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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원,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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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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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 상태를 악하고 자아존 감, 사회  지원, 스트 스 처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여 향후 다문화 청소년을 한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활용되고자 시도되었

다. 이를 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악하고, 스트 스 처,
사회  지원,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 스는 

사회  지원과 자아존 감에는 음(-)의 향을 미쳤다. 하지만 스트 스 처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이 발견되지 못했다. 
이어서 분석한 스트 스 처, 사회  지원, 자아존 감은 모두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 간의 계에서 정(+)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self-esteem by grasping the adaptation state of the stress and school multi-cultural youth,
social support, and analyzed the changes that appear in response to them coping with stress. By utilizing the structural
equations for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aptation to stress and school multi-cultural youth,
in terms of coping with stress, social support, and examined the effect of adjusting the self-esteem of the parame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tress multi-cultural youth,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re affected. On
the other hand, a significant effect on coping with stress was not detected. Subsequently, to cope with the stress 
analyzed, social support, self-esteem effects of the defined parameters revealed a relationship between the adaptation
to all stresses and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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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지구 화로 인한 국제결혼  이민이 활발해짐

에 따라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환
경에서 다문화 가족에 한 지원의 문제 과 련된 

심이 증가되면서, 다문화 청소년에 한 사회 융합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하게 제

시되고 있다. 박하나[7]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로 범 를 제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한정한 이주의 배경을 가진 가정의 자녀임을 고려한다면 

다문화 청소년은 탈북 청소년  도입국 청소년까지도 

포함한 집단이라 볼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정이나 근로를 목 으로 입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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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청소년들은 서로 인종 ㆍ문화  갈등을 겪기 마

련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큰 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다문화가정

의 청소년 문제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신체 , 심
리 , 사회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 응 문제는 다

른 청소년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도입국 청소년들에 한 사회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다면 사회  갈등과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는  생애 주기과정에서 청소년기가 아

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신체 ㆍ정서

ㆍ도덕 ㆍ사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

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감수성이 민하고, 주변 환경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소년 시
기는 자기 정체성에 하여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정신 으로 불안정하기 쉬운 시기이다[1]. 왜냐 하면, 부
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 성인의 권

리와 의무를 완 히 가지지 못한 불분명한 간 인 시

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는 방황의 시기이기도 하
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실 사이에서 오
는 괴리감과 자신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문화의 이

질감과 친구들과의 교우 계에 있어서 더욱 조화를 이루

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사회  리가 더 요한데, 이는 자라온 환경의 격한 
변동으로 새로운 규범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행이 일어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 사이에

서 나타나는 괴리감 때문에 비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 기 때문에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의 리는 

요한 사회  심사이다.
청소년기에는 자아개념 역시 보다 세분화되고, 이 

역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시기이며, 한 인간으로서 행
동기 과 가치 의 정립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

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존경하는 태도인 자아존 감을 형

성하는 시기이다[2].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일반 청소
년 보다 큰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개인의 의지  가족 계, 사회  계에서 심리

ㆍ정서  지원의 정도에 따라 정 인 향을 받을 

수 있다[3].

이러한 사회  계  개인의 의지 강화에 한 요

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사회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세 를 한 한 사회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

을 수용하는 주변인들의 태도에 한 교육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의 경우 정신  건강에 취약한데, 자신의 성

장과 향후 진로에 한 고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변화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이 에는 느껴보지 못

했던 고립감과 축감 등 정서 , 심리  문제를 경험하

게 된다. 선행연구들[4,5,6]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사회ㆍ문화  문제를 포함한 복합 인 이유로 같은 

시기의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불공평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기를 강요받는 사회․

문화 인 배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분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체로 부

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신체 ㆍ

정신  변화와 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부정 인 심리  

증상이 단순히 2차 성징의 향으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계, 스트 스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고 있다. 
사회  지지는 정신건강의 필요한 일부로써, 인간

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인 자원 즉,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뜻한다[4]. 한 타인과의 계를 통해 보
살핌이나 존경, 애정 등을 느끼고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해
주는 정보로서 신체  질병을 방하는 건강 보호  효

과와 건강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스트 스의 충격을 

완화 혹은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5].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동아리 모임과 여가활동은 

인 계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부여하여 그들의 불안감

과 고독감을 감소시켜 주는 신체 ․정신 ․정보  지

지원의 역할을 한다. 정 인 사회  지지는 인 계

로부터 오는 정서  심, 로, 실질 인 도움과 이해의 

교환을 의미하며, 자신이 심과 사랑받고 있는 가치 있
는 존재로 지각하게 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친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회  지원에 따라 다

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이 어떻게 변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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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한 연구 시도는 부족하 다. 이외에도 자아
존 감과 스트 스 처에 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었

다. 몇몇 연구에서는 아동을 상으로 연구를 시도하
으며, 사회  지지나 자아존 감이 학교생활 응과 련

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이
러한 독립 변인에 한 향 정도만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매개를 하는지에 해서는 설명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스

트 스와 학교생활 응과의 계에서 자아존 감, 사회
 지원, 스트 스 처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한 측정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
을 상으로 한 연구는 향후 다문화 청소년이 올바르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 스와 학교생

활 응 상태를 악하고 자아존 감, 사회  지원, 스트
스 처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

여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 스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다문화 청소년을 한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활용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
제를 설정 하 다.

연구문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 간의 계에서 자아존 감, 사회  지원, 스트 스 

처에 따른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2. 이론적 고찰

2.1 다문화가정 청소년

2.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의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국

가나 인종을 가진 상 와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

족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란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청소년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

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한정하며, 고등학생을 상
으로 한다.

2.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 앞

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김계하[8]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언어사용으로 인한 생활

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문화  차이 역시 사회  갈등을 유발할 험이 큰 요

소이다. 국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이주한 경우, 한국
의 환경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
는 감정의 기복과 사회  향에 좌지우지되는 만큼 이

들이 한국생활  학업에 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

움을 갖게 만든다.
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는 특성 상 학업을 따라

가기 힘든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 학습에 한 이해 부
족, 사회  편견과 차별, 집단따돌림, 래  교사와의 

계 등에서 스트 스를 유발한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청소년과는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상 으로 높은 수 의 학교생

활부 응을 나타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
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부 응을 살펴본 다수

의 선행연구[10,11]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비다문화 청소
년보다 학교생활의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3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스트 스는 정신 으로 극복력이 약한 청소년에게 더

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에서도 다문화가정 청
소년들에게는 학습능력의 부진, 교사  교우와의 불만
족한 인 계, 부 한 행동과 정서표출, 우울 등의 유
형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은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12,1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 스가 학교생활 응에 

부 상 을 보일 것으로 추론하여 청소년 스트 스와 학

교생활 응와의 계를 검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방하고자 한

다.

2.2 스트레스 대처

스트 스 처란 개인의 응 자원을 과하거나 힘

들다고 평가되는 내 ·외  요구, 그리고 그 요구들 간의 
갈등을 다루기 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 ·행동  

노력으로 정의되며[11], 스트 스 처방식이란 스트

스 시에 느끼는 감정을 조 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방식이다. 따라서 스트 스  처방식에 따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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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의 강도가 달라진다.
스트 스 처방식을 분류하는 기 은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문제 심 , 정서 심 , 회피 심 , 
사회  지지 추구 등을 기본 으로 포함하고 있다.
문제집  처방식이란 스트 스를 유발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해 노력하는 것이며, 정서 심  처방

식이란 스트 스와 련한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고 노력

하는 처 방식이다. 회피 심  처방식이란 스트

스를 받았을 때 일단 그 상황을 피하려 하는 처방식이

며, 사회  지지 추구 처방식이란 스트 스를 해결하

기 해 타인의 도움을 받으려하는 처방식이다[12].
다양한 연구에서 일반 으로 문제집 이고 사회  

지지를 추구하는 처 방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더욱 

극 으로 스트 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스트 스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상 으로 정서 

심  처방식과 회피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 스 

처방식을 Folkman과 Lazarus[14]의 스트 스 처방

식을 기 로 김정희[12]가 요인 분석한 4개의 범주를 
심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 스 처방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2.3 사회적 지원

사회  지원은 사회  지지라고도 불리우며, 자신이 
사회 내에서 존 받고 그들의 일원이라고 믿게 만드는 

행 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사회  

계 속에서 다양한 정서․물질․정보 등 필요 욕구에 

해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15].
1970년  반부터 사회  지지는 살아가면서 발생

하는 부정 인 정서 반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왔다. Aneshendel과 Stone[16]은 사회 인 지

원을 받는 사람들은 부정 인 스트 스를 이겨 낼 수 있

는 응력이 강화되는 반면, 사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Cohen과 Hoberman[17]은 사회  지지를 유형 , 평

가 , 자아존 감, 소속감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다. 유형  지지는 경제  도움이나 물질  자원을 받는 

것을 말하며, 평가  지지란 어려운 문제에 처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충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한 자아존

감 지지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수용되는 

것을 말하며, 소속감 지지는 여가시간을 타인과 함께 보
내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보다 좀 더 확장되고 넓은 사회  

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친
구 계의 범 가 일반 학생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활발한 학생과 그 지 않은 학생들과의 차이가 존

재한다. 부분의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친구들은 
같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 사회  

교류의 범 도 작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한 다양한 

사회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4 자아존중감

Rosenberg[18]는 자아존 감을 자신이 자신의 가치

를 반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써 자신에 한 정 , 
부정  태도라고 정의했다. 즉 자아존 감은 자기 자신

에 한 존 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

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높은 자아존 감이란 자신을 

좋아하고 수용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 감은 인간의 가치, 감정, 목표, 사고방식, 욕

구 등 자신의 성격  가치  형성에 상당한 향을 미

친다. 김혜미 외[19]는 자아존 감이 개인의 발달과 성

격에 향을 미치고 인간행동의 요한 동기이자 사회활

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
앞서 살펴보았듯,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심리  혼란이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자
아존 감이 조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문

제들이 유발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
감을 증진시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응 할 수 있

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
소년의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 간의 계에 있어서 

자아존 감이 향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2.5 학교생활적응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로 가정, 사
회와 함께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아가 바르게 응할 수 

있도록 인지, 정의, 신체  능력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요한 곳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입과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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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

은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것이 실이다. 
청소년기의 심리, 정서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응하는 힘을 배우고 길러가게 된다. 한 청소
년들은 학교 내에서 기존과는 다른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지 까지 형성되어 있는 인성

이나 태도 등을 좀 더 성숙하게 하면서 변화도 가져와 

학교에 한 응문제는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20].
학교생활 응은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학교에서 만족

감을 느끼며, 학교에서 유발되는 스트 스를 이는 것

이며[21], 학교생활과 하게 련된 학업 , 사회  

측면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

의 행동이다[22].
청소년에게 학교는 교사와의 소통, 친구와의 계가 

맺어지는 사회 계의 장으로 청소년들은 일과의 부분

을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의 성취가 이후의 사회 응에도 향을 미치므로 학교의 

의미는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잘 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한 감정이

나 태도, 동기가 정 이기 때문에 인 계가 원만하

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

론 학교와 사회 발 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며,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교사, 래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과 원만한 계를 유지해가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학교 응은 건

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많은 향을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 스가 학

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서 자아존 감과 사회  지

원, 스트 스 처가 매개 효과를 갖는지에 해 알아보

고자 하 다. 본 연구의 특성상 유의  샘 링을 사용하

는데, 유의  샘 링은 문 인 지식을 바탕으로 주

인 선택에 따른 채취 방법으로 선행연구나 정보가 

있을 경우 는 장 방문에 의한 시각  정보, 장 채

취 요원의 개인 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채취지 을 

선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의  샘 링 방

법은 연구 기간이 짧고, 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과거 
측정지 에 한 조사 자료가 있을 때, 특정지 의 오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선택한다. 따라서 부산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 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
년)을 상으로 50명의 학생을 무작 로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자에게는 설문  연구의 
목 에 한 내용을 사  이해시켰으며, 설문조사 방법
은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 다. 실제 부산지역의 다
문화가정 학생은 14년도 기 , 2,770명으로 그  등
학생이 2,039명, 학생 470명, 고등학생 261명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23], 체 부산지역의 다문화 ㆍ고등학
생 731명  6.84%이 본 연구의 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수가 작기 때문에 50부의 설문도 유의미한 결
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23].
설문 기간은 2015년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는 그 즉시 다시 보완하 다. 따라서 최종 으로 5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증분석을 한 통계패키지로서 

SPSS WIN 20.0과 AMOS 20.0을 사용하 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 스가 학교

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자아존 감과 사회  

지원, 스트 스 처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 1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 

간에 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계에서 자아존 감과 

사회  지원, 스트 스 처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함을 

가정하고 있다.

Fig. 1. Research model of regulat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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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 스가 학교생

활 응 간에 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연구문제와 이러한 

계에서 자아존 감, 사회  지원, 스트 스 처 간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하

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설문조
사법을 실시하여 실증 분석하 다.

3.4 측정 도구

3.4.1 스트레스

스트 스에 한 설문지는 민하 과 유안진[24]의 연
구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 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
문지를 본 연구의 목 과 상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 으며, 스트 스 척도의 가장 작은 신뢰

도 계수는 α =.842로 모두 기 치 0.7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의 항목의 신뢰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트 스의 하 요인은 공부(6문항), 인간 계(8문항), 
수업참여(4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들 각 문
항은 ‘거의 받지 않았다’(1 ) ~ ‘매우 많이 받았다’(5 )
으로 구성하 다. 응답문항의 평균 수가 높다는 것은 

학업성취스트 스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4.2 스트레스 대처

스트 스 처란 스트 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

화하기 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스트 스 처란 개인이 이러한 스트 스를 다루어 나가

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스트 스의 처는 크게 극  

처와 소극  처로 분류되며, 극  처에서는 문

제 심  처와 사회  지원추구 체 요인으로 구성

되며, 소극  처는 소망  사고 처와 정서 심  

처의 요인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스트 스 처는 

극  처와 소극  처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스트
스 처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부분의 

연구에서는 Folkman과 Lazarus[14]의 스트 스 처방

식을 기 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스트 스 처방식을 Folkman과 Lazarus
의 스트 스 처방식을 기 로 김정희[12]가 요인 분석
한 4개의 범주를 심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
스 처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4.3 사회적 지원

사회  지원은 개인의 심리 ㆍ생리  효과를 약화시

키는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공된 

사회  지원에 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이는 정서 , 물질 , 수단  지원으로 

구성된다.

3.4.4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은 유 숙, 이희완, 도명애[25]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리커드 5  척

도로 측정하 다. 측정항목은 “나 자신이 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많은 장 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체로 나는 

실패자라는 느낌이 드는 편이다.”, “나는 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 자신에 해 별로 
자랑할 게 없다고 느낀다.”, “나는 나 자신에 해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체로 나는 내 자신에 해 만

족한다.”의 8가지 항목으로 구성하 다.

3.4.5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응에 한 문항은 선행연구의 학교생활 

응 척도를 근거로 하여 김아 [2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 과 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 다. 학교생활 응의 변수별 문항 수는 교

사 계 6문항, 교우 계 8문항, 학교수업 6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4.6 측정도구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선정되었으나 본 연구에 합한지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측정 변수에 해 검토가 먼  이루어져야 

하므로, 스트 스, 스트 스 처, 사회  지원, 자아존
감, 학교생활 응의 요인을 선정하고 정교화하기 하

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한 신뢰성 분석을 하 다. 
분석결과 스트 스는 .842, 스트 스 처는 .831, 사회
 지원은 .830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 감은 .849, 학
교생활 응은 .834로 나타나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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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Details question Standard load value S.E t-value C.R AVE

Stress
Relationships .938 .132 21.023

.918 .790Study .819 .373 16.410
Class participation .915 .131 -

Stress Coping
Active coping .776 .201 -

.931 .873
Passive coping .973 .025 11.039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860 .067 18.707

.915 .783Material support .824 .317 15.321
Instrumental support .860 .265 -

Self Esteem
Confidence .842 .316 10.648

.854 .745Respect .940 .131 6.943
Satisfaction .714 .583 -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of teacher .793 .051 12.994

.704 .569Friendship .659 .740 4.057
School classes .531 .322 -

Table 2. Result of CFA

4. 연구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해보면 남학생이 24%, 
여학생이 76%로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학생이 80%, 고등학생이 20%로 나타났다. 이
는 부산지역의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가정형편은 300만원 이하가 76%로 일반 인 평균보

다 소득이 은 수 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한국 거주
기간은 5년 미만이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항목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Division Frequency Rate

Sex
Male 12 24%
Female 38 76%

Grade

Middle School 1 21 42%
Middle School 2 - -
Middle School 3 19 38%
High School 1 10 20%
High School 1 - -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million 

won)

∼ 100 9 18%
100 ∼ 200 27 54%
200 ∼ 300 11 22%
300 ∼ 400 1 2%
400 ∼ 500 1 2%
More than 500 1 2%

Residence of 
Korea

1 ∼ 3 years 33 66%
4 ∼ 5 years 14 28%
6 ∼ 7 years 2 4%
8 years ∼ 1 2%
Total 50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4.2 매개효과 분석

4.2.1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AMOS 20.0을 
활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

석에서 요한 것이 합도의 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를 엄격하게 용하는 경우 RMSEA는 0.05이하, GFI, 
NFI, CFI는 0.9이상, AGFI는 0.8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454.348 (df=107, p=0.000),  /df=4.246, 
RMR=0.046, GFI=0.921, AGFI=0.873, IFI=0.913, 
NFI=0.927, CFI=0.910으로 나타나 해당 기 을 충족시

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본 모형의 모형 합도 지수를 나타낸다. 본 

모형에서 표 화된 재치는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
고, 개별 측정변수들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는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분산추출값)은 0.5이
상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에 련한 기 을 충족시키고 

있어 모형의 합성이 검증되었다. 

4.2.2 구조방정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 다. 연구 모형의 체 인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 =460.435 (df=112, p=0.000),  /df=4.111, 
RMR=0.043, GFI=0.912, AGFI=0.859, IFI=0.912, 
NFI=0.925, CFI=0.910을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러
한 모형은 공분산 구조분석의 일반 인 평가지표들과 비

교해 볼 때 한 수 으로 단되기에 모형은 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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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Path 
Coefficients S.E t P-value

Stress → 

Social Support -0.158 0.064 -2.482 .013

Stress → 

Stress Coping -0.046 0.063 -0.736 .462

Stress → 

Self Esteem -0.499 0.072 -6.947 .000

Social Support →
School Adjustment 0.460 0.12 3.851 .000

Stress Coping →
School Adjustment 0.190 0.064 2.963 .003

Self Esteem →
School Adjustment 0.353 0.076 4.63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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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Result of SEM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

소년의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악하고, 
스트 스 처, 사회  지원,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다. 요인 간의 계 검증을 해 구조방
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체계 인 분석을 통해 모형의 

합도  변인 간 계성을 검증하 다. 이상의 연구  
검증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반  

합도 검증 결과이다. 부분의 지수가 수용 기 을 넘

어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모델의 합

도는 우수하여 수집된 자료들이 연구 모델을 설명하는데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 분석을 

수행하 다. 확인  요인분석은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문

제가 없는 범  내에서 신뢰도와 요인 재량(factor loading)
이 높은 찰변인을 추출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 결과 집 타당도는 표 요인 

재량이 반 으로 0.7이상의 재치를 나타나 타당도
가 확보되었으며, 신뢰도는 모든 잠재변인 내에서 내
일치도의 개념 신뢰도 0.7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 0.5이
상의 값들이 산출되어 반 인 신뢰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들의 학교생활 응에 해 연구함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을 용한 유사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 재량이 높은 문항들을 추출하여 구조방정식 모델

에서 잠재변인의 찰변인으로 사용하 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결국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델은 
합 타당도 검증과 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이 검증되어 수

정 모델 없이 최종 모델로 수용됨에 따라 변인간의 계

성을 분석하 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 스가 학교생활 응

에 미치는 향에서 스트 스 처, 사회  지원,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 스는 사회  지원과 자

아존 감에는 음(-)의 향을 미쳤다. 하지만 스트 스 

처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이 발견되지 못했다. 이
어서 분석한 스트 스 처, 사회  지원, 자아존 감은 

모두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 간의 계에서 정(+)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 스트 스 처, 사회  지원, 자아존 감의 매개효

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토 로 다문화 학생

들에게 한 사회  지원과 스트 스 처 방식, 자아
존 감 확  등을 통한 스트 스 해소를 할 수 있다면 

학업을 그만두는 다문화 청소년을 감소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

델을 설정하고, 체계 인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의 시사 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야할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부산지역

에 한정하 는데, 추후 우리나라의  지역을 토 로 분

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매개효과를 고려하는 과정
에서 스트 스 처, 사회  지원, 자아존 감만으로 연

구 변수의 범 를 한정하 는데, 추가 인 변인들이 존

재할 수 있을 변인 간의 계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에

서 연구범 의 한계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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