 탈북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 

탐색하고 인식하는 과정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학습과 진로에 대한 욕구가 다른 욕구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인다, . 

이것은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의 교육기회가 부족했다는 점과 남한에서 생활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에 있어 북한과 같이 정해진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 ,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직업에 대한 선택과 진행이 필요하며 자기 스스로 생계를 , 

유지해야한다는 점도 학습 및 진로에 대한 높은 욕구가 나타난 배경이라 볼 수 

있다 좌동훈 외( , 2016).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북한의 정치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 같은 .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을 작업에 배분하는 권한은 국가에 있는데 국가는 ,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을 개별 노동자에게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학교 졸업생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평생노동서비스가 . 

이루어지게 되는 작업 단위를 할당 받는데 북한에서 입직을 위한 직업훈련은 , 

직장 배치 이후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이외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 

제공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또한 대학 입학시험의 경우 응시 추천권이 학교별로 배정되고 이내의 , 10% 

학생들만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진로희망이 

반영되는 폭이 매우 좁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원하는 직업과 직장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노동력 배치 차원에서 

직장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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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진로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제한된 체제에서 생활했던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를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진로 목표의 설정을 어려워할 뿐 아니라 결정한 진로에 대한 ,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탈북청소년의 진로 판단선택경험 부족은 결과적으로 . 

진로와 관련된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 쉽게 자신의 진로를 

변경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조정아( , 2005 박세훈; , 201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 고등학생을 포함한 탈북청소년은 크게 심리

생활 및 교육 학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현재 . 

탈북청소년의 수는 전체 남한 출생 아동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이지만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청소년의 입국 및 향후 북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증가 가능성이 있기에 장기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일선의 현장에서 이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전현준 외( , 2016).

현재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탈북청소년이 남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탈북청소년 교육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탈북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이나 세 이상 탈북청소년 . 9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화상영어교육 만 세 초등학생 , 3 ∼ 탈북

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 학습지원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 등이, 있다 

전현준 외( ,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 도움과 관련하여 정부는 표 와 같이 년 기준 < -5> 2016Ⅱ

개 부처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한국교육2 , 

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탈북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 이후의 청소년 정책을 고려. 

하였을 때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식과 지원체계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

하며 앞서 살펴보았던 탈북청소년들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들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세훈( , 2019 좌동훈 외; ,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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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주요내용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지역적응센터 운영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정책기획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출연금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구축

정보화(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부터 
거주지 정착과정까지 체계적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 , 
고용지원금 자격취득장려금 미래 , , 
행복통장 등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하나원 및 제 하나원 교육훈련2

여성
가족부

청소년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이주배경청소년( )

 탈북청소년 학업상담진로지도 및  
비교문화 체험 등을 실시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탈북여성 (

폭력예방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양성평등 인권보호 교육·
 북한이탈여성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북한이탈여성 상담서비스 및 심리

치유센터 운영 

자료 남북하나재단 학교 밖 탈북청소년 효율적 대안교육 방안 남북하나재단: . (2016). . . 

표 < -Ⅱ 5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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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정체감

가. 진로정체감

1) 진로정체감의 개념

진로정체감은 과 Erickson(1968) Marcia(1980 의 자아정체감 이론을 직업)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인데, 자아‘ 탐색 기회를 통한 자기이해 및 올바른 

직업세계의 이해로 구성된 안정된 진로 관련 자아상 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

하여 능력과 목표 흥미를 ,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형국, 2007; 

주지영, 2021 진로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성과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적성에 맞는 , 직업의 합리적 선택과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가 되는데

피기용( , 2005),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로정체감을 지닌 경우 목표로, 하는 직업의  

수가 적고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김선환( , 2007).

지난 년 여 년 동안 진로정체감의 기능과 구조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가 50 , 

수행되었는데 크게 개인 환경 합치 이론 과 자아정체감 이론, - (Holland, 1985)

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 환경 합치 이론의 경우 한 개인이 (Erikson, 1956) . -

성공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생활을 영위하려면 성격유형과 직업 환경 간 

부합도가 높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두 요소 간의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 

개인은 자신의 직업적 선호와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높은 수준의 진로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청소년기를 지나며 , 

선호하는 활동과 진로에 대한 가치 목표 유능감 흥미 등이 분화되고 발달하게 , , , 

됨으로써 더욱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일관되게 진로에 대해 청사진을 형성함을 , 

뜻한다 이러한 의 이론은 다양한 진로정체감 연구들의 이론적 토대가 . Holland

되어왔다 손영미( , 2018).

반면 의 자아정체감 이론은 앞서 살펴본  Erikson(1956) , Holland(1985 의 )

이론에서는 다루기 어려웠었던 정체감의 구조와 복잡한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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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 의 자기재구성 과정은 (conferred identity) ‘ ’ Erikson(1956)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직업의 획득 결혼계획 시민. , , 

으로 성장과 같은 성인의 과제 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부모와의 동일시로 ‘ ’ . 

형성되어있던 자기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 

한 개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자신에 ‘ , 

대한 지각 곧 통합된 자기정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Marcia, 1993 반면 자기). 

재구성의 과정이 없이 어린 시절 형성된 부모와의 미숙한 동일시를 기반으로 한 

진로의 선택은 미성숙한 진로정체감으로 볼 수 있다 손영미( , 2018).

자기 자신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유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치열한 자기탐색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즉, . ,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탐색과정은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 같은 의 이론을 토대로 는 정체감의 . Erikson Marcia

성숙단계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 Luyckx et al.(2006 의 ), Porfeli et al.(2013)

진로정체감 지위이론의 발달에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이 공통적. 

으로 제시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자기와 직업세계에 대한 

대안들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탐색하는 높은 수준의 진로탐색과 자신이 선택한 , 

진로에 대하여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몰입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 ‘ - - 주는 

일관성 연속성 있는 직업적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통합된 지각 으로’ (Erikson, 

1956) 자신의 직업적 가치와 능력 목표 흥미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 , , 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그림이다 이러한 진로정체감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과 (Holland, 1985). 

직업세계에 대한 대안들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탐색하며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몰입을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Luyckx et al., 2006; 

Porfeli et al., 2013).

또한  Super(1957 는 진로발달의 핵심은 자아개념의 발달 및 그것의 실현)

이라고 보았는데 진로발달과정은 개인과 사회적 요인간의 타협과 종합의 연속, 

으로서 자아개념은 타고난 능력과 다양한 역할수행 기회 역할수행의 결과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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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등의 상호작용으로 얻은 결과이며 이러한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 

하였다.

는 진로란 전생애주기 동안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달성하는 Super

위치라 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각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진로과업을 제시하였다, 

그 중 세의 청소년기는 탐색기로 정의했으며(Super & Hall, 1978). 14~24 , 

이 시기에 결정화 구체화 실행(crystallization), (specification), (implementation)

이라는 과업들을 달성해야 한다 결정화란 자기이해와 직업이해를 바탕으로써 . 

자신의 직업적 선호도를 좁혀 나아가는 단계이고 구체화는 고려했던 직업들 중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두 과정들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 

실행이다. 

이처럼 개인의 진로발달 과업을 다루는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로

성숙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는데 가 제안한 진로성숙은 각 생애단계에서 , Super

당면하게 되는 진로발달과업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봉환 외 따라서 는 진로와 관련된 ( , 2014). Super(1963)

정체감인 진로정체감 형성을 진로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

였고 이후 의 연구 등을 통하여 그 개념이 확립되었다 김은숙, Holland(1985) ( , 

2011; 이형국 , 2007 서유란). (2012 은 진로정체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다)

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때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는 . Super(1963)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자기개념의 발달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미주( , 2011), Tiedman 

& O’Hara(1963 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진로발달로 보았으며) , 

진로발달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광의의 자기 발달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로의사결정에서 사람들은 분화와 통합의 지점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 개인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이것이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초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은숙( , 2012 이광자; , 2005 즉 자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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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고 , , 

있더라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 으로 자각하며 자기 일관성‘ ’ ,  

내지는 정체감을 갖고자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들은 . 

타인으로부터의 분리와 자기통일성을 함께 의미하는 자기통합성을 이루려 하게 

된다 박아청( , 2004).

둘째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 

Tiedeman & O’Hara(1959)는 직업의 선택 과정은 직업적 정체감의 발달로 

특정지어질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개념은 한 인간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 

동기부여 하는 만족스러운 수단이 된다 하였으며 김봉환. (1997 은 적절한 진로)

탐색을 위해서는 진로정체감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김희진. 

(2001 은 직업이란 정체감의 표현이며 정체감의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탐색 )

및 결정을 하게 됨을 지목하면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기 신뢰를 갖고 장래 

직업에 대한 계획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한 탐색과 활동에 참여하는 ,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Holland et al.(1980 이 개발한 진로정체감 측정 도구인 ) My Vocational 

를 활용한 선행연구 결과Situation(MVS) , 홍혜경 은(1998)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정체감이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인화. (19

의 98)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정체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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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정체감 지위이론

는 정체감을 지위 단계에 따라 유형화하였는데 그는 다양한 Marcia(1966) , 

대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인 탐색(exploration)

과 행위나 믿음의 과정에서 개인이 표현하는 투자정도를 의미하는 몰입(commit

을 정체감 발달의 준거로 하여 성취 유실 유예 혼미 총 네 가지의 정체감 ment) , , , 

지위를 제안하였다.

먼저 성취지위 는 탐색의 과정을 거쳐 몰입에 도달한 것으로 (achieved status)

가장 잘 발달된 정체감 상태를 나타낸다 이 지위에 속한 사람은 외부의 영향력 . 

및 압력에 의해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향이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융통성도 가지고 있으며 미래를 미리 설정된 기준을 충족시켜야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감을 창조하거나 실현하는 시기로 인지한다 반면 유실지위(Marcia, 1993). 

는 몰입수준은 높지만 탐색수준은 낮은 집단으로 부모와 같은(foreclosed status)  

권위적 인물에 의해서 설계된 삶의 계획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유형은 . 

짜여진 이상이나 계획을 따라잡으려 하는데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정도에 의해,  

자존감이 결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한편 유예지위 에 속한 이들은 확고한 몰입에 도달하지 (moratorium status)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는 집단으로서(Porfeli & Lee, 2012),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 사이에서 

고민하며 투쟁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혼미지위(Marcia, 1993). (diffus

에 있는 집단은 몰입되어 있지 않으며 의미 있는 탐색도 거의 하지 ed status)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혼미가 유예처럼 몰입도가 낮다 하더라도 유예는 미래지향. 

적인 반면 혼미는 상대적으로 방향성이 없고 몰입이 부족한 것에 대한 관심과 , 

문제의식이 부족하며 외부의 영향에 의해 쉽게 휩쓸리는 경향을 보인다(Kroger 

& Marcia, 2011). 

의 정체감 지위이론은 정체감 발달 과정 연구에 대한 학문적 요구에 Marcia

따라 급격히 발달 되었는데(Bosma, 1985; Meeus, 1996 최근 정체감 발달을 ), 

탐색 및 몰입 차원뿐만 아니라 재고려의 차원까지 포함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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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고 있다 먼저 탐색을 보면(Porfeli et al., 2013; Porfeli & Lee, 2012). , 

모델은 탐색을 다양한 대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Marcia 

탐색을 통해 몰입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의 경우 탐색을 통해 몰입이 결정된 성취지위에 속한 Meeus(1996) , 

청소년들 역시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하는 심층적 탐색 의 과정을 지속하기도 한다는 것(in-depth exploration)

을 제안하며 기존 의 탐색 개념을 확장하였다 즉 청소년은 몰입대상을 Marcia . , 

선택한 후 그에 대하여 심층적 탐색을 수행함으로써 선택 평가 의문 의 과정을‘ - - ’  

반복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진로몰입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진로탐색은 폭 넓게 진로를 탐색하는 전반적 탐색(in-breadth exploration)

과 깊이 있게 진로를 탐색하는 심층적 탐색 으로 구분되(in-depth exploration)

는데 전반적 탐색이 다양한 진로선택지들을 만들어낸다면 심층적 탐색은 다양, 

한 선택지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전반적 탐색의 경우 진로미결정 및 진로계획. , 

자신감 부족과 정적 상관이 있지만 심층적 탐색은 진로미결정과는 부적 상관을, 

진로계획 자신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미· ( , 2018; Por

feli & Skorikov, 2010).

의 모델에서의 몰입은 대상에 몰입하는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Marcia . 

는 진로몰입을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Bosma(1985)

의미하는 진로몰입확신 과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commitment making)

어느 정도 몰입되어 있는지를 뜻하는 진로일체감(identification with a commit

으로 구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ment) (Luyckx et al, 2011 즉 개인이 진로에 ). 

몰입한다는 것이나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진로를 확신하거나 일체

감을 느낀다는 의미가 아니며 진로몰입이 높더라도 진로일체감은 낮을 수 있음, 

을 지적하였다 또한 은 진로일체감이 진로몰입보다 진로에. Porfelli et al.(2011)  

대한 자기의심과 더 강한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진로몰입보다 진로

일체감이 진로를 자기와 동일시하며 진로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경향성을 반영,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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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진로재고란 정체감 발달의 역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

으로 이미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아 현재의 진로에 , 

대한 몰입과 일체감을 재검토하고 자신과 더 부합하는 직업세계를 찾기 위해 , 

가능한 대안들을 다시 비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평생직장이란 .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직업세계 , 

속에서 현재의 진로를 다시금 검토하고 자신에게 더 잘 부합하는 직업을 다시금 

탐색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은 진로재고의 과정을 중요하게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Profeli et al.(2013) , 

과정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하면서 자신의 진로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지니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진로자기의심 과 진로선택 자기 변화에 얼마만큼 유연한 태도를 (self-doubt) ·

지녔는지를 뜻하는 진로유연성 의 개념을 제안하였다(career flexibility) . 

은 지금까지 살펴본 진로정체감 지위이론을 종합하여 Profeli et al.(2011)

진로탐색 전반적 진로탐색과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 진로몰입확신과 진로( ), (

일체감 진로재고 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연성 라는 세 가지 차원의 여섯 가지 ), ( )

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정체감 지위 척도(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를 개발하여 미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진로 정체감을 성취 유예VISA) , , 

탐색유예 유실 혼미 미분화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 , , . 

에서도 이 척도를 사용한 결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이 여섯 가지 유형이 도출,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한샘 조화진( , , 2016 손영미; , 2018; 이상희 오보영, , 

최혜선201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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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진로정체감 지위 모델[ -3] Ⅱ

자료 최혜선 고등학생의 성격강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9). . . 

국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은희( , 2017 이것은 진로정체감의 ), 

지위에 따라 진로 관련 변인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한 것으로

오보영 유혜림 문지은 심희준( , 2013; , 2015; , 2015; , 2016; Porfeli et al., 20

진로정체감이 진로발달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11) . 

지위 특성
성취 진로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함.
유예 여러 진로 대안을 두고 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하지만 선택은 하지 못함.

탐색유예 기존의 관여를 유지한 채 자신의 포부에 적절한 새로운 , 관여를 추구함.
유실 여러 진로 대안들을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함.
혼미 개인을 위한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관심이 없음, .
미분화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관망함.

표 < -Ⅱ 6 진로정체감 가지 지위 및 특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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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탈북 고등학생의 정체감 형성과정 및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한 계량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 

다만 탈북 고등학생을 포함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자기탐색 직업( , 

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 ), 여가활용 여가태도( ,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 ),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 , 정신 총 가지 하위) 3 역량으로 구성된 진로개발역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역량 중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동훈 외( , 2016).

타인과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차별화태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탈북청소년의 학습공백 북한에서의 집단생활 남한사회 및 학교 친구들의 편견과, ,  

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 

탈북청소년이 주변의 시선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에 대한 두려움 없이 ,‘ ’

당당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자기탐색이나 직업가치관은 남한 출생 청소년 대비 낮은 .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탈북청소년이 자신의 적성 및 태도 직업가치관 등을 , , 

고려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외에 대안학교 출신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진학결정과정을 사회적응 

및 개인의 발달적 맥락의 관점에서 분석한 박슬기(2011 는 남한입국 초기 탈북)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은 심리적 위축을 유발하며 남한 사회에서 ,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탈북청소년들은 한국인 이라는 정체감을 ‘ ’

형성하기 위해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남한 학생, 

들과 동일한 진로결정을 선택함으로써 집단 간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탈북청소년은 동일한 한국인 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 ‘ ’

대학진학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문화적 체제의 변화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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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정체성 혼란 탈피를 위해 진학동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 

대학선택의 동기를 지닌 탈북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내적 혼란을 , 

해소하기 위해 타인과의 동일화를 목적으로 대학진학결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성숙한 진로정체감에 바탕을 둔 진로결정으로 보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남북하나재단(2021 에서 실시한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 , 

탈북청소년의 가 년제 이상 대학 교 교육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63.5% 4 ( )  

나타났으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 중 나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지, ‘  

못한다 가 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진로정체감 영역에 해당하는 나는 나를.’ 36.3% . ‘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로서 년 대비 .’ 32.9% 2018

상승하였다 이 외에도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2.0% . ‘ ’ 25.2%,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5.0% .  

탈북청소년은 진로결정과정에 있어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년 기준 전국에서 탈북청소년이 가장 많이 취학하고 있던 서울시 2007

교육청 관내 남한 출생 청소년 중학생 명 과 탈북청소년 대상 캠프에 참가한 K ( 80 )

학생 중학생 명 고등학생 명 들의 진로성숙도 진로자기효능감을 비교한 ( 62 , 3 ) , 

허은영, 강혜영 의 연구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2007)

났다 이는 남한 출생 청소년들보다 탈북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낮을 것이라는 .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나 하위변인 중 독립성은,  

탈북청소년들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해당 캠프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이 어떠한.  

교육시설 즉 일반학교와 대안교육시설 중 어디에 재학하고 있는지 구별되지 ,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이 낮지 않은 부분은 이들이 자신의 현실, 

적인 능력에 비해 진로포부가 높다는 점과 윤성아( , 2004 방어기제로 자신의 ),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조영아( , 2007 고려할 때 허은영) , 

강혜영(2007 은 탈북청소년의 진로성숙을 측정한 연구결과가 이들의 실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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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부합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 외에도 김혜경(2012 은 북한 출생 고등학생과 남한고등학생의 진로포부) ,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모든 변인, , 

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성숙의 경우 북한 출생 고등학생은 확신성은 높았으나 준비성 목적성은 낮았, 

는데 이것은 북한 출생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보다 진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에게 현실적인 목적을 세우고 . 

적절한 진로준비를 하게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기대수준과 진로성숙도 사이의  

균형을 맞추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허은영 강혜영 ( , , 2007). 

또한 탈북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나 취향을 존중 받아본 경험

이나 자기성찰을 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박상옥 외( , 2011 박선민). (2011 의 연구)

에서 북한 출생 대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 

것은 무엇인지 등을 확신하기 어려워서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김정원 외 에 의하면 탈북 고등학생은 비교적 낮은 대학입시의 문턱에서(2018)  

기인한 고민 없는 진학 및 학과 선택으로 인해 진로의 재설정이라는 역효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적성 흥미를 토대로써 전공을 선택하기보다 사회적 . , 

지위를 얻기 위해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한 탈북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적응의 어려움과 더불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만 했다 박슬기( , 

오인수, 2011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어떠한 심리 사회적 요소들이 ). ,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통한 진로발달을 저해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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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북 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진로정체감

1) 학교 유형

일반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안학교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김서영 의 연구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2009) . ,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기용 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진로(2005) , 

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자신의 , 

미래와 진로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 

향은 크지 않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이광자 는 부모지지와 고등학생 진로. (2004)

발달의 관계에서 일반계 실업계 산업정보계 고등학생들 중 실업계 고등학생의 , , 

진로정체감이 제일 낮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총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 

선행연구 분석 결과 탈북 고등학생의 재학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 

수준을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중.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령이 , 

높을수록 진로를 당장 무엇을 하며 살아야할지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정원 외 신혜영( , 2018; , 2003). 

또한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으로 구성된 진로설계역량의 , , , 

경우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의 수준이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 

탈북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동훈 외 진로설계( , 2016). 

역량에 포함된 자기탐색과 직업탐색 요인이 진로정체감을 구성하는 자신의 이해  

및 직업의 이해와 유사한 맥락인 점을 고려 할 때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은 ,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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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최인화 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내외통제성 진로정체감 진로결정과의 (1998) , , ,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더 높은 ,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이 진로 관련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보고한 선행연구 김관용 김혜래 황미정 를 토대로 다문화 ( , 1996; , 2007; , 2009)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별을 비교하여 진로정체감을 측정한 이소정 의 연구(2018)

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앞서 살펴본 자기탐색 직업, , 

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으로 구성된 진로설계역량을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한 , , 

결과 셩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은 , , 

것으로 조사되었다 좌동훈 외( , 2016).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어욘치맥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 , 2018), 

자신의 출신을 공개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점 정진경 과 여자 청소년이 ( , 2006)

남자 청소년에 비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덜 겪고 있다 김형태 백혜정 외( , 2004; , 

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성별은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2006) , 

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가족 구성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구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남한에서 함께 , 

거주하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고 밝힌 이소래 의 (1997)

연구와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비공식적인 지지의 크기가 탈북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박진숙 윤인진 의 연구 가족의 , (2007) , 

구조적 특성이 문화적응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힌 김종국 조아미, (2008), 

진미정 이순형 의 연구 등이 있었다,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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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몽골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이 진로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어욘치맥 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2018) ,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낮아졌으나 부모의 동거 여부 등 가족기능은 진로정체감, 

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및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진로정체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점 어욘치맥 과 무연고 탈북( , 2018)

청소년이 겪는 생활 및 사회적응 측면에서의 어려움 동용국 을 고려하여( , 2019) , 

탈북 고등학생의 남한 내 가족 구성에 따라 진로정체감 수준은 어떠한지 구명할 

필요가 있다.

라. 진로정체감의 측정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 

공인규(2008 가 국내 외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진로정체감 척도와)   

이 개발한 의 검사 중 진로Holland et al.(1980) MVS(My Vocation Situation)

정체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김봉환 이 번안한 척도IS(Identity Scale) (1997) ,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에서 공인규 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 (2008) , 

이 개발한 진로정체감 지위 척도Porfeli et al.(2011) (VISA; vocational identity 

를 이보라 외 가 타당화한 한국어판 척도status assessment) (2014) (VISA-K) , 

조은주 가 (2001) 전윤식 외 과 박아청 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개정(1988) (1996)

하여 사용한 도구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 이(1997)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의 이해 문항 직업정보의 MVS . (9 ), 

이해 문항 능력 자신감 문항 총 개 하위 하위요인 총 문항으로 구성(7 ), (2 ) 3 18

되어 있다 이 도구는 다른 도구에 비해 문항수가 많지 않아 간편하므로 설문 . , 

조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탈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국외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사용. 

되었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의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있는 도구

라는 장점이 있다 이보라 외( , 2014; Holland et al, 1993). 



- 42 -

이 외에도 탈북청소년과 유사한 이주 및 이문화 배경을 지니고 있는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으므로

어욘치맥( , 2018 유비 김기현; , , 2015 이소정; , 2020 이 연구 대상인 탈북 고등), 

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측정 결과 로, .961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3. 진로정체감 관련 변인 

1)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

문화란 관습 도덕 법률 종교 등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하는 , , , 

능력과 습관의 총체로서 개별 문화는 고유하게 내재하는 특정 규범과 이에 따른 

행동유형을 지니게 된다 이에 자신이 태어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 

경우,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Taylor & Lambert, 

1996).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  

주류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발생하는 적응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Rodriguez et al., 2002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통 및 역기능 ) 등을 

의미한다(Berry & Annis, 1974; Born, 1970).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주로 사회적 비주류 집단이 경험하는데 주류 집단이 ,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의 기준 문화적 수용 가능성의 여부를 설정하는 권력을 행사, 

하는 반면 비주류 집단에 속한 이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나 취약한 권력으로 , 

인해 이주한 곳의 문화에 대한 동화를 강요받기 때문이다 (Berry, 200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초기 연구는 주로 미국 내 이민자들의 정신적 건강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Mena et al., 1987 점차적으로 유학생과 ; Snyder, 1987) 

결혼이주 여성 다문화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적인 맥락으로 연구가 확장, , 

되고 있다 성윤희 장은영( ,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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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처한 문화적 특수성의 

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국가의. 경우  

인종적 소수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Thompson et al., 2000 는 학업을 위해 )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며 유학생으로서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질적 차원에서 다를 수 있다(Wei et al., 2012). 

특히 난민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문제와 문화적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 번에 겪게 되어 통제감 자기 확신감의 상실로 인한 의존성 학습된 , , 

무기력 및 수동성과 같은 위험요인들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angaraj, 1988; 

Beiser et al., 1988; Ahearn & Athey, 1991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 

이나 탈북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문화 및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나 단일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문화,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높은 차별적 태도 등과 밀접 

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윤희 장은영( , , 2020). 

무엇보다 차별은 이주민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Romero 

et al., 2007 심리 및 사회적 문화적응 신체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으로 알려져 있는데(Schmitt et al., 2014 주류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 

지각하는 경우 주류문화에서 분리되어 자신이 속한 원문화에 잔류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Juang & Cookston, 2009; Ramos et al, 2016 실제로 문화). 

적응 유형 중 분리나 주변화 유형은 통합 동화유형보다 차별에 대해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et al., 2006).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 사회적 신체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 

있다는 의 주장과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Berry(2006) ․  

관한 경험적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남효진 이지영 전수정 윤혜미( , 2007; , 2016; , , 

최선화 탈북 고등학생의2013; , 2009; Jang & Chiriboga, 2010; Sung, 2020),  

진로정체감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 

배경 청소년은 일반가정의 청소년보다 대학 진학 및 성공에 대한 기대 미, 래에 

대한 희망 등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전영실( ,  2012 다문화가정의 중학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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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학생들 대비 더 높은 진로장벽을 지각하였으며 이지민 오인수( , , 2013) 

일반 학생에 비해 학업 및 직업탐색과 진로계획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부현 최충옥( , , 2012). 

특히 학교의 경우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나 친구와 서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산물과 특성을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 

문화에 대한 부적응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이나 국내 이주민의 경우 진로결정성 진로, 

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윤희 장은영 어욘치맥( , , 2020; , 2018). 

북한이탈주민 역시 국내 다른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김종경 양영희( , , 2011). 

실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하는데 이채영 박주희( , , 2014 조영아 외 성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 , 2009), 

이질적인 남한 문화에 대한 부적응이 직장 내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 조인수 외( , 2020 따라서 탈북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그들이 새로운 사회 문화 환경 안에서 적응하는 것과 진로

발달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이론

이주민은 이주한 지역에서 다양한 단계의 문화적응 과정을 거치는데, Berry

는 문화적응 이론을 통해 두 가지의 문화가 접촉하게 됨에 따라 개인은 (1995)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Assimilation), (Integration), (Segregation), (Marginalization)

라는 총 가지 유형의 문화적응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 동화란 개인의 고유한 4 . 

정체성이나 전통을 버리고 이주한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뜻하며 통합은 ,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는 동시에 새로운 정착 사회와

도 충분히 접촉하는 것이다 분리는 외부세계와 정착사회 문화 간 연결이 없는 . 

상태로서 고유집단의 주체성만을 유지하면서 정착한 사회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

한다 주변화는 자신이 속한 고유집단뿐만 아니라 새롭게 정착한 사회와의 관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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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끊은 상태 금명자 외 이다( , 2004) . 

Berry & Sabatier(2010 에 의하면 문화적응 유형별 차별감의 차이가 주류)

사회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문화적 다양성 , 

수준이 높은 케나다 몬트리올시의 경우 통합 유형은 분리나 주변화 유형 보다 

낮은 차별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 비교적 문화적 다양성 수준이 낮고 , 

단일 문화적이며 동화 지향적 정책을 지닌 프랑스 파리에서 통합유형은 동화, 

주변화 유형 보다 높은 수준의 차별감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문화적 다양성이 허용되는 주류사회 맥락에서는 이주민의 원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존중되고 지지받지만 문화적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거나 동화에 , 

대한 압력이 있는 경우는 원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증대시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지각된 차별 등은 스트레스와 정체성 갈등을 . 

증대시키고 학업 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교태( , 2014 어욘치맥, , 2018).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강조해온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 

한사회에서 남 북한의 문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통합의 전략은 한 문화만을 지향

하는 동화나 분리 전략 혹은 두 문화 모두와 연결되지 않는 주변화 전략 보다 , 

차별감의 지각을 더 높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즉 남한사회의 사람들은 북한. 

이탈주민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북한의 관습이나 문화 전통 주체성 등을 내려, , 

놓고 남한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동화 ,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문화적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에는 오히려 더 높은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나 외( , 2017). 

는 가장 이상적인 문화적응의 상태를 이민자가 문화적 유산을 Berry(1999)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하게 된 새로운 문화에 통합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런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탈북청소년의 적응과정에 적용한 홍순혜 외(2010)

의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과 같다< -7>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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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구분 남한 문화 새로운 ( 문화)

북한 문화 
기존 문화( )

남한문화의 사고 생활방식을 존중하며, 
남한문화를 수용하려는 성향을 가짐.

그렇다 아니다

북한문화의 
정체성 및 
북한문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짐.

그렇다 통합형 분리형

아니다 동화형 주변형

자료 홍순혜 외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변용 추적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재구성 : . (2010). . p.348. 

표 < -Ⅱ 7 의 문화변용 모델을 적용한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 Berry

소수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주류문화 적응과정에서의 정체감 발달단계를 설명

한 Atkinson et al.(1998 의 소수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 을 금명자 외) (MID)

가 탈북청소년에게 적용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 과정에서 (2004) , 

변화가 나타났다 즉 입국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하나원 입소 시절을 포함한 . 4

개월 이하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통합 및 동화 유형을 보호기간이 끝난 후 ‘ ’ ‘ ’ , 

년 동안은 분리 유형 그 이후 년 간에는 주변화 유형이 나타났으며1 ‘ ’ , 1 2 ‘ ’ , ∼

년이 경과한 후에는 통합 유형이 증가하여 소수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2 ‘ ’ (MID)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형 으로 나타났다‘U ’ .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정착기간 및 시기에 따른 , 

문화적응과 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희정(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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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

선행연구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 

Sandhu & Asrabadi(1994 가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 (Acculturative 

를 이승종 이 한국어로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 (1996)

번안하여 사용 한 것을 강수정(2018 과 이소래) (1997 가 수정 보완하여 )  사용한 

척도 이 개발한 다차원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Rodriguez et al.(2002) (Multi-

를 남 북한으로 번안dimensional Acculturative Stress Inventory, MASI)  하여 

사용한 이민지(2016 의 척도 그리고 김연희) , (2009 가 개발한 북한이탈청소년 ) ‘

심리 사회적응 평가도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등이 있다’ . 

의 경우 성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MASI

미치는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하위요인을 . 

살펴보면 언어역량 압력 문화적응 압력 문화적응에 반하는 압력으로 구성되어 , , 

있으며 주로 남북한 언어차이 남북한 노래와 춤 결혼희망 등에 대한 문항으로 , , 

구성되어 있다 다만 문항의 개념이 다소 거시적이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원도구 역시 , 

번안 및 타당화 과정 없이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용어만 남한 및 북한으로 변경

하여 사용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반면 의 경우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문화충격 두려움ASSIS , , , , , 

죄책감 기타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 문제 로 구성되어 현재 북한, ( , , , )

이탈주민 및 탈북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탈북청년 .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결과 송경.84( , 2020 장옥진), .97( , 2020), .87

정재경 등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으므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 , 2019) 

레스 측정에 적합하다 그러나 문항의 수가 많아 여러 가지 변인들을 함께 분석. 

할 때 설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탈북청소년 특성 상 허은영 강혜영, ( , , 2007) 

이 연구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탈북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연희 가 개발한 북한이탈청소년 심리 사회적응 평가도구 중 문화(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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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스트레스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질감과 문화충격 차별16 . , , 

주변화 향수 총 가지 하위요인 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점수가 점 , 5 Likert 5 . 33

미만일 경우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점 미만일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로 인한 잠재적 위험. 33~43

군에 속하며 점 이상이 되면 고위험군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43 . 

이겨레(2011 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 .862 , .923

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나. 진로장벽

1) 진로장벽의 개념

진로장벽 이란 개인의 직업 진로계획 목표실현과 같은 진로 (career barriers) , 

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혹은 환경적인 사건 조건들로 정의될 수 있다

진로장벽을 직장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Swanson & Woitke, 1997). ‘

조건 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한 는 진로결정에 장애가 되는 ’ Crites(1969)

모든 요소들을 진로장벽으로 명명하고 자신감 동기 직업정보의 부족 등의 내적 , , 

장벽과 차별이나 가난과 같은 맥락적 장벽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는 진로의 향상을 방해하는 개인 및 환경적 Swanson & Woitke(1997)

상황을 진로장벽으로 보았고 은 진로장벽이 개인 직업 환경 또는 London(1997) 

이 둘의 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갈등과 기대 변화와 상실 핸디캡 직무 및 , , , 

요구 사항들의 증가 낮은 수준의 고용 및 부정적 수행 평가를 포함하며 개인에 , , 

따라 지각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장벽에 대한 정의는 .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심리적 측면의 개인 내적인 장벽과 환경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외적인 장벽으로 구성된다 김혜경( , 2012).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장벽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준비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이자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맥락 

변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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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으며 김영경 이기엽 이희정 김금미 진로태도 ( , 2008; , 2012; , , 2010) 

중 결정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진로장벽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높 . 

은 청소년이 진로에 관해 결정된 사항이 없어 진로혼란을 경험하는 정도가 많

고 현실적인 욕구를 자아개발이나 사회적 봉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이 , ,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진로장벽이 높은 경우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 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능력이 부족하고 직업선택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스스로 ,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주변 사람의 평가와 의견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덕 안귀여루 선행연구 분석 결과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 , , 2010). , 

장벽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 차아름 장이슬 송병국( , 2012; , , 2015; 

김민정, 20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희정 김금미 직업결정성 손은령( , , 2010), ( , 

이기엽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05; , 2012) . 

이처럼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 

제약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손은령 유성경 외( , 2002; , 2006 이명진; , 

김은영 진로장벽이 청소년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 2002) 

개인이 지각하는 장벽에 따라 직업결정과정과 진로준비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손은령 김계현( , , 2002).

하지만 진로장벽을 내적 외적 장벽으로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인 단순함으로 , 

인해 편리하지만 실제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전체를 포괄하는 기준으로는 ,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는 특정 장벽이 내적 혹은 . Swanson & Woitke(1997)

외적 장벽으로 구분되는 것은 연구자의 해석이며 객관적으로 어떤 장벽을 내적, , 

외적 장벽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공윤정( , 2005).

즉 진로장벽이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이기보다 그러한 사실이나 상황에 , 

대해 당사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진로. 

장벽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진로장벽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이나 장벽의 본질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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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진로장벽을 많이 인식하는 연구 . , 

참여자의 경우 진로발달이나 진로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변 환경으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진로발달이나 진로의사결정이 수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혁( , 2010).

이처럼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영향 요소들 즉 개인의 진로발달에서 결과, 

기대 자아효능감과 같은 인지적인 개인변인과 함께 개인을 지원하거나 제약하는,  

외적 요인 혹은 진로장벽 등 맥락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회

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진로장벽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Lent 

et al., 1994). 

2) 진로장벽 관련 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은 성별 인종(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 ,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맥락의 특성과 환경적 배경이 개인의 진로발달 및 선택에 

정적이거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며 개인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진로이론들을 개인을 둘러싼 맥락적인 요인들과 내적요인과의 영향관계로 

확장시켰다 김봉환 외( , 2013).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중요한 가지 변인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맥락4 , , , 

변인인데 먼저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내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며,  

개인이 실현하려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볼 , 

수 있다 결과기대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따라오는 성취 등에 산출물에 대한 . 

기대를 뜻한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는 결과. Bandura(1986)

기대를 진로선택을 비롯하여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았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행위로 이, 

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지 개인 스스로 성취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결과기대는 주로 여러 가지의 진로 대안의 결과를 비교해 . 

보는 진로상담에서 활용된다 조혜은(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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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경우 개인이 원하는 미래를 성취하겠다는 결심으로, (Bandura, 1986) 

행동을 촉진하거나 약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 개인은 목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구조화하여 실행하며 촉진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 

지속함으로써 설정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진로목표 진로. , 

계획 진로 관련 의사결정 진로선택과정 등이 모두 목표에 해당할 수 있다, , (Lent 

et al., 1994).

마지막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환경 관련 변인을 다루며 이를 근접맥락, 

변인과 배경맥락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한다 개인의 근접맥락변인으로는 가족. 

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과 경제적 상황 등이 있으며 배경맥락으로는 성별이나 , 

사회계층 인종에 의한 차별 거시적인 경제 환경 등 보다 큰 사회적 맥락을 뜻, , 

한다 한 개인은 가족이나 사회 문화에 의해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며 그 과정 . , 

안에서 근접맥락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기대감을 

갖게 되고 직업적 흥미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배경적 맥락요인은 진로선택의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진로장벽은 근접맥락변인과 , 배경맥락에서 진로포부를 방해

하거나 가로막는 내외적 요인이 된다 조혜은( , 2019; Lent et al., 1994). 이처럼 사

회인지진로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있어 흥미와 관심 등이 

반영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

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 52 -

그림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 모델[ -4] Ⅱ

자료 이지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6). . .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개인의 성별 민족 인종 장애와 같은 개인 고유 , , , 

속성과 사회적 계층의 정도 차별의 경험과 같은 무형의 잠재적인 요인들과의 , , 

구조적인 맥락으로 구분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한 개인의 행위를 유도하는 성질. , 

을 지닌다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데(contextual affordance) , 

특정 진로와 직업을 목표로 설정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진로를 

형성해간다는 것이다 유비 김기현( , , 2015). 

이와 관련하여 와 Marko Savickas(1998), Blustein et al.(2005 은 개인의 )

진로 및 학업발달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긍정적인 모델링(modeling), 

교육기회 공정한 제공과 같은 사회적 맥락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회구조적인 

맥락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양질의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한다 즉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은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이 온전히 자신의.  

계획과 노력 흥미 등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며 이것은 , (Blustein et al., 2005) 

진로발달에 있어 사회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성별이나 인종 외모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 , 

받는 차별은 사회적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Sanders-Phillips, 2009 차별에 ). 

대한 인지는 절대적 및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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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개개인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Heider, 1958 이는 ). 

교육이나 취업과 같은 기회의 박탈부터 일생생활 내 유 무형 의사소통 사회경험 ,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의 특성과 부합되는 경험

으로 앞서 청소년들이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기능으로 설명된 사회적 

이동성과 극명하게 대치되며 이를 저해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이 밖에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있다. 

진로발달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체감 의 틀에서 차용된 것으로(identity) (Wallace

-Broscious et al., 1994 광의의 관점에서 개인의 정체감 및 진로발달 간의 ) 

관계를 논의한 연구들은 자기평가에 있어 강한 영향을 주는 우울 불안 자존감 , , 

같은 개인적 심리정서의 수준들이 진로선택과 발달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Hirschi, 2012 정신건강 수준은 차별 경험 등에서 적지 않은 ). 

영향을 받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배제를 피하고 사회의 한 집단에 소속되고자 , 

하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지각된 차별은 자존감을 낮추거나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urner et al., 1979). 

부정적 심리 및 정신건강 상태는 우울감이 높이는데, Beck(1972 에 의하면 )

인지는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행동 반응 등에 영향을 주며 특히 자신과 

세계 미래에 대한 왜곡을 야기하는 부정적 인지의 경우 비관적이고 수동적인 ,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삶의 만족도 등을 저해하고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을 , , 

극단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즉 부정적인 인지는 진로발달에 있어서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Saunders et al., 2000).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인의 진로발달과 선택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 

간 상호작용 인지적 요소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탈북 고등, , 

학생의 진로장벽 역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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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장벽의 측정

Swanson et al.(1996 은 진로장벽척도 개정판) (Career Barriers Inventory)

에서 진로장벽 하위 요인으로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경제적 , 

어려움 등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7 . Swanson & Tokar 는 진로장벽의 (1991)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남녀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성차별 연령 인종차별 자신감 및 능력과, , ,   흥미의 부족 역할 갈등 성역할에 , , 

대한 근심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불인정 부적절한 근심 및 경험 미래의 생활, ,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 신체장애 직업을 찾는, ,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 정보부족  , 

등이 나타났다 김민정( , 2016). 

국내의 경우 여자청소년용 황매향 외( ; 2005 과 남자청소년용 황매향 외) ( , 2005) 

진로장벽 측정 도구가 각각 개발 되었고 이 제시한 가지Swanson et al.(1996) 7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진로장벽 척도를 포함하는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혜경( , 2012).

예를 들어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탐색 방해요인을 분석한 김은영 의 , (2001)

연구 결과 경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부족 타인과의 갈등, , , 

신체적 열등감 직업정보 부족 흥미부족 연령 미래불안의 총 가지 요인으로 , , , , 9

나타났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측정 도구를 개발한 김원호 는. (2010)  

자기명확성의 부족 미래 불안 장애관련 요인 경제적 어려움 나이 진로정보 , , , , ,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을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분석했다, .  

이 외에도 국내 초등학생이 주로 경험하는 진로장벽은 자신감부족 자기이해 ,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 , , , 

제적 어려움 진로 및 , 직업정보의 부족이었으며 이은설( , 2005),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경우 진로 관련 부정정서 지지체계 부족 자기, , 이해 

부족 직업정보 부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경제적 어려움 언어적 어려움 , , , , 

등이 있었다 이아라 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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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황매향 외 가, (2005)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 문항 중 이지은 이 중도입국청소년의 42 (2016)

특성을 고려해 수정한 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자기이해 부족과 자신감 부족30 . ,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 , , , 

성역할 갈등 남녀 구분 총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제 국 출생( ) 7 . 3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제외한 세 이상 세 이하의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9 24

사용되었고 문항 수가 적절하여 탈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 

판단하였으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로 나타났다.955 . 

다.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통해 보살핌을 ‘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때 상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수용된다고 믿게 하는 정도 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 (Cobb, 1976).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이며 이것이 개인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박지원 은 개인이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전문가 같은 , (1985) , , ,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도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사회적 지지로 보았다 성영혜 의 경우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1992) ‘  

감정의 표현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 물질적 도움의 , , 

제공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 관계의 거래를 통해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 으로 정의하였다 조홍용’ ( , 2018). 

또한 한미현과 유안진 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1996) ‘

관심 사랑 서비스 인정 정보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 을 사회적 지지로 . , , , ’

보았고 이러한 지지는 개인이 사회 안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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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의 충족 및 소속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 

요인으로 자신감을 높여주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따라서 탈북 고등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 및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 동시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지지 관련 이론

가) 교사지지

교사지지의 개념은 단일변인으로 사용되기보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 안에 

포함되거나 교사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Cobb(1976 은 사회적)

지지의 유의미한 타인의 일부로 교사를 제시하였는데 유의미한 타인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정서적지지 존중되고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하는 평가적지지 사회적 , , 

관계망에 속한 구성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보적지지 등 총 가지 차원의 3

지지로 개념화하였다.

교사는 주 업무인 교수 를 넘어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학생 (Teaching)

생활지도 생활태도 친구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이 학교생활에 , , ,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교 문화주도자이자 학생에게 유의미한 타자로 

여겨진다 남부현 오영훈( , , 2017 이렇듯 교사는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환경도 ). 

되고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환경도 될 수 있는데 따라서 교사의 인성과 행동 , , , 

특성에 따른 영향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진로포부 형성 등 진로발달에도 정적인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ewell et al, 1992).

교사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교사리더십 교사 학생 관계의 개념 등이 사용, -

되는데, Forster(1997 는 교사리더십을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

교사의 헌신과정으로 정의하였고 정철민 김규태, , (2013 는 교사가 스스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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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신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열정을 발휘함으로써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교사의 리더십을 감성적 변혁적 인지적 리더십으로 구분하, , 

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리더십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임을 시사했다.

교사 학생 관계는 교사와 학생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로서 -

이러한 관계는 학생의 학업동기와 행동 학업수행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데, , 

Patrick & Kaplanl(2009 는 학생이 교사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학교생활)  

및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와 . , 

학생의 관계는 학생이 학교에 대하여 형성하는 태도와 자아개념과 정신건강 등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된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진로정체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광수( , 2002 김효선; , 2014).

전술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교사지지란 교사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이자 교사 학생 관계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즉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맺는 관계를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면, ,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단순한 감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도움과 원조와 같은 긍정적 형태의 자원을 교사지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혜은( , 2019). 

탈북청소년의 경우 일반학교와 달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교사는 학생의 

법적대리인 보호인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부모 기숙사나 그룹 홈에서의 생활, , ,  

관리 각종 행정 및 사무 업무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 후원자 모집과 관리 , , , 

등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주 손지희( , , 2015 특히 탈북과정에). 

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북한에서 홀로 탈북하여 무연고로 입국하게 된 학생의 경

우는 공식 등록 거주지가 학교의 기숙사이다 이러한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경우 .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주거지 등록이 선행되어야하며 탈북청소년의 담임교사는 

학생의 교사인 동시에 보호자가 되는데 탈북청소년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휴, 

대폰개통 시 담임교사의 명의를 빌려주어야 하며 탈북청소년에게 매달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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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권자 최소생계비 통장의 관리도 맡게 된다 이외에도 계절별 필요한 . 

의류를 구매해 주거나 각종 사고에 연루될 경우 사건의 중재자가 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변정훈( , 2017).

또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사들은 수준별 교과지도와 진로 진학지도로써 

탈북청소년을 돕는다 탈북청소년들은 긴 학업공백으로 현재 남한의 교과과정을 .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 개별 수준에 맞춘 교재를 

개발하거나 수업방식 및 학습자료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즉 교사들은 학습자인 . 

탈북청소년의 언어문화와 교육경험 측면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용어

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수업에 활용

하고 있다 김명수( , 2015).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는 탈북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도우며 철저히 지도한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 

최소한의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하고 있다 윤석주 손지희( , , 2014).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탈북청소년들은 교사의 대안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수업 교, , 

사와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학교 진학에 도움을 받으며 그동안 부족했던 학업의 

공백을 채워나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 

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하여 그 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 

나) 또래지지

학생들에게 학교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며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배움의 터전으로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집단의 가치 및 행동양식의 공유가 이뤄지는 장소이다 윤초희 한수연( , , 2015). 

조성심 최승희, (2011 에 의하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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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이나 적성에 부합하는 일을 찾는 행위에 소홀하게 되며 자신의 목표, 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여부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나 진로성숙 등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미숙( , 2014 오정아 남부현, , , 2013 황매향; , 

박혜영, 2005)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아동들의 애착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 외의 대상인 

또래에게 옮겨가게 되는데 애착 이란 개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 (Attachment)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Bowlby, 

애착과 관련한 초기 연구에서는 양육자와 영아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1969). 

유대관계를 애착으로 규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형성되며, , 

애착 대상의 범주를 양육자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닌 교사나 형제 또래 등 다양, 

한 사람들과도 형성할 수 있는 정서적 유대로 확장하며 인식하고 있다 정옥분 외(  

따라서 또래친구와의 애착형성은 친구를 믿고 이해하며 2009).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 오순옥 즉 ( , 2007), 서로 의지하며 감정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 유대관계 홍미자 로 발전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 , 2006)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는 청소년기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Weiss(1982)

것은 친구의 성장촉진 의욕들에 대하여 지지하고 격려하는 능력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친구와의 애착은 부모와는 다르게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형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소년기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의.  

형성은 정서적인 안식처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Laible et al., 2005). 

청소년기 또래친구와의 관계형성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

으로 거쳐야만 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속한 아동들은 아직 부모에게 의존적. 

이지만 사춘기 등을 겪으며 독립심과 반항심이 강해지며 특히 친구와의 관계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발생할 . , 

수 있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문제를 자신과 가까운 친구의 지지를 통해 해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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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친구는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애착의 대상이 되며 더욱 친밀한 , 

우정과 관계를 이루게 된다(Collins & Repinski, 1994).

이처럼 친구로부터의 긍정적이고 충분한 지지를 받는 것은 청소년들이 안정, 

감과 더불어 존중감을 느끼도록 하여 긍정적인 자아가치를 형성하도록 작용하며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얻음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박미연( , 2020; Davidson & Demaray, 

2 반면 친구로부터의 폭력과 같은 괴롭힘은 청소년의 학업성취 우울과 불안007). ,  

등 정신건강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wker & Boulton, 

2000; McDougall & Vaillancourt, 2015).

청소년기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로 불안과 , 

우울증상에 취약한 상황이기도 하다(Grills-Taquechel et al., 2010; Hankin 

특히 새로운 환경과 신체적 변화 학업에 대한 부담 및 & Abramson, 2001). , 

새로운 친구 교사 관계에서의 적응 등은 우울감이나 불안증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친구로부터의 괴롭힘과 관련된 피해 경험은 청소년기 , 

내재화 문제에 있어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Grills & Ollendick, 2002; Totura 

et al., 2009).

또래 친구로부터의 괴롭힘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을 지니는데 이러한 , 

괴롭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다른 상황에서 역시 쉽게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 즉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과 (Erath et al., 2008). 

이로 인한 내재화 문제가 반복될 경우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에 ,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부정적 경험에 대한 원인을 자기 자신. 

에게 돌림으로써 자아가치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rills & Ollendick, 

2002; Grills-Taquechel et al., 2010). 

이처럼 청소년기는 친구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친구라는 존재는  

정체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탈북 과정에서 . 

구금 체포에 대한 공포로 자신의 존재를 숨겨온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 정착 ·

이후에도 출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등 스스로의 존재를 계속해서 감춤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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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정체감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향규( , 

2006). 

특히 일반학교의 경우 북한 출생의 배경과 북한식 말투가 열등하고 촌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는 학

생들의 수가 많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로 높게 나타났다 정진경 , 67% (

외 또한 담임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비밀 이 드러나지 않도록 , 2006). ‘ ’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며 이러한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지게 , 

되었을 때 왕따의 대상이 되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또래와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 

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학업중단 일탈 대인기피 등으로 인한 진학 및 취업 포, , , , 

기 등으로 이어지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김지현 긍정적 또래 ( , 2009), 

관계형성 및 또래의 지지는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또래지지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 수행할 것으로 예측, 

하여 그 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탈북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와 Dubow Ullman

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평가 도구(1989)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

를 김명숙 이 번안하고 김연희 가 수정보완한 것을 토대로 서정미(1994) (1999) ․

가 세 탈북청소년에게 사용한 도구에서 교사지지 문항 과 또래지지(2004) 8~22 (8 )

문항 을 사용하였다(8 ) . 

척도는 또래지지 문항 가족지지 문항 교사지지 문항 에 대한  SSAS (8 ), (8 ), (8 )

지각이나 평가를 측정하며 점 척도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Likert 5 24 .  

개개인이 사랑을 받고 관심 있는 대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사회적 , , , 

관계망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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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재학 학교유형에 따른 조절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사지지와 또래

지지만을 측정한다. 

하나원 퇴소 이후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까지의 탈북청소년을 8~22

대상으로 실시한 서정미 의 연구결과 본 도구의 신뢰도는 교사지지 (2004) , .84, 

교사지지 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또래지지 교사지지 으로 .81 .876 .703

나타났다

4. 변인 간 관계

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되는 소수집단의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다면적 접근방식 중 하나로 청소년들의 직업과 진로발달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유비 김가현( , , 2015 진로는 일반적 발달과업 측면에서 뚜렷한 ). 

목표의식의 부여와 자아실현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Morse 

& Weiss, 1968 특히 사회적 배제의 여러 가지 측면 중 경제적 문화적 영역), 

에서의 결핍은 직업과 진로를 통한 실질적 소득과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돕는 기능을 가진다(Watts, 2001).

하지만 직업의 다양성과 함께 진로선택 과정에서 많은 장애요소들과 마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희망 진로와 관련 있는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 

으로 주체적인 선택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 

Holland et al.(1980 은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진로의 선택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함양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직업 및 진로의 선택은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주관

이나 확신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한 진로선택은 자아실현과 소명의식 , 

성취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로발달 목표들 중 하나인 삶의 만족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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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비 김기현 이러한 관점에서( , , 2015). 볼  

때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 진로정체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진로발달 이론 및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의하면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개인을 둘러싼 거의 모든 요인들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종. , 과 

성별 가정환경 사회적지지 교육수준과 차별의 경험 등과 같은 사회적 요, , , 인(Lent 

et al., 2000; Diemer & Blustein, 2007 에서부터 우울 불안 자존감) , , ,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적인 심리 정신건강 요인들· (Gushue et al., 2006; Koumoundourou et 

al., 2012 이 다양하게 얽혀있) 다.

진로정체감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특정 직업 및 진로에 대한 목표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이 조합되어야 하는데(Holland et al., 1993 우울과 같은 부정적), 

인지는 진로문제에 대한 극복행동과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 ,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진로와 관련된 과업이나 문제 장벽 등을 극복해야 하는 ,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울과 같은 인지적 왜곡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 

행동의 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 

이렇듯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무상감을 야기하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적,  

건강수준은 진로의 결정을 배제 유보시키며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 , 정 

수준 진로성숙 진로정체감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효정 이문희, , ( , , 2011; 유비, 

김기현 최윤미 이문희, 2015; , , 2011; Strauser et al., 2008 또한 어욘). 치맥(2

에 의하면 한국 내 몽골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018) , 진로 

정체감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탈북 고등학생의 , 

지각된 차별과 미워함 두려움 문화충격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 , 

우울 등 심리적 건강의 저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논리적인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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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의 관계

초기 진로장벽 연구가 여성의 능력과 성취 간 불일치를 설명하는 등 여성의 

진로발달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학생 문화적 소수집단, , , 

등 다양한 연구대상으로 확장하여 개인의 진로발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윤희( , 

장은영, 2020; Kim & O’Brien, 2018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으며(Franco et al., 2019), 

여성이 남성보다 유색인종인 멕시코계 미국인이 미국 내 인종적 주류에 해당, 

하는 유럽계 미국인들에 비해 진로 및 교육적 장벽 을 높게 지각함을 발견하였다 

(McWhirter, 1997).

이와 유사한 결과로 아프리카계 포르투갈 중학생들이 백인 포르투갈 중학생, 

보다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프리카계 학생들 중에서도 ,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학생보다 아프리카 출생의 학생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doso & Marques, 2008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적응 ).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다문화청 소년일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이나 문화충격과 같은 .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윤희( , 

장은영 이지은, 2020; , 2016).

다. 진로장벽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장벽과 진로정체감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 외 이건우 이신남 이동혁 외( , 2014; , 2018; , 2013; , 2012; 

김종걸, 2008) 이신남 은 회계학 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 (2013)

정체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종걸 은 경호학과  . (2007)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직업흥미 , 

수준이 낮아지며 직업결정의 과정에서 혼란감이 증가하는 등 진로장벽은 진로, 

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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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혜승 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측정하고 지위에 따른 , (2016) , 

진로장벽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진로장벽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행동과 , 

진로에 대한 전념 진로전념에 대한 확신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에 대한 , , 

의심 및 진로에 대한 유동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 

결과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를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나 진로에 대한 확신이 

감소하고 자신의 진로를 의심하며 진로를 변경할 유동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이건우 는 심리(2018)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며 진로장벽을 심리적 진로장벽과 환경적 진로장벽으로 구분

하고 각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처럼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장벽을 . ,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정체감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는 중재하는 요소로 송경 사회적 네트워크가 ( , 2020) 

발달한 사람일수록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소래( , 1997; 

또한 은 개인과 사회의 Henderson & Berry, 1977). Cassel(1976) 구성원들 

간의 접촉에 대한 연구 결과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적응,  스트레스는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개인적인 ,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정서적 심리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주노동자 이민여성 유학생 임시체류자 등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 , 

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출신국가의 문화에 (Naidoo, 1985). 

대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타문화 생활권으로 홀로 유입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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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의미 있는 타인. , 

(이웃 동료 등 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 )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하나, ( , 

최금해 홍미기2007; , 2006; , 2010; Liamputtong & Naksook. 2003; Naidoo, 1985).

또한 유학생의 경우 역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은 대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 Ying & Liese(1991)

결과 같은 국가의 동포인 친구 및 이웃이나 친척 등 의미 있는 타자의 지지가 , 

심리적 안정감이나 문화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의미 . 

있는 타자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이 촉진되며 

일반적인 적응 및 만족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홍직 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2011)

인식한 유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생각한 유학생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고등학생을 포함한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 출생 청소년과 전혀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일반 남한청소년, ･ ･

과는 이질적인 의식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가치지향 및 현실인식 등에서 차이가 , 

있는 상태로 남한에 입국하게 된다 특히 국외 정보가 차단되는 폐쇄적인 사회. 

에서 생활하다가 서구화가 진전된 남한 사회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불안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남북한 문화차이에서 기인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김종국( , 

김형태2008; , 2004). 

선행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두려움이나 차별감, 

소속감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또래지지는 , 

두려움과 교사지지는 두려움 및 차별감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 김종국, ( , 2008). 

또한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 

상승을 방지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김미영( , 2019 또한).  

탈북청소년의 또래지지는 가족지지와 다르게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경 강민주( ,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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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장벽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필 고정리 박한샘 엄태영( , , 2018; , 2008; 외 이상희 , 2011; , 

이정림 조영아 전영주 박미회2006; , , 2017; , , 2018; Lent et al., 2000; Rosental, 

1995). 

예를 들어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 

평가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순서로 진로장벽과 유의한 , , ,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정림 특히 직업정보의 제공과 물질적 지지 자존적 ( , 2016). , 

지지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남한 사회에서 진로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데 있어 진로장벽이 높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안서영( , 20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진로장벽이란 개인에 따라 지각되는 정도가 다르며, 

진로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London(1997 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진로장벽은 주관적이므로 개인이 진로) . , 

장벽에 마주했을 때 그것에 대해 느끼는 자극의 강도와 정서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이슬 송병국( , , 2015).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진로장벽을 사회적 지지에 대한 , 

지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장벽을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김은희 김봉환( , , 2010 사회적 지지에 따라 지각된 진로장벽의 크기가 달라질 )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진로정체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집단을 형성하며 자신이 사회적으로 활동,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전공 가치관과 직업 삶의. ,  

방식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 

해야 하는지 압박감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에게(Erickson, 1994).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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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로의 선택은 어려운 결정이며 때때로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낙관적인 

이유 때문에 잘못된 시작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 

좌절하거나 비관적으로 되기도 한다(Colins, 2007).

이렇듯 청소년기는 인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은 향후 대학진학을 

비롯하여 사회로 나아가는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핵심적인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권수정 외( , 2017).

그러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 이해가 있더라도 자신이 희망, 

하는 선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결여된다면 진로에 대한 행동과 

사고 진로정체감의 발달 등이 현저히 느려질 수 있다 권수정 외 이에, ( , 2017).  Hirschi 

과 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 Hermann(2012) Wanberg & Muchinsky(1992)

직업적 만족도와 삶의 만족과 높은 연관이 있으며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주위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정서적 지지 등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기현( 유비, , 

윤초희2015; , 2015).

특히 교사는 학교의 주요 구성원으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

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효경( , 2019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교사와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학교 , 

내에서는 교사의 지지가 부모애착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  

영향력이 있었다 허재경 김유숙( , , 2005 또한 교사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습). 

활동이 즐거워지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며 초기청소년들의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임교사와의 언어적 

공감도가 높은 집단에서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김종백 탁현주( , , 2011 이; 

상길, 2006 허승연; , 2009).

박영신 외(1999 는 교사지원의 많은 부분이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이 )

주를 이루고 일반적으로 교사지지를 교사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학문적 지지의, ,  

조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자신의 적성에 .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사지지의 역할이 진로의 선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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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담임교사와의 언어 공감도가 높은.  

집단에서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교사지지는 중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이우경( , , 2017 이상길 이효경); , 2006; , 

2019).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또래 및 친구와의 긍정적인 유대 관계의 , 

형성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Colins(2007)

는 청소년기 라는 단어가 성숙을 향하여 성장해가는 시기‘ (Adolescence)’ ‘ ’

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청소년기는 사춘기(period of growth to maturity) , 

(p 에서 시작하여 대 후반에서 대 초반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 아이uberty) 10 20 . 들은 

감정적 사회적 성적 신체적 지적으로 변화해가며 가족들의 보호와 부모에게 , , , , 

의존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나 독립과 사회적 생산으로 옮겨가며 공부 또래 친구. , 

직업 취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가 병존하는 사회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

청소년들은 일차적으로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와 스스로에게서 

느끼게 되는 점들을 비교하며 생각하게 되고 청소년기 이전에 형성된 자신의 , 

기술과 역할을 직업적 원형과 연결시키게 된다 이것은 곧 직업 에 대한 . (career)

기약을 확실히 하는 것처럼 과거 준비하였던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미에 대한 동일성과 연속성과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은 각자를 괴롭히는 이 직업적 정체성, (occu-

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pational identity) , 

자신이 속한 집단의 주인공 영웅 에게 잠정적으로 과잉동일시 즉 ( ) (overidentify), 

자신이 속한 또래와 그 사회에서의 위인과 동일해지도록 노력하게 된다 또한 . 

청소년들은 무리를 짓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이상 적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듦으, 

로써 다양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로 돕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 집단의 지지를 갈망하게 된다 권수정 외( , 2017).

이렇듯 또래 친구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 중의 하나로 친밀감과 중요한 인지 정서적 자원 기능을 가지는 ‘ ’･

대상 최영희 외 으로서 심리적 안녕을 증진하며 다양한 스트레스를 감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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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친구 관계가 형성될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권수정 외 최영희 외( , 2017; , 2012). 

실제로 원만하고 친밀한 또래 친구와의 관계는 긍정적 자기상의 확립을 통해 

대인관계능력 및 문제해결력 습득하도록 하며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발달에 ,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아름 외 이와 관련하여 ( , 2010). 

선행연구에서 Feldsman & Blustein(1999 와 ) Meeus & Dekovic(1995 은 )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진로정체감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손연아 외 이예진 문은식 또한 고등학생을( , 2014; , 2014; , 2015).  

대상으로 한 윤초희(2015 의 연구에서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정체감에 )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문은식 은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학교생활(2015) , , , 

적응 간 관계를 검증한 결과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손연아 외 는 또래애착이 개인발달 환경, (2014)  변인으로 작용

함으로써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뿐만 아니라 권수정 외 에 의하면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직접(2017)

적인 영향과 학교적응 및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을 이용하여 . 2010(KCYPS 2010)

중학교 학년 패널의 제 차 연도 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학년을 1 6 (2015 ) 3

대상으로 한 박찬미 의 연구 결과 친구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가 높을수록(2020)  

진로정체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효경 손은령( , ,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와 할애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그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정보나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연령대에 

적합한 관심과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고 청소년 시기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 

유사한 문제들이나 감정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획득은 자신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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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나아가야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진로정체감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수정 외( , 2017).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기는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 

받는 시기이며 긍정적인 친구관계와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보다 ,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인 간 관계를 토대로 하여 . 

이 연구에서도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 , 

정체감에 조절변인으로서 미치는 효과를 구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진로정체감과 관련 변인의 선행연구 종합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 

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 과 같다< -8> .Ⅱ

변인 간 관계 선행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어욘치맥(2018)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 

성윤희 장은영, (2020 연은모 최효식), , (2019 윤수민), (2020), 
이지은(2016), Cardoso & Marques(2008),  Franco et al.(2019), 

McWhirter(1997) 

진로장벽 → 
진로정체감

김경미 외(2014 박은선 박혜훈) , (2019 이건우 최바울), , (2020), 
심효주(2017) 이순영, (2008)  

사회적 지지 → 
진로장벽

고경필 고정리, (2018 박한샘), (2008 엄태영 외), (2011 이정림), , 
전용수(2018 조명실), (2006) 조영아, (2017) 전영주, (2018), Lent et 

al.(2000), Rosental(1995)

사회적 지지 → 
진로정체감

고명숙(2014 김선경), (2017 김유경 이우경), , (2017 김종백), , 
탁현주(2011 이상길 이선영), (2006), (2017 이효경), (2019 이효경), , 
손은령(2019 이희선 선우현정), , (2015 윤초희), (2015 정미나), , 

노자은(2016),  Johnson et al.(1999), Vignoli et al.(2005)

사회적 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김종국(2008 노하나), (2006 이일정), (2019 이지선), (2011 이홍직), (2011), 
최금해(2006), Hovey & Magana(2002), Poyrazli et al.(2004), Yeh & 

Inose(2003) 

표 < -Ⅱ 8 진로정체감 관련 변인의 주요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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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고 인구통계학적 ,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변인은 진로정체감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 

사회적 지지이며 국내 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

하였다. 

그림 연구모형[ -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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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대상은 국내 고등학교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고등학생 학급에 

재학 중인 북한 출생 고등학생이다 년 월 기준 북한 출생 고등학생은 . 2021 4 , 

3 명이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학생은 명으로 추정된다 탈북청소년 대안55 , 91 . 

학교 학생의 출생 국적 및 학급에 따른 학생의 수는 대상의 특성 및 관련부처의 

업무방침으로 정확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수집한 대략적인 비율과 실제 본 조사를 통해 수집한 표집 

자료를 참고하여 추산하였다 국내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을 포함하며 통일부 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  

각종학교로 통일부 미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전일제 대안교육시설로 분류, 

되고 있다 통일부( , 2020).

나. 표집

1) 표집크기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는데 있어 적정 사례 수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으나, 

대체로 측정변인과 사례수의 비율이 약 정도가 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1:20 

(박원우 외, 2010; Tabachnick & Fidell, 2007 와 ), Barbara & Linda(2001) Keith

의 (2019) 경우 독립변인의 수를 적정 사례수로 보았다50 + 8× . 이 외에 관찰

변인과 전체 사례 수비율이 수준이 되어야 예측 변수의 검증력 확보가 가능1:15 

하다고 한 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최소 개 이상의 Stevens(2009) , 60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을 활용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유의수준G*Power3.1 (0.15), (0.05), 

검정력 예측변인 개 을 고려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위한 적정 표집크기를 (0.85), (2 )

계산하였을 때 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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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이 갖는 특수성과 표집 및 회수의 어려움 불성실 응답률 탈북청소년 , , 

대상 선행연구에서의 표집크기 등을 고려해 최소 개 사례를 기준으로 연구를 80

수행하였다. 

연구자 프로그램/ 표본 크기 조건/ 연구의 예상 표본

 박원우 외(2010)

 Tabachnick & Fidell(2007)
 각 변인별 최소 표본 할당20 명80

 Barbara & Linda(2001)
 Keith(2019)

 독립변인의 수50 + 8× 명66

 G*power 3.1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5
 예측변인 개2
 매개효과 분석

명76

 Kelly & Maxwell(2003)  독립변인수100+m( ) 명 이상100

 Krejcie & Morgan(1970)
 명 기준 명1,000,000 384
 명 기준 명75,000 382
 명 기준 명440 205

명205

 Stevens(2009)  관찰변인의 배15 명60

표 적정 표본 크기< -1> Ⅲ

2) 표집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년 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2021 4

재학 중인 탈북 고등학생 명이다 탈북 고등학생은 탈북청소년 집단이 갖는 436 . 

특수성 때문에 설문지 배부 및 회수가 어려우며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 

실시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통계 표집과 관련된 학계. 

에서는 눈덩이 표집 비확률적 표집 을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동제( ) ( , 

2015).

탈북청소년 대상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연구가 심층면담 등 질적,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양적연구의 경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와 하나센터 북한 . , 

출신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 동아리 학술 단체 등을 통하여 , 

표집이 실시되거나 연구에 참여한 탈북학생들의 소개를 받아 눈덩이 표집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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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표집 . 

방법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와 북한 관련 하나센터, NGO, , 

종교단체 등을 통하여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학교명 소재지 총원 북한출생 비고
꿈터학교 서울 강동구 비공개 명0 -
여명학교 서울 중구 명73 명30 -
하늘꿈학교 경기 성남시 명47 명10 -
한꿈학교 경기 의정부시 명50 명17 -
겨레얼학교 서울 양천구 비공개 명0 -
금강학교 서울 구로구 확인불가 확인불가 연락불가
다음학교 서울 서초구 명50 명15 -
셋넷학교 강원 원주시 확인불가 확인불가 연락불가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 춘천시 비공개 명1 -
우리들학교 서울 관악구 비공개 명10 -
지구촌학교 서울 구로구 명67 명0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서울 종로구 명119 명0 -
인천한누리학교 인천 남동구 명31 명0 -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충북 제천시 명129 명0 -
장대현학교 부산 강서구 비공개 약 명5 -
남북사랑학교 서울 구로구 비공개 명0 -
자유터학교 서울 동작구 비공개 명0 -

프라이밍 사관학교 서울 양천구 비공개 명0 -
반석학교 서울 서초구 비공개 명3 -

새일아카데미 서울 동작구 비공개 명0 -
북한 출생 고등학생 총원 약 명91

표 전국 소재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 및 북한 출생 고등학생 현황 < -2> Ⅲ

다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탈북과 입국 사회 배치 과정에서 의무로 설문, , 

조사에 임해야 하는 탈북청소년의 특성상 설문지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허은영 강혜영 의 연구의 경우 명의 학생은 끝내 설문조사에 , , (2007) 2

응하지 않았다 특히 설문조사 실시 전에 학생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고 설문을 . 

실시한 경우와 시간만 할애 받아 설문을 실시한 경우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협조

하는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도 탈북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 

높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탈북 청소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을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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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주요내용

김윤나(2008)*

-전국 소재 세 이상 세 이하 북한이탈청소년 부 분석10 29 (193 )
-의도적 표집방법 및 눈덩이표집방법 실시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적응유연성 집단 간 차이 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김종국(2008)*

- 세 이상 세 이하 새터민 청소년 부9 24 (228 )
- 명 중 고등학생 명229 44
-상관관계 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김지현(2010)
-국내 거주 북한이탈청소년 부 분석(90 )
-중다회귀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김현진(2008)
-만 세 이상 세 이하 탈북청소년 부 분석9 24 (125 ) 
-중다회귀분석 실시
-스노우볼 표집실시통계적 추론과정의 한계 명시( )

김혜경(2012) 

-한겨레 고등학교 북한이탈고등학생 부 분석(101 )
-남한고등학생 부(119 )
-중다회귀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목혜연(2008)
- 세 이상 세 미만 새터민 청소년 부 분석14 24 (84 )
-변인 간 평균비교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서정미(2004)
- 세 이상 세 이하 북한이탈청소년 부 분석8 22 (63 )
-중다회귀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송경(2020)
-만 세 이상 세 이하 북한 출신 청년 부 분석19 35 (101 )
-이중매개효과 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이지형(2016)*

-북한이탈가정청소년 부 분석 북한출생 명(88 , 44 )
-중국 등 제 국 출생 아동 청소년 포함3 ·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정재경(2019)
-만 세 이상 세 이하 북한출생 청소년 부 분석13 24 (101 ) 
-매개효과 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조양희(2019)

-만 세 이상 세 이하 서울 경기지역 북한이탈청소년 부 분석13 25 , (117 )
-중국 등 제 국 출생 포함 3
-중다회귀분석 실시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박사학위논문을 의미함* .

표 탈북청소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 학위논문 분석 결과 < -3> (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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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 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 

질문지 구성은 다음 표 과 같다 질문지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4> . , Ⅲ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 .  

구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질감 . 4, 8, 9, 10Ⅰ 4

문화충격 . 6, 7, 13Ⅰ 3

차별 . 1, 2, 3Ⅰ 3

주변화 . 11, 12, 16Ⅰ 3

향수 . 5, 14, 15Ⅰ 3

전체 16

진로장벽

자기이해 부족 . 1, 2, 3, 9  Ⅱ 4

자신감 부족 . 4, 5, 6, 7, 8Ⅱ 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 10. 11. 12. 13. 14Ⅱ 5

직업정보의 부족 . 15, 16, 17, 18Ⅱ 4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 19, 20, 21, 22, Ⅱ 4

경제적 어려움 . 23, 24, 25Ⅱ 3

성역할 갈등남자( ) -1. 1, 2, 3, 4, 5 Ⅱ 5

성역할 갈등여자( ) -2. 1, 2, 3, 4, 5Ⅱ 5

전체 30

시회적 지지

또래지지 .1, 2*, 3, 4, 5, 6, 7, 8Ⅲ 8

교사지지 .9, 10*, 11*, 12, 13, 14, 15*, 16Ⅲ 8

전체 16

진로정체감

자신의 이해
. 3*, 4*, 5*, 10*, 11*, 12*, 13*, Ⅳ

17*, 18*
9

직업정보의 이해 . 1*, 2*, 6*, 7*, 8*, 9*, 14*Ⅳ 7

능력 자신감· . 15*, 16*Ⅳ 2

전체 18

인구통계학적 특성

생년 성별 하나원 , , 
기수 입국시기 현재 , , 
가족구성 고향 재학 , , 

학교 유형

. 1-7Ⅴ 7

합계 87

역채점 문항을 의미함* .

표 조사도구의 구성 < -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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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정체감의 측정도구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land et al.

(1980)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 검사 중 객관식 문항으로 진로

정체감을 측정한 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김봉환Vocational Identity(VI) (1997)의 

도구를 점 척도로 수정하여 구성한 Likert 5 이선영(2017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 

총 문항으로 자신의 이해 문항 직업정보의 이해 문항18 , (9 ), (7 ), 능력자신감 문항(2 )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는 로 높은 신뢰도를 3 . Cronbach's .961α

보였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본조사(N=84)
전체 .961

자신의 이해 .940
직업정보의 이해 .898
능력 자신감· .847

표 진로정체감의 내적일치도 계수 < -5> Ⅲ

 

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도구

탈북 고등학생이 남한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연희 가 개발한 북한이탈청소년 심리 사회적응 평가도구 의 문화(2009) ‘ ’

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며 이질감, 

문항 문화충격 문항 차별 문항 주변화 문항 향수 문항 총 가지 (4 ), (3 ), (3 ), (3 ), (3 ) 5

하위요인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16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일반 중, 고등학교 하나원 재원 중인 탈북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는 로 나타났으며 이겨레Cronbach's .862 ( , 2009), α

이 연구에서는 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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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본조사(N=84)
전체 .923
이질감 .866
문화충격 .812
차별 .827
주변화 .669
향수 .815

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내적일치도 계수 < -6> Ⅲ

다. 진로장벽의 측정도구

탈북 고등학생이 남한 사회에서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황매향, 

이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 문항 중 중도입국 청소년 특성을 (2006) 42

고려하여 이지은 이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2016) · 30 . 

이해 부족 문항 자신감 부족 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문항 미래에 (5 ), (4 ), (5 ), 

대한 불확실성 문항 경제적 어려움 문항 성역할 갈등 남녀 각 문항 으로 (4 ), (3 ), ( 5 )

구성되었다 제 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제외한 세 중도입국 청소년. 3 9~24

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는 으로 Cronbach's .642~.856α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의 신뢰도를 보였다.955 .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본조사(N=84)
전체 .955

자기이해 부족 .905
자신감 부족 .77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886
직업정보의 부족 .903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820
경제적 어려움 .800

성역할 갈등남자( ) .932
성역할 갈등여자( ) .880

표 진로장벽의 내적일치도 계수 < -7>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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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 Dubow & Ullman

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도구를 김명숙 이 번안하고 김연희(1989) (1994) , 

가 수정보완한 서정미 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교사지지 문항(1999) (2004) , (8 ), ․

또래지지 문항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8 ) 16 . 8~22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또래지지 교사지지 로 나타났으며 서정미.84, .81 ( , 2004), 

이 연구에서는 또래지지 교사지지 으로 나타났다.876 .703 .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본조사(N=84)
전체 .855

또래지지 .876
교사지지 .703

표 사회적 지지의 내적일치도 계수 < -8> Ⅲ

4. 자료수집

조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북한 인권 의 도움을 NGO

받아 전국의 고등학교 및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전일제 대안교육시설 포함 에 재학 ( )

중인 북한 출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2021 9 15 2021 11 3

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탈북 고등학생과 유사한 이주 배경 및 특성을 지닌 중도입국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비조사를 생략하였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 을, (PC ) 통해  

비대면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총 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에서 연구대상이 . 85 , 

아닌 데이터 부를 제외하고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1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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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및 IBM SPSS Statistics 26 PRO

활용을 통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상관CESS macro for SPSS , 

분석의 경우 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상관계수의 해석기준을 적용Davis(1971)

하였다. 

연구문제 에서는 탈북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1 , , , 

사회적 지지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검정을 t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이 진로정2

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3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를 활용한 회귀Process macro model 4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4 ,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8을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방법을 종합하면 . 

표 와 같다< -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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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분석 방법

연구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1. , , , ?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수준은 어떠한가1-1. ?

기술통계,
독립표본 t-test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떠한가1-2. ?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의 수준은 어떠한가1-3. ?

탈북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1-4. ?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1-5. , , , 
지지의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2. , ?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에2-1.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다

회귀분석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2-2.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3.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3-1. 
진로장벽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PROCESS 
macro model 
를 활용한 4

매개효과 분석

연구 문제 탈북고등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사회적 4. , , 
지지가 조절하는가? 

탈북고등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4-1. , ,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PROCESS 
macro model 
를 활용한 8
조절효과
분석

탈북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4-2. ,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표 연구 문제별 분석 방법< -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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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분석한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 ,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 -1Ⅳ 과 같다> . 진로정체감의 평균 점수는 점으로 3.12

확인되었으며 최댓값 최솟값 이었다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는 평균 5.00 1.00 . 

점 최댓값 최솟값 이었으며 직업정보의 이해 평균 점 최댓값3.20 , 5.00 1.00 2.92 ,  

최솟값 능력 자신감 평균 점 최댓값 최솟값은 이었다5.00 1.00, · 3.47 , 5.00 1.00 .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점이며 최댓값은 최솟값 이었다2.36 5.00 1.00 . 

하위요인의 경우 이질감 평균 점 최댓값 최솟값 문화충격 평균 2.08 , 5.00 1.00, 

점 최댓값 최솟값 이었고 차별 평균 점 최댓값 최솟값2.31 , 5.00 1.00 2.32 , 5.00  

주변화 평균 점 최댓값 최솟값 향수 평균 점 최댓값1.00, 2.27 , 5.00, 1.00, 2.92  

최솟값 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평균 점수는 점으로 최댓값 5.00 1.00 . 2.28

최솟값 이었다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 부족 평균 점 최댓값 4.28 1.00 . 2.55 , 5.00 

최솟값 자신감 부족 평균 점 최댓값 최솟값 이었다 중요한1.00, 2.32 , 5.00 1.00 .  

타인과의 갈등 평균은 점 최댓값 최솟값 직업정보의 부족 평균 2.35 4.20 1.00, 

점 최댓값 최솟값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평균 점 최댓값 2.42 , 5.00 1.00, 2.46 , 

최솟값 경제적 어려움 평균 점 최댓값 최솟값 성역할4.25 1.00 2.50 , 5.00 1.00,  

갈등 남학생 평균 점 최댓값 최솟값 ( ) 2.63 , 5.00 성역할 갈등 여학생 평균1.00, ( )  

점 최댓값 최솟값 이었다 사회적1.77 3.60 1.00 . 지지의 평균 점수는 점으로  3.69

최댓값 최솟값 이었으며 하위요인 중 4.94 2.00 또래지지 평균 점 최댓값 3.67 , 

최솟값 교사지지 평균 점 최댓값5.00 1.50, 3.71 최솟값 으로 나타났다 5.00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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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 1.00 5.00 2.36 0.79
이질감 1.00 5.00 2.08 0.88
문화충격 1.00 5.00 2.31 0.97
차별 1.00 5.00 2.32 0.99
주변화 1.00 5.00 2.27 0.91
향수 1.00 5.00 2.92 1.11

진로장벽

전체 1.00 4.28 2.28 0.74
자기이해 부족 1.00 5.00 2.55 1.06
자신감 부족 1.00 4.40 2.32 0.87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00 4.20 2.35 0.81
직업정보의 부족 1.00 5.00 2.42 1.04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00 4.25 2.46 0.96
경제적 어려움 1.00 5.00 2.50 0.99

성역할 갈등남자( ) 1.00 5.00 2.63 1.13
성역할 갈등여자( ) 1.00 3.60 1.77 0.77

시회적 지지

전체 2.00 4.94 3.69 0.54
또래지지 1.50 5.00 3.67 0.70
교사지지 2.50 5.00 3.71 0.55

진로정체감

전체 1.00 5.00 3.12 0.94
자신의 이해 1.00 5.00 3.20 1.01

직업정보의 이해 1.00 5.00 2.92 0.98
능력 자신감· 1.00 5.00 3.47 1.00

표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량                              < -1> Ⅳ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 

진로장벽 및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및 사회적 , , 

지지의 평균 차이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인식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의 등분산검정의 유의확률 값 이 보다 클 t . Leven (p ) .05

경우 등분산을 가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진로정체감 전체의 유의확률은 

로 등분산을 충족하였으며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859 ,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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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해의 유의확률은 직업정보의 이해의 유의.972, 확률은 .887, 능력 자신감의·  

유의확률은 으로 하위요인 모두 등분산 가정을 .740 충족하였으나 성별 간 유의미한 , 

차이가 없었다. 

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정체감 전체
남학생 31 2.97 0.93

-1.131
여학생 53 3.21 0.95

자신의 이해
남학생 31 3.03 1.01

-1.179
여학생 53 3.30 1.00

직업정보의 이해
남학생 31 2.74 0.96

-1.253
여학생 53 3.02 0.98

능력 자신감·
남학생 31 3.45 0.93

-0.130
여학생 53 3.48 1.04

표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2> Ⅳ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t , 

.872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의 경우 이질감 문화충격 차별 , .663, .469, 

주변화 향수 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878, .636, .424 . 검증  

결과 성별 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
남학생 31 2.35 0.81

-0.138
여학생 53 2.37 0.78

이질감
남학생 31 2.07 0.93

-0.061
여학생 53 2.08 0.86

문화충격
남학생 31 2.24 1.04

-0.554
여학생 53 2.36 0.93

차별
남학생 31 2.45 1.00

0.918
여학생 53 2.25 0.99

주변화
남학생 31 2.34 0.94

0.537
여학생 53 2.23 0.91

향수
남학생 31 2.72 1.14

-1.240
여학생 53 3.03 1.09

표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3>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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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 전체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t , .143 하위요인, 

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107, .459,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 .965, .719, .284, .540

으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이 , 

인식한 진로장벽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p<.0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 성역할 갈등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p<.001) .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성역할 갈등 높게 겪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장벽

전체
남학생 31 2.54 0.82

2.524*
여학생 53 2.13 0.65

자기이해 부족
남학생 31 2.80 1.22

1.683
여학생 53 2.40 0.93

자신감 부족
남학생 31 2.22 0.95

-.824
여학생 53 2.38 0.82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남학생 31 2.38 0.81
.304

여학생 53 2.32 0.82

직업정보의 부족
남학생 31 2.65 1.07

1.605
여학생 53 2.28 1.01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남학생 31 2.76 1.02
2.235*

여학생 53 2.28 0.89

경제적 어려움
남학생 31 2.54 1.07

.237
여학생 53 2.48 0.95

성역할 갈등
남학생 31 2.63 1.13

3.742***
여학생 53 1.77 0.78

주) *p<.05, ***p<.001

표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4> Ⅳ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 전체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t , .955,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또래지지 교사지지 로 등분산 가정을 .357, .544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검증결과 성별에. ,  따라서 사회적 지지 인식 수준과  

또래지지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p<0.5) . , 

지지와 또래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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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사회적지지

전체
남학생 31 3.51 0.53

-2.423*
여학생 53 3.80 0.52

또래지지
남학생 31 3.46 0.75

-2.147*
여학생 53 3.80 0.65

교사지지
남학생 31 3.56 0.48

-1.967
여학생 53 3.79 0.56

주) *p<.05

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5> Ⅳ

나.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및 , ,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탈북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인식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전체t . 

유의확률은 로 등분산을 충족하고 있으며.139 ,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 로 확인되었다 또한 .095, .222, · .742 . 

탈북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정체감 전체
일반 고등학교 18 3.12 0.80

.011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12 0.98

자신의 이해
일반 고등학교 18 3.25 0.86

.24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19 1.05

직업정보의 이해
일반 고등학교 18 2.90 0.87

-.09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92 1.01

능력 자신감·
일반 고등학교 18 3.39 0.93

-.389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49 1.02

표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6> Ⅳ

탈북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t . 

전체 유의확률은 로 등분산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하위요인별 .902 ,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 이질감 문화충격 차별 주변화 향수 이었고.861, .617, .524, .676, .163 , 

탈북 고등학생의 재학 학교의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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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일반 고등학교 18 2.16 0.79

-1.238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42 0.78

이질감
일반 고등학교 18 1.88 0.88

-1.11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14 0.88

문화충격
일반 고등학교 18 2.22 1.07

-.449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34 0.95

차별
일반 고등학교 18 2.11 1.11

-1.014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38 0.96

주변화
일반 고등학교 18 1.91 0.88

-1.950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37 0.90

향수
일반 고등학교 18 2.78 0.85

-.595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95 1.18

표 학교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7> Ⅳ

탈북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에 따라 진로장벽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 전체 유의확률은 t . 

로서 등분산을 충족하였으며 하위요인별 .848 ,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305, .521, .473, .656,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 성역할 갈등 남자 성역할 .391, .538, ( ) .749, 

갈등 여자 였다( ) .339 . 탈북 고등학생의 재학 학교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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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일반 고등학교 18 2.16 0.78

-.81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32 0.73

자기이해 부족
일반 고등학교 18 2.40 0.98

-.654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59 1.08

자신감 부족
일반 고등학교 18 2.29 0.91

-.179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33 0.8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일반 고등학교 18 2.02 0.78
-1.938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43 0.80

직업정보의 부족
일반 고등학교 18 2.08 0.98

-1.542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51 1.0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일반 고등학교 18 2.39 0.90
-.344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48 0.98

경제적 어려움
일반 고등학교 18 2.50 1.13

-.019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51 0.96

성역할 갈등남자( )
일반 고등학교 18 2.28 1.14

-1.021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75 1.13

성역할 갈등여자( )
일반 고등학교 18 1.66 0.86

-.483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1.79 0.75

표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8> Ⅳ

탈북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t , 

전체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796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또래지지  

교사지지 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검증결과.944, .849 . , 

탈북 고등학생 재학 학교의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일반 고등학교 18 3.77 0.55

.745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67 0.54

또래지지
일반 고등학교 18 3.81 0.67

.895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64 0.71

교사지지
일반 고등학교 18 3.74 0.58

.31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70 0.54

표 학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9>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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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 ,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탈북 고등학생의 가족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인식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전체t . 유의확률은 

로 등분산을 충족하였으며.302 , 하위요인에 따른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 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의 .462, .248, · .191 . 

동거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정체감 전체
가족 동거 65 309 0.98

-.468
무연고 19 3.21 0.83

자신의 이해
가족 동거 65 3.17 1.04

-.592
무연고 19 3.32 0.91

직업정보의 이해
가족 동거 65 2.91 1.01

-.192
무연고 19 2.95 0.90

능력 자신감·
가족 동거 65 3.44 1.03

-.539
무연고 19 3.58 0.90

표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10> Ⅳ

탈북 고등학생의 가족 동거 여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t . 하위

요인에 따른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이질감 문화충격 주변화 로  .107, .802, .852

확인되었으며, 하위요인 중 향수의 경우 무연고인 탈북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탈북 고등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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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가족 동거 65 2.31 0.84

-1.182
무연고 19 2.55 0.53

이질감
가족 동거 65 2.06 0.93

-.434
무연고 19 2.16 0.71

문화충격
가족 동거 65 2.31 0.99

-.012
무연고 19 2.32 0.91

차별
가족 동거 65 2.30 1.06

-.500
무연고 19 2.40 0.73

주변화
가족 동거 65 2.22 0.92

-1.085
무연고 19 2.47 0.90

향수
가족 동거 65 2.74 1.11

-3.193**
무연고 19 3.53 0.89

주) *p<.01

표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11> Ⅳ

탈북 고등학생의 가족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장벽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의t .  하위요인에 따른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자신의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82, .053, 

직업조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 성 .104, .308, .540, .268, 

역할 갈등 여학생 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의 동거 여부( ) .578 . 에 따른 탈북 고등

학생의 진로장벽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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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가족 동거 65 2.29 0.76

.050
무연고 19 2.28 0.70

자기이해 부족
가족 동거 65 2.58 1.08

.0468
무연고 19 2.45 1.01

자신감 부족
가족 동거 65 2.28 0.92

-.869
무연고 19 2.47 0.63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가족 동거 65 2.28 0.86
-1.437

무연고 19 2.58 0.60

직업정보의 부족
가족 동거 65 2.40 1.00

-.332
무연고 19 2.49 1.2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족 동거 65 2.47 0.97
.258

무연고 19 2.41 0.95

경제적 어려움
가족 동거 65 2.50 1.04

-.024
무연고 19 2.51 0.83

성역할 갈등남자( )
가족 동거 65 2.53 0.98

-.715
무연고 19 3.25 1.97

성역할 갈등여자( )
가족 동거 65 1.75 0.76

-.201
무연고 19 1.80 0.80

표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장벽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12> Ⅳ

탈북 고등학생의 가족 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t . 하위요인에 따른 등분산 검정 유의

확률은 또래지지 교사지지 로 확인되었다 탈북 고등학생의 가족 .815, .115 . 의 동거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가족 동거 65 3.69 0.56

.030
무연고 19 3.69 0.46

또래지지
가족 동거 65 3.71 0.70

.903
무연고 19 3.55 0.72

교사지지
가족 동거 65 3.67 0.57

-1.111
무연고 19 3.83 0.46

표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13>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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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 

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관계, 

가.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다음의 표 와 같이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정체감과 독립변인인 < -14> , Ⅳ

진로장벽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 , 

나타났다 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Davis(1971) ,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과 매우 높은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문(r=-.754, p<.01) 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과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482, 

p 사회적 지지의 경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01). (r=.298, p<.01).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r=.699, p<.01) , (r=-.317, 

p 을 보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역시 사회적 지지와 <.01) .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또한 각 변인의 하위요인(r=-.348, p<.01) . 

별 상관관계는 다음 표 와 같다< -15> . Ⅳ

변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1. 진로정체감 3.12 0.94 1

문화적응 스트레스2. 2.36 0.79 -.482** 1

진로장벽3. 2.28 0.74 -.754** .699** 1

사회적 지지4. 3.69 0.54 .298** -.348** -.317** 1

주) **p<.01

표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4>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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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2 .891** 1

3 .725** .710** 1

4 -.435** -.381** -.488** 1

5 -.411** -.322** -.480** .779** 1

6 -.575** -.536** -.626** .761** .647** 1

7 -.462** -.423** -.505** .625** .643** .632** 1

8 -.040 -.054 -.274* .394** .439** .406** .440** 1

9 -.861** -.780** -.691** .490** .505** .591** .532** .068 1

10 -.606** -.620** -.604** .633** .657** .717** .692** .280** .705** 1

11 -.498** -.457** -.424** .585** .513** .546** .536** .102 .589** .670** 1

12 -.710** -.618** -.551** .490** .499** .532** .592** .131 .788** .597** .538** 1

13 -.673** -.676** -.583** .510** .475** .498** .556** .179 .773** .670** .640** .781** 1

14 -.398** -.401** -.444** .401** .554** .393** .447** .259* .444** .563** .603** .456** .530** 1

15 -.738** -.708** -.652** .657** .643** .686** .661** .219* .840** .824** .838** .808** .867** .683** 1

16 .248* .145 .344** -.168 -.132 -.280** -.238* -.238* -.260* -.215* -.108 -.262* -.131 -.150 -.209 1

17 .302** .204 .425** -.384** -.285** -.465** -.426** -.426** -.340** -.366** -.263* -.275* -.271* -.193 -.371** .475** 1

주) *p<.05, **p<.01

주 자신의 이해 직업정보의 이해 능력 자신감 이질감 문화충격 차별 주변화 향수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중요한 타인과)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11=
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 성역할 갈등 또래지지 교사지지 , 12= , 13= , 14= , 15= , 16= , 17=

표 연구변인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5>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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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 간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 , 

회귀계수를 설명하는데 오류를 범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독립. 

변인 간에 상관을 전제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관은 존재할 수 없으나 상관이 , 

완전하게 일치한 변인을 통해서는 역행렬을 구할 수 없고 상관이 높을 때 신뢰, 

할 수 없는 역행렬이 산출되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다중공선성을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양병화 최동선 은 다중공선성이 지나( , 2006). (2003)

치게 높은 경우 개별 변인의 변량 해석이 모호해져 회귀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 

무의미해지고 표본 사례 수의 변화와 같은 자료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커다란 

표준오차를 갖게 되며 변인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큰 ,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차한계 와 분산, (tolerance)

팽창지수 를 활용하는데 공차한계가 에 가까울수록 분산팽창지수가 을 (VIF) 0 , 10

넘어갈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선근 다음의 ( , 2017). 

표< 과 같이 공차한계가 분산팽창지수가 로  -16> .493~.868, 1.152~2.028Ⅳ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독립변인간 상관관계가 다중공선성을 유발하는 수준이 , 

아님을 의미한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493 2.028

진로장벽 .505 1.982

사회적 지지 .868 1.152

표 다중공선성 진단< -16>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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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및 , 

사회적 지지의 영향관계 

탈북 고등학생이 인식한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독립변인으로 설정, 

하여 종속변인인 진로정체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 < -17>Ⅳ

과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값은  , , F 54.240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설명량은 (p<.001) . .573

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투입함으로써 설명량은 증가하였다.562 .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고.089 , 

진로장벽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816 (p<.001)

나타났다. 

변인

진로정체감

모형1

β t

독립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089 .873

진로장벽 -.816*** -8.028***

R² .573

R²∆ .562***

F 54.240

주) ***p<.001

표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진로장벽의 회귀분석 결과< -17>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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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를 활용하여 검정을 실시하였다PROCESS model 4 . 

다음의 표 과 같이 진로장벽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문화< -18> , Ⅳ 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611,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문화적응 스트p<.05). 레스가 진로

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매개( =.1063, p= .3855), β 변인인 진로

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350, β

p<.05). 

변인

종속변인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coeff LLCI ULCI coeff LLCI ULCI

독립
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6611* .5127 .8096 .1063 -.1361 .3488

매개
변인

진로장벽 - - - -1.0350* -1.2915 -.7785

  R²∆ .4892* .5725*

F 78.5402 54.2403

주) *p<.05

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 -18> Ⅳ
분석결과(Model 4)

다음의 표 과 같이 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에 입각한 직접효과< -19> 10,000Ⅳ

는 으로 나타났고 직접효과의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c ) .1063 , ′ 을  0

포함하여(-.1361~.3488)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의 부 . 10,000

트스트랩 표본에 입각한 간접효과 는 이었으며 편의수정 부트스트랩(ab) -.6843 ,  

신뢰구간 에 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9770~.4514) 0 . 

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의 분석 결과를 볼 때 진로장벽과 문화적응 , ,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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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직접효과
(LLCI, ULCI)

간접효과
(LLCI, ULCI)

총효과
(LLCI, ULCI)

문화적응 스트레스
.1063

(-.1361, .3488)
-.6843*

(-.9770, -.4514) 
-.5780*

(-.8087, -.3472)

주) *p<.05

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직접효과< -19> , Ⅳ
간접효과 및 총효과와 유의수준

그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1]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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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 ,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의 을 활용SPSS PROCESS model 8

하여 부트스래핑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과 같이 진로장벽과 문화적응 . < -20> , Ⅳ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이 진로장벽인 모형 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계수는 이었고 1 , .6168

값은 값은 로 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LLCI .4479 ULCI .7856 0

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 계수는 로 나타났고 값은 . -.1498 LLCI -.4093, UL

값은 로 나타나 을 포함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CI .1097 0 . 

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으로 나타났고 -.0835 LLCI 

값은 값은 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648, ULCI .1978 .

종속변인이 진로정체감인 모형 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계수는 로 2 , .1971

나타났고 값 값은 로 나타나 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LLCI .0481, ULCI .4422 0–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계수는 로 나타났고 값은 . .3051 LLCI .0103, 

값은 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ULCI .5999 .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로 나타났으며 값이 .3962 , LLCI .0785, 

U 값 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LCI .7138 . 장벽의 계수는 

-. 로 나타났고 값은 값은 로 확인되었으며9997 LLCI 1.2504, ULCI -.7491 , –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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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모형 진로장벽1: 모형 진로정체감2: 

coeff LLCI ULCI coeff LLCI ULCI

독립
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6168* .4479 .7856 .1971 -.0481 .4422

사회적 지지 -.1498 -.4093 .1097 .3051* .0103 .5999

문화적응 
스트레스 x 
사회적 지지

-.0835 -.3648 .1978 .3962* .0785 .7138

진로장벽 -.9997* -1.2504 -.7491

R .7054 .7802

  R²∆ .4976* .6087*

F 26.4081 30.7187

주) *p<.05

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 -20> Ⅳ
진로장벽의 매개효과(Model 8)

다음의 표 과 같이 < -21>Ⅳ 조절된 매개효과지수는 로서 조절된 매개.0835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일 때 간접효과가 로 나타났으며 값 1SD(-.5369) , -.6664 LLCI–

.9862 ULCI– 값 로 을 포함하지 않아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3721 0–

나타났다 사. 회적 지지가 평균일 때는 간접효과가 로 나타났으며 값 -.6616 LLCI

및 .8984 UL– 값 로 을 포함하지 않아 사회적 지지가 평균 수준의 집CI .3433 0–

단에서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 , +1SD(.5369)

때 간접효과는 로 나타났으며 값 값 으로 을 -.5718 LLCI .9075, ULCI .1530 0– –

포함하지 않아 사회적 지지가 평균보다 표준편차 높은 수준의 집단에서 조건부  1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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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조절변수의 평균값과 의 조건부 간접효과± 1SD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5369) -.6614* .1552 -.9862 -.3721

Mean(.0000) -6616.* .1391 -.8984 -.3433

+1SD(.5369) -.5718* .1899 -.9075 -.1530

조절된 매개효과지수 .0835 .1927 -.2334 .5243

주) *p<.05

표 사회적 지지에 의한 조건부 간접효과의 계수 및 유의수준< -21> Ⅳ

그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해[ -2] Ⅳ
조절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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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회적 지지의 크기에 따른 진로정체감에 대한 [ -3] Ⅳ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건부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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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탈북 고등학생의 진. 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 ·문화적 요인의 영향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과 진로정체감 발달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 

같다.

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및 , , 

진로정체감의 수준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이 연구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 , 

및 진로정체감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진로정체감의 평균 점수는 점으로 확. 3.12

인되었으며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는 점 직업정보의 이해 점 능력3.20 , 2.92 , ·

자신감 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점이었으며 3.47 . 2.36

하위요인인 이질감 점 문화충격 점 차별 점 주변화 점 향수2.08 , 2.31 , 2.32 , 2.27 ,  

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평균 점수는 점으로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2.92 . 2.28

부족 점 자신감 부족 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점 직업정보의 2.55 , 2.32 , 2.35 , 

부족 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점 경제적 어려움 점 성역할 갈등2.42 , 2.46 , 2.50 , 

남학생( ) 점 성역할 갈등 여학생 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2.63 , ( ) 1.77 . 

평균 점수는 점으로 하위요인인 또래지지 점 교사지지 점으로 나타 3.69 3.67 , 3.71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 논의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탈북 고등. , 

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정체감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능력, ·자신감 점 자신의 이해는3.47 ,  

점이었으나 직업정보의 이해는 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3.18 , 2.92 . 

이러한 결과는 탈북 청소년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 104 -

북한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것과 장기간의 , 

탈북 과정으로 인한 오랜 학습 공백 남, ·북한의 상이한 대학입시제도 등으로 인해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개발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박세훈 조정아 좌동훈 외( , 2009, , 2005; , 

2016).

둘째 탈북 고등학생이 자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점으로 다소 낮은 , 2.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이질감 . 

점 문화충격 점 차별 점 주변화 점 향수 점으로 나타2.08 , 2.31 , 2.32 , 2.27 , 2.92

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 청소년들이 탈북 이후 제 국 또는 한국 생활에 도전. 3

하는 도전정신 탈북 과정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면서 남한 사회에 ,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적응하려는 자세로 인해 위기대처관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키려 한다는 점 남한으로 . , 

이동이라는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큰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좌동훈 외( , 2016).

다만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과 느끼는 향수는 평균 점으로서 친부모나 , 3.53 ,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경우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 

외로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전우택 최명선 외( , 2000; , 2006).

셋째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평균 점수는 점으로 하위요인인 , 2.28

자기이해 부족 점 자신감 부족 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점2.55 , 2.32 , 2.35 , 

직업정보의 부족 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점 경제적 어려움 점2.42 , 2.46 , 2.50 , 

성역할 갈등 남학생 점 성역할 갈등 여학생 점으로 나타났다 남학( ) 2.63 , ( ) 1.77 . 

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의 가부장제 성격이 강한 북한 김석향 외( , 2019 이나영; , 

2012 에서 배우고 익혔던 사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북한에서의 성역할은 사회제도 등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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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달리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성격과 행동 몸가짐 태도 개인의 사적 부분에 , , 

있어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보인다 정진경( , 2002 이러한 결과는 북한 사회의 ).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기인한 남녀의 차별적 성향으로 인해 탈북 청소년들의 성

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좌동훈 외( , 2016).

넷째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평균 점수는 점으로 나타, 3.69

났으며 하위요인 또래지지 점 교사지지 점으로서 다른 관찰변인보다 3.67 , 3.71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또래.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고등학생 재학 학교의 유형 및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영향, 

관계

연구문제 에 따라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의 2 , ,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 ,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 

미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 =-.816, P<.001). β

분석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힌 선행연구 어욘치맥 와 다른 결과이다( , 2018) .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탐구한 어욘치맥 의 연구 (2018)

대상은 한국인과 재혼한 가정 중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 몽골인 근로자 , 

부모의 자녀 중 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학령기에 한국으로 입국한 자녀들 중 

연구에 동의한 만 세의 몽골 이주배경 청소년이었다 탈북 고등학생과 몽골13~24 .  

이주배경 청소년은 모두 학령기의 이주 라는 측면에서 유사점을 갖지만 탈북 ‘ ’ , 

고등학생의 경우 남한과 같은 언어와 문자 역사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지니고 , ·

있으며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운영 일반학교 내 탈북교사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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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한 학교적응 지원 각종 종교, ·NGO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

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친 것은 선행연구 김, (

경미 외 박은선 박혜훈 심효주 이순영 를 지지하는, 2014; , , 2019; , 2017; , 2007)  

결과이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방해하는 요인인 진로장벽을 낮게 . 

인식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고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적어 진로정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  

진로준비 행동수준이나 진로발달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 김민정( , 2016; 

박은선 박혜훈, , 2019; 유수복 와 일치한다, 2013) . 

다.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

장벽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종속변인을 진로정체감으로 설정하3

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진로장벽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 , 

분석을 실시하였다 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PROCESS macro model 4 ,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한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남한 사회에서의 진로장벽을 

더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진로정체감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느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나 진로정체감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은영 박은선 박혜훈, 2001; , , 2019; 손은령, 2001; 

손은령, 손진희 전연숙 강혜영, 2005;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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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종속변인을 진로정체감으로 설정하4

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진로장벽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후  , ,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 . PROCESS macro

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model 8 , 진로장벽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 문화적응 스트

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한 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결과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진로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관계, ·심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탈북 고등학생이 진로장벽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 고등학생의 경우 탈북 이후 남한으로 . ,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제 국에서의 강제3

북송 및 구타 수용소 수감 현장사살로 인한 가족해체와 를 겪게 된다, , PTSD . 

따라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더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 

지지가 이러한 탈북 고등학생이 갖는 특수한 맥락에서 비롯되는 문화적응 스트

레스와 진로장벽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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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 , , 

을 파악하였으며 성별 및 재학 학교 유형에 따라 변인별 수준 차이가 있는지 , 

검증하였다 둘째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 , , , 

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 , ,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출생 고등학생이다 한국. 

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년 월 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2021 9 29

의하면 년 월 기준 총 명의 북한 출생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2021 4 355 , 

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 명의 북한 출생 학생들이 탈북청소년 대안91

학교의 고등학생 학급에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어 국내 탈북 고등학생의 수는 , 

명으로 추산된다446 . 

중다회귀분석 활용 시 적정 사례 수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으나 박원우 외, 

와 (2010) Tabachnick & Fidell(2007 은 측정) 변인과 사례 수의 비율을 약 1:20

으로 권장하였다 또한 . 독립변인 수를 적정 사례로 50+8 X Babara & Linda(2001) 

및 의Keith(2019) 제안과  관찰변인과 전체 사례 수의 비율이 수준으로 되1:15 

어야 예측 변수의 검증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 주장에 근거하여 Stevens(2009)

볼 때 최소 개, 60 이상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을 통해 . G*Power3.1  

예측한 결과,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유의수준 검정력 예측(0.15), 0.05, 0.85, 

변인 개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적정 표집수를 계산하였을 때 명의 표본이 2 , 76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명 이상을 표집크기로 설정하였다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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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탈북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타당도와 ,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어 예비조사 없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에서 나타난 진로정체감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61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 .923, .955, 

으로 나타났다.876 .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2021 9 15 11 3

를 통해 이루어졌고 총 부를 회수하였다 부 중에서 연구 대상자가 아닌 , 85 . 85

대학생이 설문한 부를 제외하고 총 부의 설문을 활용하여 최종분석을 진행1 84

했다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인. Window SPSS 26.0 . 

들의 일반적 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문제 에 따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 진로1 , , 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성별 재학 학교 유형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차, , 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 , t . 에 따라2 ,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에 따라 탈북 고등학생의. 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PROCESS macro .  에 따라4 , 

탈북 고등학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PROCESS macro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중 , , , 

진로정체감의 평균 점수는 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는 3.12

점 직업정보의 이해 점 능력 자신감 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3.20 , 2.92 , 3.47 .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점이며 하위요인인 이질감 점 문화충격 점2.36 2.08 , 2.31 , 

차별 점 주변화 점 향수 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평균 점수는2.32 , 2.27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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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부족 점 자신감 부족 점 중요한 타인2.28 2.55 , 2.32 , 

과의 갈등 점 직업정보의 부족 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2.35 , 2.42 , 2. 점 경46 , 

제적 어려움 점 성역할 갈등 남학생 점 성역할 갈등 여학생2.50 , ( ) 2.63 , ( ) 점1.77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 점수는 점으로 하위요인 또래지지 점. 3.69 3.67 , 

교사지지 점으로 나타났다3.71 .

다음으로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가 성별 및  , , 

재학 학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t .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남학생 대비 여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 

나타났다. 

연구문제 를 구명하기 위해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2 ,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의 종속, . 

변인인 진로정체감과 독립변인인 진로장벽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 , 모

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제시한 효과크기. Davis(1971)  

기준에 따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과 매우 높은 부적 상관, 

관계 를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과 중간의 (r=-.754, p<.01) ,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낮은 정도의(r=-.482, p<.01).  상관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은 문화(r=.298, p<.01). 적응 

스트레스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r=.699, p<.01) ,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 을 보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 문화적응 스트(r=-.317, p<.01) . 

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중간정도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r=-.348, p<.01) .

다음으로 설정된 변인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다중공선성 진단을 하였고 그 결과 독립. , 

변인 간 상관관계가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킬 정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진로장벽만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을 구명하기 위해 를 활용하여 분석을 3 , PROCESS macro mod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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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 ,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인을 진로장벽으로 설정한 결과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를 구명하기 위해 을 활용하여 탈북 4 PROCESS macro model 8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장벽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한 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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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그 관계를 구명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탈북 고등학생이 새로운 터전인 남한사회

에서 느끼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진로장벽이 높다는 것과 이것이 , 

진로정체감 발달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둘째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교사 및 또래가 제공하는 관계 심리적 차원 , ·

지지의 성격이 강했으나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 

장벽을 완화시켜주지 않았다 이것은 탈북 고등학생들이 그만큼 . 문화적응 스트

레스와 이로 인한 진로장벽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며, 관계·심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탈북 고등학생 중 , 남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기인한 , 

남녀의 차별적 성향으로 인해 탈북청소년들의 성인지가 낮게 나타나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중 자기이해 및 직업정보의 부족이 비교적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탈북과정으로 인한 학습공백과 자신의 .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에의 노출 등으로 겪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 북한과,  

이질적인 사회 문화체제에서의 혼란 등으로 기인하는 탈북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학생들 대비 향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관심의 결여로 사회문화적 일탈이나 학업중단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배제, , 

소외감 및 낙오 무능력감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동용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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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호 최성숙2019; , 2001; , 2003), 전술한 일탈적 측면의 문제점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제언

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탈북 고등, 학생을 포함한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로검사 

도구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제외. 

하고 탈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가 부재하여 탈북청소년과 유사한 , 

특성과 배경을 지닌 이주배경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의 경우 탈북 고등학생의 고유한 특성을 측정하기에 .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탈북청소년의 진로 관련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중국 등 제 국 출생의 탈북 배경 청소년과의 , 3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탈북여성이 제 국에서 출산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3

제 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3 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출생 

학생 수를 초월하고 있다 오인수 노은희( , , 2020 또한 이들이 북한 출생 청소년과).  

매우 다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분리하지 않은 채 수행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두 . 

집단 간 진로 발달에 있어 차이점을 분석하여 세분화된 지원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 ,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연구만을 실시하여 탈북 .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있어 문화적응 과정과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가 ,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통하여 . 

사회문화적 및 심리적 요소와 어떠한 현실적인 진로장벽이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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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천적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도출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로장벽 요소에 . , 

대해 탐색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 및 물질적, 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탈북 고등학생 대상 진로교육. ,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생들이 지각하는 환경적심리적 진로장벽을 파악하고 이를 낮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인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와 또래의, 관계 심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탈북 고등학생들의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완화시키지 못한 점에서 볼 때, 단순한 심리적 

차원의 지지를 넘어 탈북 고등학생에게 특화된 진로 직업교육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과 다른 남한 사회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인지를 함, , 

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남녀평등 사회를 표방하지만 전통적인 . , 

가부장적인 사회이며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성격과 행동 몸가짐 태도 등 개인, 

의 사적인 부분에 있어 성차별적인 가치관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향후 . 

탈북 고등학생이 건전하고 남녀평등 민주주의에 입각한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성인지를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결과와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자기이해 . 

및 직업정보의 부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기반으로 볼 때, 이질적인 

정치 사회 문화 체제에 편입된 탈북 고등학생이 자기 자신과 남한 사회의   다양한 

직업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의 사회적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무연고 입국 탈북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 

와 관심의 결여로 학업중단 사회부적응 소외감 및 낙오 무능력감 우울증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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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다 동용국 장창호 최성숙( , 2019; , 2001; , 2003).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 

스트레스가 낮고 가족과 친구 등 비공식적인 지지의 크기가 탈북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소래( , 1997; 

박진숙 윤인진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들의 정서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 , 2007) 

관리방안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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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본 조사 질문지1【 】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의 지원과 친구의 지지 평소 느끼고 , 

있는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 남한에서 겪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인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질문지는 총 면9 이며 응답 소요 시간은 약 분 정도10 ~ 15 입니다 조사결과는 . 

통계법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으며 정해진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  작성해주신 질문지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놓치지 않고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질문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년 월2021 09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김 동 주

지도교수 정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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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과 진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현재의 진로선택을 올바르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의 나의 흥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지 몰라서 염려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6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직업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를 탐색야만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에게 있어서 진로에 관한 결심을 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임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진로에 관한 결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혼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진로선택에 관한 현재의 내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특정한 어느 한 직업이 나에게 강한 매력을 
주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163 -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3
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의 숫자를 
늘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여러 가지 생활 영역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어져 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아직 
알아내지를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서 착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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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이 남한 생활 중에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 . Ⅱ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사람들이 나를 남한 청소년과 다르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성공할 기회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한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종종 고향집이나 고향친구에 대한 꿈을 꾼다. ① ② ③ ④ ⑤

6 남한의 사고방식에 맞추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7
남한 말외래어 한자로 의사소통하려니 ( , )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8
남한 청소년과 노는 문화가 달라 끼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남한사회에 소속된 느낌이 안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피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남한의 학교 분위기나 공부 방식이 달라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4 고향 생각이 나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5 고향과 고향사람들이 그립다. ① ② ③ ④ ⑤

16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눈에 뛰지 않고 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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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 Ⅲ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녀공통).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만큼 
실력이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국어를 못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게임과 등 주위 유혹을 이기지 TV 
못해서 미래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힘든 일이 생기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이성친구가 내가 선택한 직업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의 반대나 참견으로 직업선택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선택한 직업을 친구들이 좋지 않게 
얘기하면 그 직업이 싫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선생님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하면 포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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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7
나는 직업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미래에 직업이 없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앞으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원하는 직업은 인기가 많아서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선택한 직업이 앞으로 인기가 
떨어질까봐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 고민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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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Ⅲ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남학생 추가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성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자라서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공부를 못하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168 -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2. Ⅲ

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선,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여( 학생 추가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결혼을 하면 직업을 갖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행복은 내 능력보다 미래의 남편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자라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적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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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다음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평소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지지와 관련된 질문

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생각이나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들 중에 나와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선생님은 나를 좋지 않게 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은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나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선생님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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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누락 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년은 언제입니까1. ? 년            (           )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2. ? 남                                   여① ② 

3. 하나원 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기     (           ) 

한국에 입국한 시기는4. ? 년  월(           ) (           ) 

북한에서 가장 오랫동안 5. 

거주했던 도는 어디십니까?
도(           ) 

현재 남한에서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6. ?

부모님과 형제자매 부모님 부모님 중 한 분어머니 아버지과 형제자매 ( / )① ② ③ 

형제자매 혼자 보호시설 기타  (            )④ ⑤ ⑥ ⑦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과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7. ?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 특성화 특목고 등 대안학교( , , )                         ① ②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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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career barrier, 

and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To achieve this goal, acculturative stress, career barrier, career identity, 

and social support level were verified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career barrier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identit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areer barrier of high 

school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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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identity. Third,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did not control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In addition,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

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identity.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areer barrier of high school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strong negative effect on career identity, and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identity. This means 

that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have high career 

barriers due to acculturative stress in South Korea, and shows that it is 

acting as a key fact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career identity. Second, 

social support did not alleviate the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and career 

barrier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This is 

because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feel the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and the resulting career barriers, and it shows that 

social support at the psychological level is not working effectively. Third, 

it was confirmed that mal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gender role 

conflicts than female student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adolesc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have a 

low adult status due to gender discrimination caused by North Korea's 

patriarchal culture. Fourth, the relatively high lack of self-understanding 

and job information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groups, such as confusion of self-identity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hiding their identity. Fifth, the nostalgia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to North Korea without family memb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d with their famili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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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er case, it can be predicted that they can be more easily exposed to problems 

in terms of socio-cultural deviance due to the lack of proper protection 

and interest of guardian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drawn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ool that ca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Second, a comparative study with adolescents born in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is needed. Third, qualitative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what soci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nd realistic career barriers 

affect the development of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In addition, practical suggestions derived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intervention 

and material and emotion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to explore and 

overcome various career barrier elements recognized by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Second, practical and realistic support 

such as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specialized to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should be provided. Thir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a place of adulthood through education on gender roles in 

North Korea and other South Korean society.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program that can improve one's understanding of oneself and the 

world of work. Fifth,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adapt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without 

family members and to strengthen emotional support.

                   

Ket Word: Career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Career Barrier, 

              Social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High School Students

Student Number: 2018-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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