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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determined acculturative stress’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ased on Roy’s Adapta-
tion Model and some earlier studies. Further, it examined the sequent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on life satisfaction.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1,163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ixth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A hypothesis test was conducted using Hayes’ Process Macro Model 81. Results: Life sat-
isfaction increased with a decline in acculturative stress. Each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had a 
sing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sequent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elf-esteem were confirmed significant after their impact on the rela-
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was analyze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ocial withdrawal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sequential multip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as well. Conclusion: This study’s results demonstrate that 
acculturative stress reduction is critical to improv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
teem, and social withdrawal have a single mediating or sequential multip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
olescents’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indings, which highlight mediating effects, indicate that by increasing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elf-esteem, and reducing social withdrawal, multicultural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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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외국인 노동 인구 유입과 국제결혼

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고

교 다문화 청소년은 2012년 13,036명에서 2020년 39,251명으

로 8년간 3배 증가하였다[1]. 또한 앞으로 이주인구는 2021년 

222만 명에서 2040년에는 352만 명으로 예상되어[2], 다문화 

청소년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3]. 다문화 사회는 다

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유입 국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

결하여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구

성원은 두 문화 사이에서 이해 부족, 생활양식 차이에서 오는 오

해와 편견,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로 삶의 만족도에 위협을 받는

다[4,5].
삶의 만족도는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로[6],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더 낮은데[7], 청소년기에 저하된 삶의 만족도는 성인으로 성장

한 이후에도 낮은 삶의 만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 청소

년의 개인적 측면과 더불어 건강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달라

지는 특성을 갖는데[6],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7], 이
중문화 수용태도[8], 자아존중감[7], 사회적 위축[9] 등이 다문

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접촉할 때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10]를 

많이 받는 다문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위축

이 증가하여[11], 주변 환경과 갈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저

하될 수 있다[7].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록 주류 문화와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인 이중문화 수용태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12,13], 낮은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자신의 가치에 대

한 개인의 판단인 자아존중감은[14], 청소년기 심리적 적응을 예

측할 수 있는 지표이며,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7,9,15]. 다문화 청소년은 소수자라는 특

성으로 주변적 존재로 느껴 사회적 위축이 올 수 있는데[16], 타
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부로부터 자신을 고립

시키는 사회적 위축[17]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적인 경향

성을 갖는다[9,18].
여러 영향요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삶의 만족도는 

하나의 요인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수의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

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Roy의 적응 이론(Roy’s Adaptation Model) [19]에서 Roy는 

인간을 총체적인 적응체계로 보고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자 결과를 적응으로 보았다. 인간은 적응체계로서, 인간이 

환경에서 받은 자극은 삶의 유지를 위하여 대처 기전으로 조절

된 후에, 적응 양식(생리적 양식, 자아개념 양식, 역할기능 양식, 
상호의존 양식)을 거쳐 적응적 반응 또는 부적응적 반응으로 나

타난다[19]. 요약하면, 인간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자극

을 받고 이러한 자극은 내부의 과정인 대처 기전에 의해 조절되

고 적응 양식을 거쳐서 그 결과로써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Roy의 적응 이론[19]을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용하면 다문화 청

소년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자극을 받을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라는 대처 기전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이

나 사회적 위축으로 적응양상을 나타내고 그 결과로써 삶의 만족

도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삶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은 변인 간의 단순 관계만으

로는 설명이 어렵고, 그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려면 여러 변인 사

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모두 규명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 접근법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변인을 조사

[19,20]하는 것이다. Roy의 적응 이론[19]의 간호 목표는 적응체

계의 행동을 사정하고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고 조

절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여러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

도 연구를 위하여 Roy의 적응 이론[19]을 이론적 배경으로 채택

하고, 적응 이론의 순차적 개념의 흐름을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 후반부

터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부각하기 시작하였

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변

수 간의 직접 효과[21], 또는 단순 매개효과만을 검증하여 단편

적인 인과관계를 살핀 연구[22]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로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사회 현상을 밝혀내기에는 부족

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Roy의 적응 이론[19]을 바탕으

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여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

고,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

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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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1)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

한다.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수준과 이들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3)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

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4)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

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단순 매

개효과를 파악한다.

5)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

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3. 이론적 기틀 및 가설의 근거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Roy의 적응 이론[19]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Roy의 적응 이론[19]은 사회 현상에 관한 특수이론들을 

통합하여 일반적인 통찰을 제시한 중범위 이론으로 문화적 가정

(cultural assumption)을 내포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가

진 인간의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문화 간호 실무, 교육 및 

행정과 같은 간호의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Cleme a [23]

는 Roy의 적응 이론을 토대로 외국 출신 청소년들의 문화 적응의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Roy의 적응 이론의 흐름과 같이 외국 출신

의 청소년들이 환경의 자극이라 할 수 있는 문화 적응의 문제를 

가질 때 대처 매카니즘을 사용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

정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대

처 기전을 통해 조절된 후에 적응 양식(생리적 양식, 자아개념 양

식, 역할기능 양식, 상호의존 양식)을 거쳐 적응적 반응 또는 비

적응적 반응을 하게 된다[19]는 것이 Roy의 적응 이론의 핵심이

다. 적응체계로서의 인간에 대한 개념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인간의 적응체계에 투입되는 것은 자극으로, 일반적으로 스트

레스는 초점 자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간은 자극인 스트레스

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한다[19].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초점 자극으로 보았다. Roy의 적응 이론을 적용한 You 

[24]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초점 자극으로 투입한 바 있다.

인간이 받은 자극은 대처 기전을 통해 조절되는데, 대처 기전

은 자극에 대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시 안정을 얻을 수 있

도록 작용하는 기전으로, 인간의 인지적 측면, 학습, 판단 등을 

통하여 반응한다[19]. 일반적으로 태도는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인간의 학습 및 판단 등을 통해 반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중

문화 수용태도를 대처 기전으로 보았다.

Roy 적응 이론의 적응 양식 중 자아개념 양식은 자신에 대한 

신념과 감정의 통합요인이다[19]. James [25]는 개념의 하위체계 

중에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반영하는 사회적 자아개념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

감을 자아개념 양식으로 보았다. Roy의 적응 이론을 적용한 

Park [26]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을 자아개념 양식으로 적용

한 바 있다.

적응 양식 중, 상호의존 양식은 사랑, 존경, 가치 등을 서로 주

고받아 개인과 타인과의 상호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양식으

로 상호의존에 통합성을 이루지 못하면 분리 불안, 외로움, 물질

남용 등의 부적응적 행동을 갖는다[19]. 본 연구에서는 통합성을 

이루지 못한 부적응적 행동으로 사회적 위축을 상호의존 양식으

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Roy의 적응 이론의 결과 지표인 반응을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Roy의 적응 이론을 적용한 Song과 So [27]

의 연구에서도 적응적 반응을 삶의 만족도로 측정한 바 있는데 

삶의 만족도의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적응적 반응에 해당한

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인간이 환경에서 받은 자극은 삶의 유지를 위하

여 대처 기전으로 조절된 후, 적응 양식을 거쳐 반응으로 표출된

다[19]. Roy의 적응 이론에 본 연구의 개념을 적용하면 인간이 

환경에서 받은 자극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처 기전인 이중문

화 수용태도로 조절이 된 후에 적응 양식 중 자아개념 양식인 자

아존중감 또는 상호의존 양식인 사회적 위축을 거쳐서 반응인 

삶의 만족도로 표출된다. 이를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하고 선

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설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1) 단일 매개효과 가설의 근거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은 다문화 청소

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증

가한다는 연구[13]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

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한다는 연구[8]로부터 설정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은 Kim과 Yoon [7]의 

연구로부터 설정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은 다문화 청소년의 



327

https://jkan.or.kr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https://doi.org/10.4040/jkan.22030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사회적 위축이 감소한다는 연

구[17]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감소할수록 삶의 만족

도는 증가한다는 연구[9]로부터 설정하였다.

2)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가설의 근거

Roy의 적응 이론[19]에 의하면 인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이중문화 수용태도라는 대처 기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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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Figure 1. (A) Roy’s adaptation model (used with permission from Roy [19]). (B) The hypothetical model.  
(C) The conceptual-hypothetical-empirical structure.



328

https://jkan.or.kr

김수미 · 김현옥

https://doi.org/10.4040/jkan.22030

로 조절한 후, 자아존중감이라는 자아개념 양식을 거쳐 삶의 만

족도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절차와 일치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

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증가한다는 연구[13]와 다문화 청소

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증가한다

는 연구[8]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한다는 연구[7]로부터 설정하였다.

Roy의 적응 이론[19]에 의하면 인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이중문화 수용태도라는 대처 기전으

로 조절한 후, 상호의존 양식인 사회적 위축을 거쳐 삶의 만족도

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순차

적 다중 매개효과의 절차와 일치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이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

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증가한다는 연구[13]와 다문화 청소

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위축은 감소한다

는 연구[28]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감소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한다는 연구[9]로부터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Roy의 적응 이론[19]을 기틀로 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로부터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정리하면 Figure 1

과 같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

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6차(2016)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ulti-

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에 포함된 다문화 청

소년 전체이며, 제외기준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인데, 이는 이

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6차(2016)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 1,329명으로, 이중 아버지가 외국인인 45명과 결측치 82

명과 극단치 39명을 제외한 1,163명이 최종으로 연구 대상에 포

함되었다.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는 현재 2019년 9차까지 진행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조사된 6차 자료를 이용하였

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었던 변수인 다문화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

중감, 사회적 위축 등 다섯 가지 변수를 모두 조사한 것은 2016

년 자료였으며, 이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등의 변수

가 조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3. 연구 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개인의 판단과 기준에 따르는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삶이 즐겁고 걱정거리가 별로 없으며 삶이 행복

하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다[6]. 삶의 만족도는 Kim 등[29]의 

척도를 인용한 Kim 등[30]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3]. 

이 척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등의 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

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형 척도이

다.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5이며, Kim 등[30]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이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서로 다른 문화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

험하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 저하, 소외감, 정체성의 혼

란 등을 동반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한다[10]. 문화적응 스

트레스는 Hovey와 King [31]의 SAFE (Social, attitudinal, fa-
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Ad-

olescents를 수정한 Nho [32]의 척도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일부 수정한 Hong [33]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3]. 이 

척도는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

지 않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범주로 4점 Likert형 척도이다. Process 

Macro 모형 설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코

딩으로 환산하여 측정값으로 사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Nho [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6이었고, Hong [33]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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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문화 수용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한국 문화와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이다[12].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Nho와 Hong [12]

의 척도를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에서 보완하여 측정하였다[3]. 

이 척도는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

이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형 척도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외국계 

부모님의 나라와 한국에 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72였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내적 특성과 외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

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 자신

이 어떠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다른 사람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아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긍정적인 심리·

정서 상태를 말한다[14].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의 자아개

념척도[14] 중 Park과 Oh [34]가 번역한 자아존중감 16문항 중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 이 척도는 ‘나는 앞으로 훌륭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등의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 범주

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

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형 척도이다. 총점이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는 .82였다.

5)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타인과 사회적 관

계를 맺지 못하고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이

나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이다[16]. 사

회적 위축은 Kim과 Kim [35]의 아동 및 청소년 행동문제척도 

중 ‘수줍음 행동’ 척도 5문항을 이용한 Lee 등[36]의 사회적 위

축 척도로 측정하였다[3]. 이 척도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

기를 싫어한다’ 등의 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형 척도이다. Kim과 Kim [35]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Pro-

cess Macro 모형 설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으로 환산하여 측정값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위축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과 Kim [35]의 Cronbach’s α는 .94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6) 대상자 특성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조사한 항목 중에 다문화 청소년

의 성별, 연령, 지역 규모, 거주 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 주관적 

건강인식, 자신의 국적에 대한 인식, 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어머니 출신 국가, 어머니 한국어 능력, 아버지 연령, 아버지 학

력을 대상자의 특성으로 포함하였다.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영역 각 1문항씩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형 척도로 4개 문항의 총점은 최하 4점에서 최고 16점으

로, 4점 ‘매우 못함’, 5~8점 ‘못함’, 9~12점 ‘잘함’, 13~16점 ‘매우 

잘함’으로 구분하였다[3].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다

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에서 조사된 다문화 청

소년패널연구데이터이다. 대상자는 1단계에서 층화임의추출법으

로 16개 시/도의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분포를 이용해 집단 층화

하여 표본학교를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층내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추출률을 크게 하는 확률비례추출법을 표출하

였다. 자료는 조사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암호

화 응용프로그램 접속(cryptographic application program in-

terface [CAPI]) 방법으로 수집하였다[3].

본 연구의 데이터는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2016년)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1,329명 중에 아버지가 외국인인 45명과 결측치 

82명, 극단치 39명을 제외한 총 1,163명을 추출하였다.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이메일을 보내어 데이터 활

용 보안서약서에 서명하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Roy의 적응 이론[19]의 사용 허락을 위해 개발자인 Callista 

Roy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고, 전
북대학교에서 심의면제 승인(JBNU 2021–05–012)을 받은 후 진

행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하여 자료를 무기명 처리하여 제공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MAPS 데이터 활용 보안 서약서’에 서명 후 연구 수행하였고, 
연구와 관련된 파일과 자료는 연구 기간이 만료된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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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26.0 (IBM Corp., Armonk, NY, 
USA)과 PROCESS Macro V3.5 (released, May, 2020; https://

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을 이용하였다. 대상자

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변수의 서술통계는 범

위,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는 편상관 관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은 inde-

pendent t-test, one-way ANOVA, Spearman’s rank correla-

tion analysis를 이용하였고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여부와 종

속변수의 자기 상관을 확인하였으며 가설 검정은 Hayes [20]의 

Process Macro model 81을 이용하여 confidence interval (CI) 

95.0%, 부트스트랩핑 10,000회로 지정하고 효과검증을 위하여 

Hayes [20]의 분석 절차를 따랐다. 간접효과가 하나 이상 유의

한대도 총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간접효과들이 부호

(+, -)의 방향이 다르면서 동일 크기인 경우로 이 경우는 총 간

접효과가 0에 근접하게 된다[20]. 이러한 오류 예방을 위해 간접

효과들의 부호 방향을 같게 하고자, 2차 분석인 본 연구 설문자

료 중 부호 방향이 다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역 

환산해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종속변수

인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을 투입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중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던 성별, 지역 규

모, 거주 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 주관적 건강인식, 외국인 어머

니의 한국어 능력, 한국인 아버지의 학력을 통제변수로 지정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여학생이 594명(51.1%)이고, 연령

은 15세가 1,039명(89.3%),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는 중소도시가 

518명(44.6%), 거주 지역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91명(25.0%),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이 385명(33.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건강한 편이 574명

(4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적의 인식은 나는 한국인이라고 인

식하는 경우가 876명(75.3%)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40~49세가 795명(68.4%),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42명(46.6%), 출신 국가는 일본인이 427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50~59세가 724명(62.3%),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08명(52.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였다(Table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성별, 지역 규모, 거주 지

역, 가구 월평균 소득, 주관적 건강인식,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 < .05).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읍/면 거주자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전라도 및 제주도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 200만 원 미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주관적 건강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자신을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

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삶의 만족

도는 매우 잘함이 잘함과 못함보다 높았으며,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중학교 졸업’이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

업 이상’보다 높았다(Table 1). 대상자의 연령, 대상자 자신의 국

적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출신 국

가, 아버지의 연령은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2. 변수의 서술통계와 상관관계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06 ± 0.57점,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3.60 ± 0.30점,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2.93 ± 0.37점, 
자아존중감은 3.16 ± 0.53점, 사회적 위축은 2.67 ± 0.73점이었다.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던 특성 변수를 통제하고 편상관 분석을 한 결과, 문
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중문화 수용태도(r = .14, p < .001), 자아존

중감(r = .20, p < .001), 사회적 위축(r = .14, p < .001), 삶의 만족

도(r = .17, p < .001)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자아존중감(r = .37, p < .001), 사회적 위축(r = .11, 
p < .001), 삶의 만족도(r = .23, p < .001)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r = .31, 
p < .001), 삶의 만족도(r = .45, p < .001)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위축은 삶의 만족도(r = .21, p < .001)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이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유

무를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는 0.72~0.92로 모두 0.1 이상, 분산

팽창지수는 1.09~1.39로 모두 10보다 작고, 모든 상관계수가 .8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의심되지 않았다. Durbin–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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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N = 1,163)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Life satisfaction

M ± SD t, F, or ρ s p-value Scheffe

Gender Man 569 (48.9) 3.12 ± 0.56 3.95† < .001

Woman 594 (51.1) 2.99 ± 0.58

Age (yr) – .015†† .620

Regional size Large citya 298 (25.6) 2.98 ± 0.58 8.64 < .001 a,b < c

Small cityb 518 (44.6) 3.04 ± 0.57

Townshipc 347 (29.8) 3.16 ± 0.57

Area of residence Seoula 111 (9.6) 2.98 ± 0.54 9.02 < .001 a,b,c,d < e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b 291 (25.0) 2.95 ± 0.34

Chungcheong-do and Gangwon-doc 227 (19.5) 3.06 ± 0.55

Gyeongsang-dod 279 (24.0) 3.05 ± 0.55

Jeolla-do and Jeju-doe 255 (21.9) 3.22 ± 0.58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 200a 301 (25.9) 3.01 ± 0.58 2.83 .037 a < d

200~300b 385 (33.1) 3.05 ± 0.56

300~400c 319 (27.4) 3.07 ± 0.59

≥ 400d 158 (13.6) 3.16 ± 0.57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Not healthy 54 (4.6) 2.69 ± 0.65 62.93 < .001 a < b < c

Healthy 574 (49.4) 2.92 ± 0.52

Very healthy 535 (46.0) 3.24 ± 0.55

Awareness of one’s 
nationality

I'm Korean 876 (75.3) 3.05 ± 0.56 1.23 .299

Mother country person 10 (0.9) 3.07 ± 0.62

Both a Korean and a mother country person 269 (23.1) 3.08 ± 0.61

I don’t know what country I’m from 8 (0.7) 3.42 ± 0.56

Mother age (yr) 26~39 119 (10.2) 3.10 ± 0.55 0.49 .611

40~49 795 (68.4) 3.05 ± 0.57

≥ 50 249 (21.4) 3.04 ± 0.58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131 (11.3) 3.04 ± 0.55 .31 .737

High school graduation 542 (46.6) 3.07 ± 0.57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490 (42.1) 3.05 ± 0.58

Mother country of 
origin

Japan 427 (36.7) 3.01 ± 0.56 1.96 .069

Philippines 296 (25.5) 3.10 ± 0.56

China (Korean-Chinese) 221 (19.0) 3.07 ± 0.61

China (Han Chinese, other ethnic groups) 82 (7.0) 2.98 ± 0.56

Other countries 60 (5.2) 3.06 ± 0.58

Thailand 44 (3.8) 3.23 ± 0.58

Vietnam 33 (2.8) 3.15 ± 0.58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Poor (5~8 points)a 27 (2.3) 2.80 ± 0.54 10.31 < .001 a,b < c

Good (9~12 points)b 607 (52.2) 3.00 ± 0.54

Very good (13~16 points)c 529 (45.5) 3.13 ± 0.60

Father age (yr) 36~49 411 (35.3) 3.02 ± 0.59 2.58 .076

50~59 724 (62.3) 3.07 ± 0.56

≥ 60 28 (2.4) 3.26 ± 0.61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a 366 (31.5) 3.15 ± 0.58 7.24 .001 b,c < a

High school graduationb 608 (52.3) 3.01 ± 0.55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c 189 (16.2) 3.02 ± 0.6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t = t-test, F = one-way ANOVA. ††ρ s = Spearman’s rank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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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지수는 1.83으로 기준값 2.00에 근접하고 있어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할수록 이중

문화 수용태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B = 0.17, p < .001). 다문

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

은 증가하였으며(B = 0.27, p < .001),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

할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B = 0.49, p < .00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감소할수록 사회적 

위축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B = 0.32 p < .001), 이중문

화 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위축 점수는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B = 0.16, p = .005).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할수록(B = 0.13, p = .007),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B = 0.09, p = .030),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B = 0.41, p < .001), 사회적 위축 점수가 증가할수록(B = 0.05, 
p = .009)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의 3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단순 

매개효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

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단순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

용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15, boot-

strap 95% CI = .001~.034).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

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증가하고 증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

는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Table 2. Variable Descriptives &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N = 1,163)

Variables Range
Mean ± standard 

deviatio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Social wthdrawal Life satisfaction

r (p)

Acculturative stress 1~4 3.60 ± 0.30 .14 (< .001) .20 (< .001) .14 (< .001) .17 (< .001)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1~4 2.93 ± 0.37 .37 (< .001) .11 (< .001) .23 (< .001)

Self-esteem 1~4 3.16 ± 0.53 .31 (< .001) .45 (< .001)

Social wthdrawal 1~4 2.67 ± 0.73 .21 (< .001)

Life satisfaction 1~4 3.06 ± 0.57 1

The panel survey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withdrawal was reverse-coded and used as a measure.
Control variables: gender, regional size, area of residence, monthly income,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father’s 
education.

Table 3.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on Life Satisfaction  (N = 1,163)

Variable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Life satisfaction

B SE t p-value B SE t p-value B SE t p-value B SE t p-value

Constant 3.02 0.10 31.31 < .001 0.71 0.21 3.43 < .001 1.00 0.39 3.56 .002 0.94 0.22 4.39 < .001

Acculturative stress 0.17 0.04 4.69 < .001 0.27 0.05 5.71 < .001 0.32 0.07 4.40 < .001 0.13 0.05 2.70 .007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0.49 0.04 12.93 < .001 0.16 0.06 2.79 .005 0.09 0.04 2.17 .030

Self-esteem 0.41 0.03 13.11 < .001

Social wthdrawal 0.05 0.02 – 2.63 .009

R2 = .10, F = 7.61 R2 = .28, F = 24.09, p < .001 R2 = .10, F = 7.19, p < .001 R2 = .35, F = 30.66, p < .001

SE = Standard error.
Reference: gender = man; regional size = large city; area of residence = seoul; monthly income = less than 2 million won;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 very healthy;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 good; father’s education = middle school graduation.
The panel survey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withdrawal was reverse-coded and used as a measure.
Control variables: gender, regional size, area of residence, monthly income,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father’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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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111, bootstrap 

95% CI = .073~.153).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증가하고, 증가한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

인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

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17, bootstrap 

95% CI = .003~.036).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사회적 위축은 감소하고, 감소한 사회적 위축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Table 4.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and the Fin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N = 1,163)

A. Mediating effects

Indirect effect Effect (B) BootSE Bootstrap 95% CI

Mediating effect 1 (Acculturative stress→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Life satisfaction) 0.015 0.01 .001~.034

Mediating effect 2 (Acculturative stress→Self-esteem→Life satisfaction) 0.111 0.02 .073~.153

Mediating effect 3 (Acculturative stress→Social wthdrawal→Life satisfaction) 0.017 0.01 .003~.036

Mediating effect 4 (Acculturative stress→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elf-esteem→Life 
satisfaction)

0.034 0.01 .020~.051

Mediating effect 5 (Acculturative stress→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ocial wthdrawal→ 

Life satisfaction)
0.001 0.00 .001~.004

Total mediating effect 0.180 0.02 .136~.227

    Dfference analysis A: Mediating effect 1 - Mediating effect 2 – 0.096 0.02 – .144 to - .050

    Dfference analysis B: Mediating effect 1 - Mediating effect 3 – 0.002 0.01 – .025~.022

    Dfference analysis C: Mediating effect 1 - Mediating effect 4 – 0.019 0.01 – .040 to – .001

    Dfference analysis D: Mediating effect 1 - Mediating effect 5 0.014 0.01 – .001~.032

    Dfference analysis E: Mediating effect 2 - Mediating effect 3 0.094 0.02 .052~.139

    Dfference analysis F: Mediating effect 2 - Mediating effect 4 0.077 0.02 .036~.122

    Dfference analysis G: Mediating effect 2 - Mediating effect 5 0.110 0.02 .071~.152

    Dfference analysis H: Mediating effect 3 - Mediating effect 4 – 0.017 0.01 – .040~.007

    Dfference analysis I: Mediating effect 3 - Mediating effect 5 0.016 0.01 .003~.033

    Dfference analysis J: Mediating effect 4 - Mediating effect 5 0.033 0.01 .019~.049

B. Final model

Acculturative stres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B = 0.27
( < .001)p

B = 0.17
( < .001)p

B = 0.32
( < .001)p

B = 0.13
( = .007)p

B = 0.16
( = .005)p

B = 0.09
( = .030)p

B = 0.05
( = .009)p

B = 0.49
( < .001)p

B = 0.41
( < .001)p

Effect (B) Bootstrap 95% CI

Total mediating effect (sum of each parameter) = Indirect effect 0.180 .136~.227

Direct effect 0.133 .036~.229

Total effect 0.313 .208~.417

BootSE = Boot standard error of indirect effects; Bootstrap 95% CI = Boot 95% confidence interval for indirect effect.
The panel survey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withdrawal was reverse-coded and used as a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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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

도와 자아존중감은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B = 0.034, bootstrap 95% CI = .020~.051).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증가하고, 증가한 이

중문화 수용태도는 순차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증가시켜 결과적

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

용태도와 사회적 위축도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B = 0.001, bootstrap 95% CI = .001~.004).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증가하고, 증가한 이

중문화 수용태도는 순차적으로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켜 결과적

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6. 매개효과의 크기 비교

매개효과의 크기 비교를 위하여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결과

를 A부터 J에 제시하였는데(Table 4), 이 중 bootstrap 95% CI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차이가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차이분석 A, C, E, F, G, I, J이다.

차이분석 A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 크기(B = 0.015)

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B = 0.111)를 뺀 값으로 매개

효과 크기의 차이 값 B가 - 0.09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보다 더 큼을 

의미한다. 

차이분석 C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 크기(B = 0.015)

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크기(B = 0.034)를 뺀 값으로 매개효과 크기의 차이 값 B가 

- 0.019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보다 더 

큼을 의미한다. 

차이분석 E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B = 0.111)에서 사

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크기(B = 0.017)를 뺀 값으로 매개효과 크

기의 차이 값 B가 0.094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가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분석 F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B = 0.111)에서 이

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크기

(B = 0.034)를 뺀 값으로 매개효과 크기의 차이 값 B가 0.077인

데, 이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

중감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분석 G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B = 0.111)에서 이중

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크기

(B = 0.001)를 뺀 값으로 매개효과 크기의 차이 값 B가 0.11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분석 I는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크기(B = 0.017)에서 이

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크기

(B = 0.001)를 뺀 값으로 매개효과 크기의 차이 값 B가 0.016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이중문화 수용태

도와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분석 J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다

중 매개효과 크기(B = 0.034)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크기(B = 0.001)를 뺀 값으로 매

개효과 크기의 차이 값 B가 0.03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중문

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매개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매개변수 중

에 자아존중감의 단순 매개효과(B = 0.111)가 가장 크고, 그 다

음이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B = 0.034)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존중감이 포함된 매

개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최종 모형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Table 4와 같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서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감소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

존중감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위축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

하였고, 사회적 위축은 감소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위축이 감소

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은 각각 단순 

매개효과가 있으며,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통한 순

차적 다중 매개효과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을 통한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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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Roy의 적응 이론[19]에 의하면 인간은 외부에서 자극이 투입

되면 대처 기전과 적응 양식의 변화과정을 거쳐 적응 또는 부적

응 상태의 반응을 산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

스라는 자극이 이중문화 수용태도라는 대처 기전을 통해 적응 

양식 중 자아개념 양식인 자아존중감과 상호의존 양식인 사회적 

위축을 거치면서 반응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성별,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크

기, 월수입, 주관적 건강인식,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아버지의 교

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 증진을 위하여 위와 같은 특성 변수를 고려한 중재가 계획

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

던 특성 변수를 통제하고 변수 간의 편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

축, 삶의 만족도는 각각의 변수와 변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모델에 투입

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이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할수

록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13]와 같

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이

민 청소년 대상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상징하는 문화적 다원

주의가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데 역할을 한 Oczlon 등[3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록 사회적 위축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

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행동을 보인 

Mo [1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할수

록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감소하였는데, Ben-

et-Martínez와 Haritatos [38]의 연구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는데, 
비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

다[39,40]. 미국에서 생활하는 외국 국적 대학원생 대상 연구

[41]와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여성 대상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

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42]. 본 연구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

는 증가하였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43].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는데, 선행 연구[7]에서도 다문화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내적 요인으로 자

아존중감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감소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노르웨이 대학생 대상 Braathu의 연

구[44]에서도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2.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단순 

매개효과

매개효과 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떠

한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단순 매개효과는 매개변수가 1개인 경

우로 매개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20].

본 연구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

는 것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충하여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와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

존중감은 단순 매개들 중에서 매개효과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erp 등[45]의 연구에서는 10주간 스트레스 관리 프

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자아

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

아존중감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같은 위험 요인

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억제한다는 선행 연구[46]의 결과와 맥락

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가는 성인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7].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 위축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결중심치료 집단 프로그램 제공은 

긍정적인 심리를 강화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47]. 따라서 사회적 위축

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

들이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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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변수 간의 직접 효과[21]와 단순 매

개효과[22]만을 확인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복잡한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매개변

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 이면에 숨어있는 인과적 구

조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데,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는 독

립변인이 두 개 이상의 매개변인을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그 결과 

종속변인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조

사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20]. 매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종속변인의 변화를 위해서 독립변인만 단순 

변화했을 경우보다는, 독립변인의 변화와 더불어 독립변인의 영

향을 받은 매개 변인들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질 때 종속변인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청소

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순차적 다

중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하고, 
증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며, 증가한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순차

적 매개효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보다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

을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리와 더불어 이중문화 수용태도

와 자아존중감을 조절해 주었을 때 삶의 만족도의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Roy의 적응 이론[19]의 개념 흐름에 따라 개념을 배치하고 이를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로 검증하였다. Roy의 적응 이론[19]에 의

하면 인간은 외부 자극이 투입되면 대처 기전과 적응 양식의 변

화과정을 거쳐 적응 또는 부적응 상태의 반응을 산출한다. Roy

의 적응 이론[19]에 본 연구의 개념을 대입하면 자극에 해당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처 기전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거쳐 적

응 양식 중 자아개념 양식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적응적 반응인 

삶의 만족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순차적 다중 매

개효과의 흐름과 일치한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어주는 중재와 함께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자아존중감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과 

활용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장 큰 매개효과를 보였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재조명은 향후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 청소

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순차적 다

중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가하

고, 증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보다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리와 더불어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높이고 

사회적 위축이 감소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 변화 폭이 크다는 것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Roy의 적응 이론[19]의 

개념 흐름에 따라 개념을 배치하고 이를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로 검증하였다. Roy의 적응 이론[19]에서 자극에 해당하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대처 기전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거쳐 적응 양

식 중 상호의존 양식의 부적응적 행동인 사회적 위축을 통해 적

응적 반응인 삶의 만족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본 연구의 흐름

은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검증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다문화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어주는 중재와 더불어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높이고 사회적 

위축을 감소하는 중재 개발과 활용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사회

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ahmud와 Schöl-

merich [5]는 다문화 수용사회는 다문화 구성원이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

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

존중감, 사회적 위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중재하는 프로그램 마련과 시행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교육부

에서는 1년 단위로 다문화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요 내용이 

한국어 교육, 한국의 교육과정 이수가 주를 이루었다[48]. 여성

가족부에서는 3년마다 기본계획, 1년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다누리 배움터 등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49].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전국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포함하고, 정책 대상이 외국인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자로 그들의 생활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프

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해 비다문

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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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문화 자녀 대상 정책은 ‘이중언어 말하

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의 일부 프로그램은 대상자 

인원 대비 실제 참여율이 낮아서 홍보 방법과 참여율 증진을 위

한 제고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는 ‘결혼이민여성 취업교육’이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사업’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들은 다

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

행되는 프로그램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

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인보우스쿨’ 사업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중도 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을 하고 있어서[49],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청소년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대 결혼이주여성이 많아진 시기에는 그

들의 취업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결혼 이주여

성들의 자녀가 청소년으로 성장한 2020년대에는 다문화 청소년

의 삶의 만족에 중점을 두는 정책 전환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지원정책 중의 하나로 다문화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의 다문화 청

소년에게 제공하기를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다문화 청소년의 주변에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비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이중문

화 수용태도 증진을 포함한 다문화 이해 교육 등으로 인식을 개

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학교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해받

고 존중받아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

감, 사회적 위축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교육청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비롯

한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의 수준을 매년 검사하고 변화되는 상태

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

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한국 사회 적응에 도

움을 주어 그들의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위한 간호학적 책무 중의 하나이다. 이론 기반 간호 실무

에 대해 정리한 Alligood [50]는 Roy의 적응 이론을 적용한 간호

사의 중재는 환경 자극을 조작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하였

다. Roy의 적응 이론[19]에서 간호의 목표는 적응체계의 행동을 

사정하고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해 그 영향 요소를 조

절하여 적응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 여러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확인

된 영향요인들을 간호 중재 시 고려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향상하여 주는 것이 간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하

여 간호 중재 시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인들을 확인한 것

으로 이는 다문화 청소년 대상 간호를 위한 지식체 형성에 기여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Roy의 적응 이론[19]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자극에 

노출된 인간이 내면의 과정을 거쳐 적응반응이라는 결과를 산출

하는 과정을 Hayes [20]의 Process Macro model 81을 이용하

여 순차적 매개효과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

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과

반응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통한 영향 그리고 이중

문화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을 통한 영향 등의 인과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Hayes [20]의 Process Macro model 81은 Roy의 적응 이론[19]

의 개념의 흐름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며, 앞으로도 

인과적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유용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4. 간호학적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Roy의 적응 이론[19]에서 연역된 연구의 개념들이 

이론의 흐름과 같이 순차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연구 개념과 이론의 순차적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다문화 청소년

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간호 연구나 간호 중재의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로 검증되지 못했던 Hayes [20]

의 PROCESS Macro model 81을 이용하여 직접 효과, 단순 매

개효과,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를 처음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의 차별성이 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선행연구나 다문화 청소

년패널조사에서 타당도 검증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 본 연구가 

2차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도구의 타당도를 검정하지 못한 제한

점이 있음을 밝힌다.

결    론

본 연구는 Roy의 적응 이론[19]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배경으

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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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

중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변수 간의 관

계를 검증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은 각각 단순 

매개효과가 있었고,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이

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은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 또는 사회적 위

축을 거쳐 순차적 매개를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자아

존중감 증진이나 사회적 위축 감소뿐만 아니라 이중문화 수용태

도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중재에 이론적 기반과 간호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

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며 사회적 위축을 완화하여

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더불어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강화,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사회적 위축의 

감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간호 중재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업하

여야 효과성이 크므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만

족도 증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학교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 수용태

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중재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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