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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과 자살생각의 계  

자존감의 조 효과*

김희진ㆍ정윤경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관

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다.  연구를 위하여 편의 표집 중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20대~60대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05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 조사대상자의 22.7%가 자살생각이

나 자살에 대한 표현, 혹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한 일반 국민의 자

살생각 비율의 약 3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둘째,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채가 있는 사

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

호할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한사

회 적응의 어려움이 클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독립변수인 사회적응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부

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함께 사회적응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서 자존감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

민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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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5년 5월 재 28,000여 명(통

일부, 2015)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남한사회에 잘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은 요한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응과 련한 연구들

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드러

나고 있다.  사회 응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경제  문제, 문화의 차

이,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언어문제, 부부 응, 심리  외상 후유

증상 등(신 정, 2000; 윤인진, 2007; 이 순·강신창·김병로·김수암·안혜

·오승렬·윤여상·이우 ·임순희·최의철, 2003; 정윤경·김희진, 2014)으

로 나타나 새 정착지인 남한에서의 응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응문제는 실 인 삶에 어려움을 주는 데에 그치

지 않고 깊은 좌 과 함께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2014

년 탈북민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조사 상 북한이탈주민의 20.9%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이 있다고 응답하 고 이는 일반 국민의 

자살 생각이 6.8%인 데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치이다(통일부·남북하나

재단, 2015). 앞서 2013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시된 조사에서는 ‘죽음에 

한 생각’을 한 이 있다는 응답이 55.2%에 달했고, 김재엽 등(2013)

의 연구에서도 조사 상 탈북여성  45.5%가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한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반에 가까운 수가 

심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살생각뿐 아니라 실제 자

살 실태(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이 0.09%로 남한 인구의 자살률인 0.03%보다 3

배 높은 수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이 취약함을 시사해 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생각 경험률이 조사에 따라 20.9~55.2%로 나타나

고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생각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심각하게 높은 수 이며 구체 인 개입이 필요한 단계

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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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자살의 측요인으로는 높은 우울, 낮은 심리  웰빙, 분

노  낮은 분노 조 능력, 낮은 사회  지지, 부정  가족 기능, 바람

직하지 않은 삶의 사건들이 제시되었고(Ponizovsky, Ritsner, & Modai, 

1999), 김민경(2011)은 사회 응의 한 방법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에 

해 바람직하지 않은 처 략을 사용하는 것이 자살생각과도 한 

련성을 보여 다고 언 하 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살생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사회

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자살에 한 생각 혹은 

극단 으로는 자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측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응과 자살생각의 계를 직 으로 다룬 연구는 아

직 없지만 외국의 난민  이민자 연구를 통해 그 련성을 엿볼 수 있

다. 미국의 질병통제 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부탄 난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생각이 있는 집단은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직업 

찾기의 어려움,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결핍, 상담서비스 근성

의 열악함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과 성공 인 정착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

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실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 남한 입국 과정에서 많은 

기 상황을 경험하 기 때문에 심리 으로 이미 취약해져 있을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응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 인 심리   

결과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요인을 탐구하여 이들의 정신건강과 안정된 

삶을 한 다각 인 개입 략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에서 응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

는 데에는 외 인 지원과 함께 개인 내 인 역량과 회복력이 요하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으로 인한 부정 인 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

하고 개인 정신건강의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자아존 감이 있다.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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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감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개념에 

한 평가  성격을 가진다.  불안정한 자기개념과 낮은 자아존 감은 

일련의 정신질환과 사회  문제행동에 요한 향을 끼치는(Mann, 

Hosman, Schaalma, & de Vries, 2004) 반면, 높은 자아존 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 으로 인식하여 극단 인 행동을 

감행할 험성이 낮다(문동규, 2011).  자아존 감은 다양한 인구집단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자살생각에 부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차순·김동환, 2013; 이여진·고정자, 2010; 황미구·김은주, 2008; 홍

동·양난미, 2013; Wild, Flisher, & Lombard, 2004), 자살생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 스  부정  요인들을 완충 혹은 보호하는 요인

(이선희· 종설, 2012; 장선희·이미애, 2010; 정미경·고기숙, 2009; 

Wilburn & Smith, 2005)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한 행 제도  지원은 경제 , 행정  측면에 집

되어 있는 반면 정신건강의 측면에서의 지원은 물론 그러한 심리  

개입의 근거나 효과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

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응문제로 인한 심리 인 부

정  향을 최소화하기 한 보호요인으로 자아존 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응과 자살생각의 계

를 먼  살펴보고, 이 두 변수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조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응의 어려움을 방

하는 기존의 제도들과 더불어 정신건강과 안정된 삶을 한 개입 방안

을 마련하는 데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

사회 응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표 의 차이가 있지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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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이 조

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워드와 네디(Ward & Kennedy, 

1999)는 새로운 이주지에서의 응을 심리  응과 사회문화  응

으로 구분하고, 이주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서 그들의 거주 기간, 문화  지식과 거리감, 언어 능력 등이 사회문화

 응에 향을 다고 설명하 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

에 해 윤여상(2002)은 ‘개인의 내 ·심리  욕구와 외  사회  환경

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 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

족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 고, 김창근(2011)은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서 사회  규범, 가치, 문화양식에 잘 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 다.  

한 장혜경과 김 란(2000)은 응이란 사회화  통합과 련된 개념

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주변 환경과 사회구조 속에 편입되어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규범  양식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 다.  아울러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을 측

정할 때 심리·정서 인 면, 가족 계  역할체계, 가족 외의 계, 그

리고 사회  지원체계와의 계  교류정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응이 여러 사회  환경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에 주목하면서, 사회 응의 향요인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역을 아

우르고 있는 장혜경과 김 란(2000)의 응의 개념을 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윤인진(2007)

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사회 응의 어려움을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경제 응, 남북 간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와 남한주민의 편견 등으로 인한 심리 응, 남한주민과의 인 계

에서 느끼는 언어·가치 ·사고방식의 차이  사회제도의 차이에 따른 

문화 응의 어려움, 사회  네트워크의 부재 등으로 인한 사회 계의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신 정(2000)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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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는 경

우 심리  응에 어려움이 크고, 탈북 여성의 경우 언어문제  남한

의 새로운 문화에 한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과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의 첫 단계로서 자기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나 

소망을 말한다(Lewinsohn, Rohde & Seeley, 1996).  빈손 등

(Lewinsohn et al., 1996)은 여러 연구자들과 임상가들의 연구를 정리하

여 자살행동을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시도(attempts), 실제 자살

(completions)에 이르는 연속 인 과정이라고 제안하 다.  홍 수

(2004)도 자살행동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

도  자살실행의 4개 단계로 구분하며, 이  자살생각은 죽음에 한 

일반 인 생각으로부터 자살을 하는 수단에 한 생각까지를 포함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자살생각은 실제 자살과 련된 행동이나 실행이 

나타나기 에 죽음  자살에 한 생각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살행동을 일련의 연속  과정으로 볼 때, 자살생각은 자살시

도나 자살 이 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재의 자살의도나 자살 험을 

잠재 으로 측할 수 있다는 에서 자살생각의 강도, 빈도, 성격에 

심을 둘 필요가 있다(Beck, Kovacs, & Weissman, 1979).  국내 여러 

선행연구들도 자살생각이 자살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구차순·김동환, 2013; 김향

수·채규만, 2014; 최인재, 2014; 황미구·김은주, 2008).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응문제와 더불어 자살에 한 사회  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2015)이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13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785명(남성 461명, 여성 1,324명)

을 상으로 실시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상자의 

20.9%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는데 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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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국민 6.8%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

을 한 주된 이유로는 경제  어려움, 신체 ·정신  질환  장애, 외로

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 가정불화, 직장문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2013년 국정감사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이 ‘죽음에 한 생각’을 한 이 있다는 응답이 55.2%이었고, 김재엽 등

(2013)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조사한 결과 탈북여성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한 이 있다는 응답자가 45.5%로 나타난 바 있다.  자살생

각뿐 아니라 실제 자살률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 통

일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남한에 거주하

고 있는 체 북한이탈주민의 0.09%로 남한 인구의 자살률인 0.03%보다 

3배 높았고, 2012년 8월 기 으로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531명 가운데 

4.2%인 22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련 선행연구에

서 자살은 일련의 과정이며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나 실제 자살로 이어진

다는 지 을 고려할 때, 발표된 자료들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자살생각 비율은 심과 개입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과 자살생각의 계에 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렵지만 일반 으로 낮은 수 의 사회 응은 자살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밝 져 있다.  국내 연구 에서는 김민경(2011)이 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  사회 응의 계를 분석한 결과, 낮은 수 의 사회

응은 높은 자살생각을 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응 이슈는 학교 응으로 나타나는데, 이정윤(2004)은 자살생

각 아동의 심리사회  특성  하나로 학교 응의 차이를 분석한 바 있

다.  이 연구에서 자살생각을 해본 이 있는 아동은 그 지 않은 아동

에 비해 교사와 교우와의 계가 좋지 않고, 학교수업에의 응이나 학

교규칙에의 응 모두에서 어려움이 드러나는 등 학교생활 응 반이 

유의하게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경우로서 외국의 난민이나 이민자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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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착지에서의 응과 자살생각의 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내 부탄 난민 연구에서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

보다 직업을 찾는 것, 미래에 한 선택, 상담서비스, 정부 지원 등이 

열악했고, 가족갈등이 증가하는 반면 가족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구조는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포니조 스키 등(Ponizovsky 

et al., 1999)은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청소년에 한 연구를 실

시하 는데,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은 그 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언

어와 련된 이민생활의 어려움, 신체  건강, 개인  성격 그리고 가

족의 문제 등이 높았다.  캐나다 이민 1~3세인 학생 연구(Kennedy,  

Parhar, Samra, & Gorzalka, 2005)에서는 연구 상자들이 자신들의 원

래 출신 문화와 친 한 경우 자살생각의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연구자들은 이에 해 은 이민자들이 문화충돌로 인한 추가 인 

압박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 다.

3) 자살생각과 자아존 감의 계

맨 등(Mann et al., 2004)은 자아존 감에 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정 인 자아존 감은 정신건강, 행복, 응, 성공, 학업성취, 질

병에서의 회복 등과 련하여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낮은 자아

존 감은 우울, 불안, 자살경향, 섭식장애, 사회  기능 하, 험 행동

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정리하 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자아존

감과 자살생각의 유의미한 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  청소년 상의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차순·김동환, 2013; 문 근·이진주·이종각·

김정민·문수백, 2013; 박병 , 2006; 이선희· 종설, 2012; 장선희·이미

애, 2010; Overholser, Adams, Lehnert, & Brinkman, 1995; Wild, 

Fisher, & Lombard, 2004).  문동규(2011)는 청소년 자살생각을 종속변

인으로 한 2000년～2010년 연구들에 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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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자살과 련된 심리 억제변인  자아존 감이 두 번째로 높은 

효과크기를 가진 변인이라고 보고하 다.  그밖에 학생 연구(이여진·

고정자, 2010; Wilburn & Smith, 2005), 군인 연구(정미경·고기숙, 2009; 

홍 동·양난미, 2013), 노인 연구(황미구·김은주, 2008) 등에서도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인구집단

에서 자아존 감과 자살생각의 련성을 볼 수 있다. 

한, 자아존 감은 자살생각에 직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

살생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  요인들을 완충 혹은 보호하는 요

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사건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자아존 감은 

스트 스 수 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이나 자살사고에 향을 미친다(이

선희· 종설, 2012; 최미례·이인혜, 2003; Orth, Robins, & Meier,  2009).  

이선희와 종설(2012)은 청소년의 학업, 가족, 외모 등의 스트 스와 

자살생각의 계에서 자존감의 역할을 조사한 결과 자존감이 자살생각

을 낮추는 완충효과가 있음을 밝혔고, 최미례와 이인혜(2003)가 성인을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스트 스가 우울을 유발하는 

계에서 자존감이 완충효과가 있음이 지지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의 하나로 캠벨 등(Campbell, Chew, & 

Scratchley, 1991)은 사건에 한 개인 인 평가는 자아존 감과 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일상 사건

을 덜 정 으로 평가하고 부정 인 사건을 더 요하게 평가하지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부정  사건들보다는 정 인 사건에 

해서 좀 더 안정되고 체 인 내  귀인을 함으로써 결과 으로 그들

의 정  자기 이미지를 강화한다고 설명하 다.  한 자아존 감은 

생활사건이 주는 에 한 인지뿐 아니라 처할 수 있는 자신의 자

원이나 능력의 평가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 감은 인

지된 을 완화하고 효과 인 처 략의 선택과 수행을 향상시킴으

로써 스트 스 사건의 향력을 완충시킬 수 있게 된다(Laza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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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man, 1984; Mann et al.,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응

문제가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아존 감이 조 효과를 가

질 것으로 측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자존감

자살생각사회적응

통제변수 :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월소득, 결혼여부, 부채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그림 1> 연구 모형

2) 측정도구

가. 사회 응

사회 응을 측정하기 하여 장혜경과 김 란(2000)이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사용한 남한사회 응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사회활

동, 인 계, 문화 응, 차별경험, 직장생활, 북한에 한 그리움, 남한

사회 소속감, 법․제도  응 등을 포함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  그 지 않다’ 0 에서부터 ‘항상 그 다’ 4 까지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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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커트 척도이다.  사회 응척도는 문항 자체가 응의 어려움의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 응의 응답 수의 합이 

높을수록 남한사회 응에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

에서 사회 응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나.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하여 할로우, 뉴콤, 벤틀러(Harlow, Newcomb, 

& Bentler, 1986)의 SIS(Suicidal Ideation Scale)을 사용하 다.  자살생각

과 자살시도를 묻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  그 지 않다’ 0 에서부터 ‘항상 그 다’ 4 까지를 부여하는 5  

리커트 척도이다.  응답 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 빈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자살생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다.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하여 로젠버그(Gray-Little, Williams &  Hancock, 

1997; Rosenberg, 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병제(1974)가 번

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문장의 의미가 조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다듬

어 사용하 다.  북한이탈주민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는 이

들의 이해 정도를 높이기 해 보다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이 척도는 자아존 에 한 정 인 문장이 5개, 자아

를 존 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  문장이 5개로 체 10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정형 문항은 정  

문항에 맞추어 역코딩하여 사용하 다.  자아존 감 합계 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의 값은 .64로 나

타났다.

라.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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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사회 응과 조 변수인 자존감 외에 자살생

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성별, 연령, 학력, 월수입, 결혼여

부, 부채유무, 주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 다(통계청, 2012; 

최윤정·박지연, 2014).

3) 조사 상자 선정  조사방법 

이 연구를 해, 편의 표집  덩이 표집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20 ~60 의 북한이탈주민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덩이 표집방법이 가지는 표집상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해, 소수 몇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되도록 

여러 소개 단계를 거쳐 다양한 사람들이 표집될 수 있도록 하 다.  사

에 북한이탈주민 상 설문조사에 한 교육을 받은 연구원과 조사

원이 소개받은 조사 상자를 방문하여 조사의 목 과 설문조사 응답 

방법, 비  보장  응답자의 권리 등에 해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동

의하는 경우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 다.  조사 기간은 2014년 4월~5

월이었고, 설문에 응답한 407명의 응답지  내용이 부실한 2부를 제외

한 405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 

에 고려 학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at Korea University)의 

차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4.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북한이탈주민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을 보면, 남성이 32.6% (132명)이었고 여성은 67.4%(273명)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과 자살생각의 계  자존감의 조 효과  21

변수 범   명 %

성별 남성  132  32.6

여성  273  67.4

연령 20 - 29   91  22.5

30 - 39  120  29.6

40 - 49  113  27.9

50 - 59   45  11.1

60 - 69   36   8.9

학력(북한) 무학   11   2.7

소학교(인민학교)   16   4.0

학교(고등 학교)  177  43.7

고등 문학교  151  37.3

학교   49  12.1

박사(석사) 이상    1    .2

가구월소득 100만원 미만  150  37.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39  34.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1  2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8   6.9

400만원 이상    7   1.7

결혼여부 기혼  295  72.8

미혼  110  27.2

부채유무 부채있음   84  20.7

부채없음  321  79.3

주  건강상태 과거와의 비교 나쁨  149  36.8

비슷함  110  27.2

좋음  146  36.1

남한사람과 비교 나쁨  188  46.4

비슷함  102  25.2

좋음  115  28.4

북한사람과 비교 나쁨  125  30.9

비슷함  112  27.7

좋음  168  41.5

<표 1> 인구사회학  특성

연령은 30 가 29.6%로 가장 많았고, 40 가 27.9%, 20 가 22.5%, 50

가 11.1%, 그리고 60 가 8.9% 다.  북한 학력을 보면, 우리의 학교

와 고등학교 과정이 합쳐진 학교(  고등 학교) 졸업이 43.7%로 가

장 많았고, 고등 문학교가 37.3%로 나타나 이 두 집단이 81.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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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리고 학은 12.1%, 박사 이상은 0.2%에 불과하 다.  가

구월소득을 보면,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37.0%) 

그들의 경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

만은 34.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6.91%, 400만원 이상이 1.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구월

소득의 평균은 144.53만원이었다.  조사 상자  기혼은 72.8%, 미혼은 

27.2% 다.  이들 응답자  부채가 있는 경우는 20.7%, 부채가 없는 경

우는 79.3% 다.  주  건강상태를 보면, 과거와 비교할 때 재 건강 

상태가 비슷하다고 답한 경우가 27.2%이었고 과거보다 나빠진 경우와 

좋아진 경우가 각각 36.8%, 36.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슷한 연령

의 남한사람과 비교할 때는 나쁘다는 의견이 46.4%로 가장 높았고, 

비슷한 연령 의 북한사람과 비교할 때는 좋다는 의견이 41.5%로 가장 

높았다.

2) 주요변인 분석 

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응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응 상황을 보면(<표 2>), 응답자의 약 

70~80%가 사회  활동, 사람들과의 , 남한사람의 편견이나 감, 

직장생활, 사회  소속감, 법․제도  응에서는 어려움을  혹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30%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언어, 향수(鄕 ), 북에 남은 사람에 한 죄책

감이  혹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각각 43%, 36%, 51%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반 이상이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이  특히 향수(鄕 ), 북에 남은 사람에 한 죄책감 

때문에 자주 혹은 항상 힘들어하는 경우는 각각 28.2%와 1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문화 응과 낮은 사회  지 로 인해 어려움

을 겪는 경우도 약 40%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 으로 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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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삶의 다양한 역에서 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12개

응 역  7개 역에서 응답자의 약 10～30%가 자주, 혹은 항상 문제

를 겪고 있어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항
 

그 지 
않다

거의 
그 지 
않다

때때로 
그 다

자주 
그 다

항상 
그 다

1) 사회  활동에 참여 못함 190(46.9)  97(24.0)  64(15.8) 28(6.9) 26(6.4)

2) 사람이 두려워  꺼림 216(53.3)  91(22.5)  71(17.5) 19(4.7)  8(2.0)

3) 언어(한자어나 외래어)의 
어려움

115(28.4)  57(14.1) 160(39.5) 52(12.8) 21(5.2)

4) 문화 응의 어려움 149(36.8)  99(24.4) 111(27.4) 37(9.1)  9(2.2)

5) 남한 사람들의 감 203(50.1) 121(29.9)  60(14.8) 19(4.7)  2(0.5)

6) 직업, 직장에 불만족 202(49.9)  95(23.5)  77(19.0) 20(4.9) 11(2.7)

7) 남한사람의 편견 220(54.3)  86(21.2)  81(20.0) 14(3.5)  4(1.0)

8) 향수(鄕 )로 인한 심리  
어려움

 87(21.5)  59(14.6) 145(35.8) 61(15.1) 53(13.1)

9) 북한 가족과 친구에 한 
죄책감

124(30.6)  83(20.5) 118(29.1) 39(9.6) 41(10.1)

10) 사회  지 가 낮다고 
느낌

143(35.3)  87(21.5) 119(29.4) 35(8.6) 21(5.2)

11) 사회 소속감 못느낌 178(44.0) 111(27.4)  78(19.3) 23(5.7) 15(3.7)

12) 법/제도  응의 어려
움

185(45.7)  95(23.5)  93(23.0) 18(4.4) 14(3.5)

명(%)

<표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응 실태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생각 실태

조사 상자의 자살생각 응답결과를 살펴보면(<표 3>), 응답자의 

16.3%가 지난 1년 간 자살에 해 생각해 보았고, 13.3%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군가에게 자살욕구에 해 말한 

경우도 13.1%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상당한 수기 생각뿐 아니라 표

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자신의 삶이 종국에는 자

살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도 10.4%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서 

더 나아가 지난 1년 간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9.9%로 북한

이탈주민 10명  1명은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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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단에서 자살생각의 비율에 비해 자살시도의 비율은 폭 감소

한다(송인한·김희진, 2010).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

살생각과 자살시도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들

의 자살생각과 표 은 실제 자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 국민에 

비해 더 클 수 있다는 을 조심스럽게 추측하며 그래서 더 세심한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3>의 하단에서는 지난 1년 

간 북한이탈주민 조사 상자의 자살생각 경험유무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생각, 자살에 한 표 , 자살시도를 포함하고 있는 자살생

각 척도의 문항  어느 하나라도 ‘조 ’ 이상 경험한 이 있는 경우는 

체 405명 에 92명으로 22.7%에 달한다.  남한 일반 국민의 자살생

각 비율 6.8%와 비교하면, 약 3배가 넘는 수치이다.  더구나, 이는 보수

으로 측정한 값으로, 자살생각 척도의 5가지 응답범주  자살 련 

경험을 ‘ ’한 이 없다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험자로 계산한

다면, 자살생각 경험 비율은 31.4%가 된다.

문항
 

그 지 
않다

거의
그 지 
않다

조
그 다

체로
그 다

항상
그 다

1) 자살에 한 생각 307(75.8) 32(7.9) 52(12.8)  12(3.0) 2(0.5)
2) 죽고 싶다는 생각 307(75.8) 44(10.9) 38(9.4)  13(3.2) 3(0.7)
3) 군가에게 자살욕구 말함 314(77.5) 38(9.4) 42(10.4)   5(1.2) 6(1.5)
4) 내 삶이 자살로 끝날 거란 생각 333(82.2) 30(7.4) 31(7.7)   8(2.0) 3(0.7)
5) 자살시도 331(81.7) 34(8.4) 29(7.2)   7(1.7) 4(1.0)
계: 자살생각 유무 자살생각무: 313(77.3) 자살생각유: 92(22.7) 

명(%)

<표 3>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생각 실태 

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 감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살펴보면(<표 4>), 조사 상자의 80% 이상 

이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 해 정 인 태도를 가

지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75% 이상은 자신이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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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일을 잘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만족한다고 응답하 다.  반면, 자
신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3.1%, 쓸모없는 사

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20% 이
상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  상당수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 가치 있는 사람   38(9.4)   51(12.6) 239(59.0)  77(19.0)

2) 좋은 성품   22(5.4)   43(10.6) 259(64.0)  81(20.0)

3) 체 으로 실패한 사람  186(45.9)  162(40.0)  48(11.9)   9(2.2)

4) 다른 사람만큼 일 잘함   38(9.4)   51(12.6) 229(56.5)  87(21.5)

5) 자랑할 게 없음  117(28.9)  154(38.0) 125(30.9)   9(2.2)

6) 자신에 한 정 인 태도   20(4.9)   48(11.9) 243(60.0)  94(23.2)

7) 자신에 만족   24(5.9)   73(18.0) 230(56.8)  78(19.3)

8) 나 자신 존  부족함   19(4.7)   56(13.8) 264(65.2)  66(16.3)

9) 쓸모없는 사람  177(43.7)  137(33.8)  76(18.8)  15(3.7)

10) 좋지 않은 사람  173(42.7)  150(37.0)  74(18.3)   8(2.0)

명(%)

<표 4>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 감 실태

3) 모형분석

가. 주요변수 간 상 계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이 에 주요 변수들 간 다 공선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주요 변수 간 상 계를 분석하 다

(<표 5>).  이 연구에서는 사회 응의 값이 높을수록 응의 수 이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 응이란 사회 응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한

다.  사회 응의 어려움과 자살생각은 피어슨 상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368로 정  상 계가 나타났고, 사회 응

의 어려움과 자존감은 피어슨 상 계수 -.411로 부  상 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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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으며, 자살생각과 자존감의 피어슨 상 계수는 -.393으로 나타나 부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상 계는 모두 유의 수 , p<.01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결과 으로 주요 변수 간 피어슨 상

계수가 값 .8 이하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

추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응 자살생각 자존감

사회 응 1

자살생각  .368** 1

자아존 감 -.411** -.393** 1

+ 사회 응의 값이 높을수록 응의 수 이 낮은 것을 의미함

** p<.01

<표 5> 주요 변수 간 상 계

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과 자살생각의 계  자아존

감의 조 효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과 두 변수 간에 

작용하는 자아존 감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계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표 6>).  먼  Model 1에서는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변수와 함께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월소득, 결혼여부, 부채

여부, 주  건강상태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Model 2에

서는 독립변수인 사회 응을 추가 으로 투입하 다.  각 변수들의 VIF 
값은 모두 3.0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Model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채유무는 자살생각에 정 으로, 
주  건강상태는 자살생각에 부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나머지 통제변수의 향력은 유의미한 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부채가 있는 사람이 부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살생각을 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Model 1의 설명력은 10.6%이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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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  p<.001에서 유의미하 다.
Model 2에서는 학력과 부채유무, 주  건강상태와 함께 독립변수

인 사회 응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표 화 회귀계수(β)를 살펴보면 학력은 

-.098, 부채유무는 .100로서 p<.05 수 에서 유의미하 고, 주  

건강상태는 -.193, 사회 응은 .309로서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지며, 부채가 있

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살생각은 어들며, 남한사회에서의 응이 어려운 사람

일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화 회귀계수의 

값을 심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 인 향력을 살펴보면, 사회

응의 향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주  건강상태, 부채유무, 학력

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사회 응을 추가 투입한 Model 2의 

경우 Model 1보다 설명력이 8.1%p 증가한 18.7%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 에서 유의미하 다.
다음으로 Model 3과 4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과 자살생각

의 계에 향을 미치는 자존감의 조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존감

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해 Model 3에서는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변

수와 함께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월소득, 결혼여부, 부채여

부, 주  건강상태와 독립변수인 사회 응, 그리고 조 변수인 자존감

을 투입하 다.  여기서 자존감을 투입함으로써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Full Model인 Model 4에서

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과 자살생각의 계에 향을 미치는 자존

감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해, Model 3에서 투입되었던 모든 변수와 

함께, 독립변수인 사회 응과 조 변수인 자존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으로 투입하 다.  사회 응과 자존감의 상호작용항을 만들 때 다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서 평균 심화(mean ce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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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 다.  각 변수들의 VIF 값은 모두 3.0 이하로 나타나 다 공

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Model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의 향은 앞서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부채가 있는 사람이 부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

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살생각을 

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독립변수와 조 변

수의 향력을 보면 남한사회 응이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 

반면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의 설명력은 24.7%이었고 이는 유의수  p<.001에서 유의미

하 다.
본 연구의 Full Model인 Model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부채유

무, 주  건강상태와 함께 독립변수인 사회 응, 조 변수인 자존감, 
그리고 사회 응과 자존감의 상호작용항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표 화 회귀계수

(β)를 살펴보면 성별은 -.104, 부채유무는 .098로서 p<.05 수 에서 

유의미하 고, 주  건강상태는 -.162, 사회 응은 .167로서 p<.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한 자존감은 -.276으로 p<.001 수
에서 유의미하 고, 사회 응과 자존감의 상호작용항은 -.146으로 

p<.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살생각이 높으며, 부채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살생각은 어들며, 남한

사회에서의 응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Full Model
에서 표 화 회귀계수의 값을 심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

인 향력을 살펴보면, 자존감의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사회 응, 주  건강상태, 사회 응과 자존감의 상호작용항, 성별, 
그리고 부채유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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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회 응과 자존감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사회 응과 자살생각의 계에서 작용하는 자존감의 조 효과가 검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사회 응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자

살생각이 증가하는데 이 양자의 계에서 자존감이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즉, 남한사회 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이라도 자존감이 높은 경우는 자살생각의 상승폭이 완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Full Model의 설명력은 26.5%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

에서 유의미하 다.  [그림 2]는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두 그

래  간 기울기의 차이를 통해 사회 응과 자살생각의 계에 작용하는 

자존감의 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존감의 평균값을 심으로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 어 사회 응과 자살생각의 계

를 그래 로 나타냈을 때,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사회 응의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자살생각이 가 른 기울기로 증가하는 데에 반해,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그 기울기가 상 으로 완만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의 어려움과 자살생각의 계에 

미치는 자존감의 조 효과

(X축: 사회 응 어려움의 평균이분, Y축: 자살생각의 평균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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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이, 그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사회 응의 부정  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남한사회 응의 어려움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생각의 정도를 측하

는 요인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의 수 에 따라 그 향력의 정

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자살생각이 자

존감의 정도에 따라 조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제언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응의 어려움이 자살생각을 유

발하는 데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 양자 계에서 

자존감이 자살생각을 완충하는 조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 다.  연

구모형의 검증에 앞서 살펴 본 주요 변수별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다양한 역 반에서 사

회 응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은 향수(鄕 ), 북에 남

은 사람에 한 죄책감, 언어문제(외래어, 한자 등)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자살생각이나 자살에 한 표 , 혹은 

자살시도를 한 이 있는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22.7%로 나타

나 남한 일반 국민의 자살생각 비율의 약 3배가 넘고 있어 상당히 심각

한 수 이라 할 수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존감 수 을 살펴

보면, 자신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쓸모없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북한이탈주민의 20~33%로 나

타나 자존감 향상을 한 개입도 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가 자살생각이 

미치는 향을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살생각이 높으며, 부채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주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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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호할수록 자살생각은 어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살생

각의 향 요인에 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최필선･민인식, 

2008; Ponizovsky et al., 1999).

둘째,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월소득, 결혼여부, 부채여부, 주  건

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 응의 어려움은 자살생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월소득, 결혼여부, 부채여부, 주  건

강상태와 독립변수인 사회 응의 어려움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존감은 

자살생각에 부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한사회

에서의 응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며, 자존감이 높을

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사회 응과 자살생각의 계에서 자존감이 조 효과를 가진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사회 응의 어려움이 자살생각에 강력한 

향력을 미치는 계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의 정도가 이 양자 

간의 계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비

롯되는 스트 스나 부정  자극 등이 자살생각에 부정 인 향을 주

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자살생각을 낮추는 완충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

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이선희· 종설, 2012; 장선희·이미애, 2010; 정

미경·고기숙, 2009; Orth et al., 2009; Wilburn & Smith, 2005).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에서 거주할 때와 국 등 제 3국을 거

치는 탈북의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충격 인 사건들

을 반복 으로 겪음으로써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매우 피폐해진 것이 

사실이다(정윤경·김희진, 2014).  그러나 그들이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

게 만드는 요소는 남한사회에도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남한사회의 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북한이탈주민

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그들 자신을 죽이는 

일을 시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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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사회는 자살에서 OECD 회원국  1 를 지키고 있는 지 오

래이며, 자살은 2012년 성인을 포함한 체 인구의 사망원인  4 , 

10 ~30 는 1 로 나타날 정도로 그 험성을 더해가고 있다(통계청, 

2013).  이러한 와 에 남한 일반주민의 자살행태보다 한층 더 심각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들을 자살문제에 한 험군으로 분류하여

야 마땅하며 이들 집단의 특성에 근거한 구체 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생각  행태에 한 연구 자료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책 마련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탈북남성에 비해 탈북여성들의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특별히 이들 여성에 해 더 세심한 개입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여성은 

북한의 식량난 이후부터 곧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실질 인 가장 

역할을 해왔다.  남한 입국 이후에도 이들 여성은 가정 경제를 책임지

고 북에 있는 가족에게 송 을 하기 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하

는 등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다(김희진, 2013; 박 선, 2005).  그러다 보

니, 실의 벽과 자주 부딪 야 했고 깊이 좌 하는 순간도 많았을 것

이다.  살기 해 죽음의 강을 넘어 탈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게 했던 남한에서 응이 힘들어 다시 죽음을 떠올리

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고통을 내면화하는 여성  특성이 가세함으로

써 자살생각을 부추겼을 수 있다.  이러한 탈북여성들을 해 남한 사

회 응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사회문화  응

을 도우며 자살생각을 다루는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로

그램 운 에 있어서도 남북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훈련된 운 자

가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탈북남성을 포함한 

체 북한이탈주민을 한 자살 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 사례

리자가 이들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별화된 서비스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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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부채 실상을 악하여 해결 가능

한 방법을 제시하며,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재정 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자살

책긴 강화기 을 활용하여 포 인 지원과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

으며, 특히 다  채무자를 상으로 한 상담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득층을 상으로 한 자 출과 폭 인 상담지원 그리고 생활복

지자  출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채정･김상우, 2013).  사회 체

으로 자살문제가 심각한 우리 역시 일반 국민을 한 재정지원 시스

템을 갖추고 북한이탈주민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에 해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이 가능

하도록 연계하고는 있지만, 이는 이들이 진정한 자립능력을 갖추는 데

에는 역부족이다.  북한이탈주민에 한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직업교

육 기회를 주는 데에 그치지 말고 이들의 경제운 에 한 실질 인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채 등에 해 법 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  건강상태와 자살생각이 유의미한 계에 있다는 것은 

이들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신체건강에 한 돌 도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난민들의 이주 기에 이들을 

한 신체건강 진단 로그램을 운 하고 건강 상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의료  개입이 이루어지는 즉각 인 의뢰 시스템(referral system)이 구

축되어 있다.  한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 으

로 가동된다.  아울러 질병에 한 이해조차 문화  토 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제로 하여 해당 문화에 한 지식이 있는 문가를 

투입하고 있다(Women's Refugee Commission, 2009).  우리도 북한이

탈주민의 만성질환에 해서도 고려하면서 재  신체건강에 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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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진단하고 그러한 건강 상의 정보를 거주지의 담당자에게 달하

여 지속 인 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의 어려움이 자살생각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응 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

는 책이 지속 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의하면,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살이의 다양한 역에서 사회 응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특히 향수(鄕 ), 북에 남은 가족에 한 죄책감, 

언어문제(외래어, 한자 등) 때문에 상 으로 더 많이 고통스러워 한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향에 한 강도 높은 그리움이나 북에 있는 

가족에 한 죄책감은 개별 이고 정서 인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 으로 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 으로 도와  

필요가 있다.  구도 신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오래 노출되었던 경험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며, 의심이 많은 특성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남한주민은 물론 같은 북한이탈주민들

과도 진정으로 신뢰하는 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고백하기도 한다(김

재엽·김희진, 2012).  장기 인 계를 지속하면서 신뢰감을 쌓으며 이

들의 정서 인 어려움에 해 변함없는 도움을  수 있는 사례 리자

가 항시 존재하는 사례 리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실하다.  한 북

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는 이유로 결혼이주 

여성보다 언어교육에 소홀하다는 지 (김재엽·김희진, 2012)을 감안하

여 남한의 언어와 억양, 그리고 간단한 생활한자와 어 등의 교육을 

상시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생각에 지 한 향을 미치는 변수

로서 자존감이 확인되었다.  자존감은 자살생각에 직 인 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사회 응과 자살생각의 계에서 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의 과정에서 필연 으로 자

아정체성, 국가정체성 등 반  역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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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입국한 이후에도 복합 이고 다 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인지, 어느 사회에 속하는지 스스로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김희진･유호열, 2014).  부당하고 폭력 인 우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아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므

로(임선아, 2014; 최장원･김희진, 2011; Vettese, Dyer, Li, & Wekerle, 

2011), 북한사회와 탈북과정에서 반복 이고 강도 높은 비난과 폭력의 

경험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은 낮을 가능성이 크다.  자존감이 낮

을 경우 자기부정이나 자기비난이 심화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인지  몰

락을 경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살생각과 시도, 그리고 실제 자살

행동의 자기 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Baumeister, 1991).  이는 

자존감의 상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 인 경로에 한 추론이다.

이러한 자존감은 일정 기간 동안 비교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한 생각과 평가를 담은 개념이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Randy, John, Moon-Ho, Chad, & Zofia, 2010).  이러한 최근 연구의 

흐름을 토 로 볼 때, 사회 응의 어려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강력한 

계에서도 자존감이 완충효과를 갖는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반가운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즉 남한사회 응의 문제 때문에 자살생각과 자

살시도를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개입을 한다

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이기 때문

이다.

인 계에서 부당하고 폭력 인 우를 반복 으로 경험하는 것이 

자존감을 감소시킨다면, 반 로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고 수용

되는 반복 인 경험은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실제로 북한

이탈주민을 상으로 자존감의 회복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가족 계

를 개선하는 로그램을 집 이고 장기 으로 실시한 결과 자기수용

의 정도가 높아지고 이와 함께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과 역경을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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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매우 정 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2013).  특

별히 남한사회의 응으로 인해 고통 받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해 이

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정 인 경

험으로 인하여 왜곡되었던 자아개념이 변화되어 정 인 자아상을 갖

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존감의 향상은 자신을 포함하는 외부 세계

를 새롭게 해석하고 진단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환경에 한 응력

을 향상시키고 자살생각, 자살시도와 같은 부 응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심리  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Lazarus & Folkman, 1984; 

Mann et al.,2004).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을 측하는 한 험요인

(Beck, 1979; Kuo, Gallo, & Tien, 2001; Ranieri, Steer, Lavrence, 

Rissmiller, Piper, & Beck, 1987; Shaffer, Garland, Gould, Fisher, & 

Trautman, 1988; Wenzel, Brown & Beck, 2009)으로 자살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은 그 지 않은 사람보다 6배

나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Kuo et al., 2001).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개입은 남한살이가 힘들어 극단 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들의 행동을 사 에 차단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응의 어려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과 자존감의 조 효과를 살펴볼 때에 사회 응의 역별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 인 향력이 어떠한지, 그 역별 계에 있

어서의 자존감의 완충효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본다면 

더 구체 인 개입방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한 이 연구

에서 자살생각과 자존감의 응답범주를 ‘  그 지 않다’, ‘그 지 않

다’, ‘조  그 다’, ‘ 체로 그 다’, ‘항상 그 다’로 제시하다 보니 ‘

 그 지 않다’와 ‘그 지 않다’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살생각이 축소 

보고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앞으로 응답범주를 좀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부채가 핵심 개념은 아니었으나, 북한

이탈주민의 부채 실태와 자살생각에 한 부채의 향을 자세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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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해서는 부채를 유무로만 측정하기보다 구체 인 부채상황을 조

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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