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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혼동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비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평균적으로 비다문화 가정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

었으나, 매칭방법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특성, 부모의 양육방식의 특성을 조정한 이후에는 두 집단 간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부/모를 가진 다문

화가정 자녀라는 특성이 이들의 학교생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며, 다문화가

정 자녀의 취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는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양육방식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개입의 필요성과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를 포괄하는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비다문화가정, 학교생활적응,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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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사회는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가 아닌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59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사회의 주요 관심 상이 되는 다

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역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1) 

다문화가정에 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2000년 부터 집중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연구 상의 범위

가 외국인배우자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확 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 연구는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 활발히 실행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약 2,000편의 연구2)가 출판되어 있는 것으

로 기록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 연구 중 많이 연구되는 주제는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으로, 

자녀의 학교적응 실태부터 이들의 적응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 규명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

어 있는 상태이다(안은미, 2007; 이 주, 2008; 고유미․이정윤, 2009; 박계란․이지민, 2010; 박명

숙․송사리, 2010; 변은주․심혜숙, 2010; 은선경, 2010; 최성보, 2010; 2011a; 2011b; 황성동․박은

혜, 2010; 남상아․백지숙, 2011; 김 춘․이관식,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유독 중

요한 연구주제로 다뤄지는 이유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중문화에 속한 부모 아래 문화적 갈등을 경

험할 확률이 높고, 언어 구사력이 또래 한국인 자녀에 비해 떨어지며, 사회적 차별 및 편견에 노출되

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박

계란․이지민, 2010). 예로, 이 주(2007)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 및 사회

에서의 적응 수준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하 으며, 김갑성(2008)은 일반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학교생활에서도 문제를 보인다고 주장하 다. 즉, 많은 연구들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독특한 배경은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들의 

학교적응에 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은선경, 2010). 그렇다면 다

문화가정 자녀들은 실제 학교생활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혹은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문화가정이 아닌 

비다문화가정 자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적응을 보이거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보고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다수는 학교적응에 한 기준점 없이 단순히 다문화가정 자

녀의 학교적응 수준만을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으로서 다문화가정이 가질 수 있는 취

약점과 어려움을 기본 전제로 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연구의 전개와 결과는 자칫 

1) 2012년을 기준으로 약 283,224명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한국
인 배우자와 꾸리는 다문화가정은 총 266,547가구로 집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최근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50년의 외국인배우자의 수는 현재의 약 8배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되며, 한국사회 
구성원 중 20명 중 한 명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이삼식 외, 2010). 

2) 2013년 2월 기준으로 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문화 아동’ ‘다문화 자녀’라는 주요 단어로 검색했을 
시 나오는 학술논문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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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하면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 간의 적응수준을 비교 

탐색하는 절차가 누락된 상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학교적응에 있어 취약한 집단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에 한 낙인(stigma)과 선입견을 강화시키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이 되는 비다문화가정 자녀

의 학교적응수준을 같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두 집단의 적응수준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가 적응수준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약성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지애, 2008; 전경숙, 2008; 김은 , 2009; 김아 ·김수인, 

2011; 최성보 외, 2011). 하지만 이들은 학교적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

은 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를 추정하 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토 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

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다. 이아름(2012)의 경우, 위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학교적응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통제한 후 다문화가정 여부가 학교적응수준과 관계가 있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 실제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간의 학교생활수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

고하 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 간의 차이를 실

증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진일보한 연구결과이지만,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유의표

집하여 연구하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런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전국 아동·청소년을 

조사 상으로 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을 활용하고, 다변량 분석 방법 중 매칭(matching)을 사

용하여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면 히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다문화가정 자녀는 비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했을 때, 학교

생활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가?”이다.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를 비교 탐색함으로써 실

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적응에 있어 “고위험군 부적응” 집단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는 것은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연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향후 정책 및 서비스 수립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취약집단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266,547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평균자녀 수는 0.9명

으로 자녀가 1명인 가구가 약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정의 자

녀가 한국인 부모로만 구성된 가정과는 다른 문화적 요소를 가졌고 이것이 이들의 적응 양상에 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예로, 이석형(200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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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외모차이에 의한 차별 및 놀림 때문에 등교 거부 및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크며, 

외국인 어머니와 이중문화로 인한 자아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비행 및 반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부적응자로 발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또한 부모의 다른 문화적, 민족적 배경

은 부-모 간의 일치되지 않은 양육방식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가정 내 이중문화는 자녀로 하여금 문화

적 갈등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런 논의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Whaley

와 Francis(2006) 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와 같은 이중문화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가정 

자녀(monoracial children)에 비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사회적응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도 취약한 집단인가? 최성보(2011b:262)는 다

문화가정 자녀들이 비다문화가정의 자녀보다 “태생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 설명하 다. 그렇다면 이 열악한 환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것과 같

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분명 비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다른 성장 배경과 독특한 경험에 노출되어 있

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가 반드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문제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2012년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약 75%가 학교 공

부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하 으며, 한국어 능력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기록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08 : 

변은주․심혜숙, 2010에서 재인용), 학교적응수준도 낮지 않게 보고되며(전경숙, 2008), 행동문제 및 

부적응 정도도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노충래․홍진주, 2006).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비교한 이아름(2012)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여부는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양상에서 예측되거나 우려되는 문제는 반드시 

이들이 다문화가정 배경, 즉, 외국인 부/모와 한국인 부/모를 가졌다는 사실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Shackford(1984)는 오히려 다문화가정 혹은 이중인종(biracial)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가족

을 불안정하고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아동․청소년들이 보이는 여러 문제들은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나 이들의 이중

문화 혹은 이중인종 배경과 무관한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 다. 또한 오히려 

사회복지사와 교사들이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를 이들의 다문화, 다중인종배경과 연결시켜 사

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즉, 이중인종 자녀와 같은 다문

화가정 자녀들의 부정적 발달양상과 적응에 한 끊임없는 논의는 궁극적으로 이들에 한 선입견과 

편견을 생성해내고 유지,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사회의 병리

적인 집단으로 라벨링(labeling)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Nakashima, 1992). 실제 국내 다수

의 다문화가정 내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이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교육 및 방과 후 활동과 관련된 부모의 지원이 상 적으로 미비한 것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자

녀들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배경으로만 설명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한 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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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탐색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기준점을 제

시할 수 있는 비다문화가정 자녀와의 비교를 통해 적응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기준으

로 비교함으로써, 실제 유사한 환경 및 조건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지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당연한 현실로 이해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

녀들의 학교생활의 어려움, 부적응이 실제 이들의 ‘현실’인지, 혹은 오류인지 가늠하고,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연구에 중요한 역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학교가 교사

와 친구와의 관계 형성 뿐 아니라 향후 사회적 기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환경이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해주는 발달 상 매우 중요한 장이 되기 때문이다(은선경, 2010).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

교로 전환되고, 하루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면서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아동에

게 중요한 발달과제가 되며(Shek, 1997), 총체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로 인식되기도 한다(은선

경, 2010). 학교생활적응은 즉, 학교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

려는 모든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수업 및 학습활동에서의 적응,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에서의 적응, 학교 규칙 준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황성동․박은혜, 2010). 

3)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Desforges와 

Aboucharr(2003)은 부모, 확 가족, 또래집단과 같은 친 한 관계 속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아동

이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교회 등), 그리고 자녀의 개인적인 성향 및 능력에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이민가정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연구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요인은 가족기능과 자아탄력성이 있다. 특히 가족기능 중 부모

의 양육태도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및 적응 연구에 있어 중점적으로 연구되는 변인으로, 부분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일

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고 이런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

녀의 경우, 성장과정에 있어 많은 갈등과 혼란 등 적응 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남상아․

백지숙,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변인이라면, 동시

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한 고찰 또한 필요하다. 최근 들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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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보호요인으로 파악되는 요인으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해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Block and Block, 1980: 차유림, 2000: 15에서 재인용)으로, 위험요인에 노

출된 아동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보호적 기제라고 볼 수 있다. 

(1)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은 개인이 태어나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적 환경일 뿐 아니라 개인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심리적 환경이 된다(Shek, 1997).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치는데, 이는 향후 아동이 형성하게 되는 다양한 인관계의 모델이 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매우 중요한 틀이 된다

(박계란․이지민, 2010).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양육하는 가는 자녀의 자

아개념 형성 및 성장, 발달 및 적응에 큰 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양육태도란 부모 혹은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내는 일반적인 외현적 및 내현적 행동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의해주고, 자녀의 성격 형성 및 행동에 향을 미치며, 아동의 발달에 절 적인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밝혀지고 있다(Baumrind, 1991).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업 성적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향을 미치고, 반 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밝혀지고 있다(Kurdek and Fine, 1994). 예로, 과보호적인 어머니 아래 자란 아동의 경우, 그렇

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오동제 외, 

1993), 애정적이고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부모의 자녀의 경우, 문제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적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하 희, 2003).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의 경우 학교적응 역

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teinberg et al., 1991; Shek, 1997; Schaller et al., 2007). 초

기 청소년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삶의 만족을 연구한 손보  외(2012)의 연구에서 역시 부모가 애

정적이고 감독하는 태도(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 하 잘 아는 정도)를 가질수록 아동

의 학교적응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Steinberg 외(1991)의 연구에서 역시 부모가 민주적

이고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동의 경우 학업성취 및 심리사회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 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의 경우, 문제행

동을 보이고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명선․이순복, 2009; 김 춘․정민숙,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 적응 간의 관계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일치되게 보고되고 있다. 예로, 멕시칸 이주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성취도를 연구한 

Schaller 외(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도가 높아진

다는 결과를 보 으며,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을 연구한 신효선(2007)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력에 정적인 향을 미치며, 반 로 학교부적응과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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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하 다. 더 나아가, 구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를 연구한 황성동과 박은혜(2010)의 연

구에서도 역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향 뿐 아니라 건강한 자아

존중감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한 

자녀일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고, 학교적응수준도 높다는 것이다. 부모 모두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박계

란과 이지민(2010)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학교에 한 흥미도와 학

교 규범 준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도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신체적, 심리

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아동청소년기에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변화 및 스트레스 

상황에 해 잘 처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된다(강부자 외, 2012).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유사한 스트레스 사건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심리적, 사회적 양

상을 보이는 개인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이해되어 왔으며, 실제 학 , 이혼, 폭력 등에 노출

되었던 개인의 적응양상의 차이와 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Haskett et al., 2006). 

또한 자아탄력성은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도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긴장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향 요인임을 주장하 다. 이는 Scales 외

(2003)의 연구에서도 지지되는데, 실제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높은 학업성취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 주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연구한 Hanson과 Austin(2003)의 연

구에서 역시 높은 수준의 탄력성을 가진 고등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한 강부자 외(2012)의 연구에서도 자아

탄력성은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을 연구한 윤미아(2008), 변은주․심혜숙(2010) 및 김 춘․이관식(2013)의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예로, 초등학생을 상으로 자아탄력성, 가족지지, 학교생활의 관계를 연구한 변은주․심혜숙(2010)은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 역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특히 학

교규칙 준수와 학교수업 역에 있어 주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설명하 다.

(3) 인구사회학적 요인

두 집단 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보다 면 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과 더불어 학교생활적응수준에 향을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수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는 성별, 거주지

역 (도시 vs. 농촌지역), 부모의 교육수준과 더불어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로, 이지애(2007)는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했으며, Tinklin 외

(200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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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한 이아름(2012)과 황성동과 박은혜(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

이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거주 지역 역시 학교생활적응과 상관성이 있는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Darling(2005)의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적응수준이 도시 

학교의 학생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

동의 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발견되고 있다(최옥희․김용미, 2008). 부모와 관련된 변인 역시 학

교생활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

활적응 수준 및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Stanley et. al., 2008), 가족의 경제적 수

준 역시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정미, 2008; Williams, 2009; Stanley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차이를 보다 

면 히 검토하기 위해, 위 변수들의 향력을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중 초4패널과 중1패널 1차년도(2010년)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

하 다. 이 패널은 7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4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4

학년 및 중학교 1학년 아동 중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각기 95개, 78개 학급을 선정하여 학급

의 아동과 부모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다문화 가정 여부(다문화=1)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

며, 초 4패널 37명, 중 1패널 28명이 다문화 가정으로 확인되었다.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와 같이 다문화 가정 및 아동에 한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다문화와 비다

문화 아동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다문화 아동 사례 비중이 2%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문

화 아동과 비다문화 아동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을 분

석 자료로 활용하 다.

2) 연구 방법

다문화 여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여부를 결정

하는 관측 불가능한 요인과 결과 변수인 학교생활적응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선택 편의

(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손병돈, 2011), 평균 비교를 통한 추정은 한계를 갖는다. 

다문화 가정 여부에 향을 미치는 변량의 균형(balance)을 맞추는 방법의 하나는 널리 활용되는 

OLS 추정이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모델은 학교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문화 아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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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학교생활적응에 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 양육방식, 부모의 교육수준과 거주지역 등의 가

족배경 변수를 포함시켜 구성하 다. 

Guo와 Fraser(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혼동변수들이 실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OLS 추정치가 불편추정치가 되기 위한 기본 가정들이 만족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본 분석과 같이 집단의 수가 매우 적으면서 다른 집단과 혼동변수 값이 유사하지 않을 때, 소수 집단

의 혼동변수 값을 다른 집단의 혼동변수 값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평균회귀(regression toward the 

mean)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김현식․문혜진, 2012). 따라서 집단간 공변량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안적 방법이 필요한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매칭방법이다. 매칭은 다문화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다문화 아동을 선택하여 다문화 아동이 비다문화일 때의 가상적(conuterfactual) 결과를 체하여 

혼동변수의 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매칭 기법의 발달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GenMatch 방법을 사용했다. 

널리 활용되는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의 경우 적절한 성향점수 모델의 설정

이 결과에 큰 향을 미친다(Sekhon, 2011:10-13). GenMatch 방법은 유전자 검색 알고리즘

(evolutionary search algorithm)을 적용한 것으로 각 변수에 상 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향점수 

모델 설정 없이도 자료 전체의 최적 균형을 도출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GenMatch에는 R 프로그램

(버전 2.15.2)을 활용하 다(Sekhon, 2011). 매칭을 통해 혼동변수 향력을 최소화한 다문화 아동 여

부의 평균 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매칭 이후 과정으로서 매칭된 사례를 활용한 다변량분석을 수행

할 경우 편의가 없는 집단간 차이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Guo and Fraser, 2010). 매칭을 통해 집단간 

공변량의 균형을 확보하 더라도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 여부의 향력

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Dehejia and Wahba, 2002), 본 연구에서도 매칭 후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적

용하 다.

다문화 사례수가 적어 독립 변수의 결측으로 인한 사례의 유실은 분석의 가능성을 크게 제한한다. 

따라서 다중 체를 통해 사례의 유실을 막고자 하 다. 제시된 결과 중 기초적인 통계는 원자료를 사

용하 고, 회귀분석과 매칭에는 다중 체된 20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

하여 제시하 다. 다중 체와 통합분석에는 STATA(버전 12)를 활용하 으며, 모든 분석에는 패널에

서 제공된 기본가중치를 적용하 다.

3) 변수의 측정3)

(1) 다문화 가정 여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은 부모 조사 설문에 ‘해당 학생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까?’를 묻고 있으

3) 척도에 한 설명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및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수록 내용을 기초로 작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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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항에 한 설명으로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새터민(탈북자) 가정, 중국 조선족 가정 등을 말합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응답

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하 다. 

(2)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수, 교우 관계, 교사 관계 각 5개 문항 총 20개 문항으로 측

정되었다. 민병수(1991: 정화실, 2009에서 재인용)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

항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하여 구성된 척도이다.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학교 숙제 등을 빠뜨리지 않고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우리 반 아

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측

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 수준이 높도록 부정적 질문의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을 역점수화하 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68이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한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등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도록 역

점수화하여 측정하 다. 척도의 신뢰도는 0.848이다.

(4) 가구 및 부모 특성 변수

① 가구의 경제  수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욕구소득비, 빈곤 여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구

의 소득과 가구원수 정보가 필요한데,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에 정확한 가구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가족 구조 항목에서 부모의 수(양부모/한부모)가 조사되었고 형제자매 수 항목이 존재

하지만, 조부모가 있는 경우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으며 친척이나 동거인의 수에 한 정보 역시 없

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부모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을 1명으로 설정하 고 친척 등의 동거인의 수는 반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분석의 가구원수는 실 가구원수보다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가구의 월소득이 가구원수별로 설정된 2010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빈곤가

구(=1)로 측정하 다. 가구원수의 과소추계로 인해 빈곤가구의 비중 역시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부모 교육수 과 양부모 여부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 졸, 졸, 학원졸의 5개 구간으로 측정되었으나 ‘고졸 

이하’와 ‘ 졸 이상’으로 축약하여 사용하 으며 부와 모의 교육수준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 다. 부나 

모가 없는 경우 교육수준에 결측이 다수 발생하여 부나 모가 없는 경우를 ‘0’, ‘고졸 이하’를 ‘1’로, ‘

졸 이상’을 ‘2’로 측정하 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양부모인지 여부를 측정하 는데, 양부모인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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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하 고 한부모 또는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를 ‘0’으로 하 다. 

③ 거주지역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에 도시와 농어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변수는 없고, 하위 주소로 읍

/면/동 구분이 존재한다. 군부 밑의 읍면은 농어촌 지역으로, 시/구 밑의 동은 도시 지역 거주로 보아 

읍 또는 면에 거주할 경우를 ‘1’로, 동 거주를 ‘0’으로 측정하 다. 

(5) 양육방식

원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로 원척도에서는 부와 모 각각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나, 부모에 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 다. 문

항 중 방임과 처벌에 관한 문항은 제외하여 감독(3문항), 애정(4), 비일관성(3), 과잉기 (4), 과잉간

섭(4) 및 합리적 설명(3)의 6개 하위 역으로 구성된다.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수준이 높도록 역점수화하 다. 하위 역 각각의 신뢰도는 

감독 0.731, 애정 0.827, 비일관성 0.609, 과잉기  0.660, 과잉간섭 0.632, 합리적 설명 0.752 이다. 

(6) 기타 통제변수

아동의 기본적 특성으로서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수로 모델에 포함시킨다. 성별은 ‘여성’을 ‘1’, 남성

을 ‘0’으로 측정하 고, 학년은 초4와 중1 패널을 통합하 으므로 중1인 경우를 ‘1’로, 초4인 경우를 ‘0’

으로 하 다. 

4.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 주요 변수들의 사례수와 평균 혹은 백분율, 표준편차를 제시하 고, 마지막 칸에는 다중

체 이전의 결측치 비율과 다중 체된 20개 자료의 평균 혹은 백분율을 제시하 다. 다문화 아동의 

비율은 1.42%로 초 4 16.12%, 중1 1.25%로 초 4에서의 비중이 상 적으로 높았다. 

부분의 변수에서 결측치 비율은 1% 미만으로 적었으나, 가구의 빈곤여부의 경우 5.82%가 결측

되었고 빈곤가구 비율이 10.41%에서 다중 체 이후 10.59%로 다소 증가하 다. 부모의 교육수준 특

히 모의 교육수준의 결측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으나 다중 체 전후 비중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변수인 학교생활 적응, 자아탄력성 및 양육방식의 왜도는 –0.815∼0.109, 첨도는 –0.392

∼0.430으로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아동만으로 살펴보아도 

왜도 –0.739∼0.300, 첨도는 –0.800∼0.383으로 마찬가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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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측정
사례수
　

평균

/백분율

표준

편차　

다중대체

결측
비율1)

평균
/백분율2)

학교생활 적응 4점척도3) 4728　 1.95　 0.43　 -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1 4728 1.42 　 - -　

아동 성별 남성=0, 여성=1 4728 49.63 　 - -

중학생 여부 초4=0, 중1=1 4728 51.69 - -

자아탄력성 4점척도 4726 1.97 0.47 0.04 1.97

가족구조 양부모가정 양부모가정=1 4723 88.12 0.11 88.12

부모  
교육수준

부
교육수준

아빠없음=0 4706 7.10 0.47 7.07

고졸 이하=1 41.16 41.23

졸 이상=2 51.74 51.70

모
교육수준

엄마없음=0 4692 5.58 0.76 5.54

고졸 이하=1 54.06 54.15

졸 이상=2 40.36 40.31

경제적 
수준

빈곤여부
(가구소득<=최저생
계비) =1

4453 10.41 　 5.82 10.59

거주지역 동=0, 읍면=1 4726 11.88 　 0.04 11.87

양육
방식

감독 4점척도 4725 2,26 0.65 0.06 2.26

애정 　 4726 2.15 0.66 0.04 2.15

비일관성 　 4724 1.40 0.73 0.08 1.40

과잉기 　 4726 1.59 0.68 0.04 1.59

과잉간섭 　 4726 1.43 0.68 0.04 1.43

합리적 설명 　 4725 1.98 0.70 0.06 1.98

주: 1) 결측치 비율, 2) 다중 체된 20개 자료의 평균 혹은 백분율. 나머지 사례수는 다중 체 이전의 결과
치. 모든 자료는 기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 모든 4점척도는 1=‘매우 그렇다’∼ 4=‘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음. 

<표 1>  분석 자료의 기술통계

2)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간 학교생활적응 차이 추정

(1)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간 평균 비교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비다문화 가정 아동 특성의 평균 비교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이는 다

중 체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다문화 아동과 비다문화 아동의 평균적인 학교생활적응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1.77, 비다문화는 1.96으로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더 낮았다. 

학교생활적응 이외의 다른 특성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아동의 성별은 여성이 

40.8%로 비다문화 49.76%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문화 가정에서 여아의 비중이 유독 

높을 이유는 없으므로, 이는 적은 사례수로 인한 선택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년구성

에 있어서는 다문화 아동의 경우 초4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다문화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아동 중 여성보다 남성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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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균 0.92, 여성 1.99), 이는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평균을 낮춰 비다문화 아동과의 차이를 

과  추정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반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중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

기 때문에(초등학생 평균 2.10, 중학생 1.82) 높은 초등학생 비율은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4) 

이외에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문화아동이 비다문화 아

동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 으며, 가족 및 부모의 특성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부모의 저학력비중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아동 가정의 빈곤율은 29.71%로 비다문화 10.14%에 비해 두 배에 

달했다. 본 연구의 빈곤율이 과소 추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정의 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나며, 거주지역 역시 읍면 지역 비중이 비다문화 아동에 비해 매우 높았다(다문화 

29.79%, 비다문화 11.72%). 양부모 가정의 비율은 다문화 아동이 상 적으로 높았으나 큰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다문화 90.01%, 비다문화 88.09%). 양육방식에 있어서는 긍정적 양육방식에 해당되

는 하위 역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점수가 낮고, 부정적 하위 역인 비일

관성, 과잉기 , 과잉간섭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변수명 다문화 비다문화 차이검증1) 확률

사례수 65 4,663 -

학교생활 적응 1.77 1.96 0.004

아동 성별(여성 비율) 40.80 49.76 0.186

중학생 여부 45.25 51.78 0.337

자아탄력성 1.83 1.97 0.031

가족구조 양부모가정 90.01 88.09 0.676

부  
교육수준

아빠없음 3.74 7.15 0.000

고졸 이하 69.60 40.74

졸 이상 26.66 52.10

모 
교육수준

엄마없음 6.37 5.57 0.679

고졸 이하 59.46 53.98

졸 이상 34.17 40.45

경제적 수준 빈곤여부 29.71 10.14 0.000

거주지역 22.79 11.72 0.007

양육
방식

감독 2.10 2.26 0.078

애정 1.97 2.15 0.020

비일관성 1.56 1.40 0.117

과잉기 1.60 1.59 0.941

과잉간섭 1.59 1.43 0.117

합리적 설명 1.82 1.98 0.070

주: 1) 연속변수는 t-test p-value, 더미변수는 Pearson Ch2 p-value를 제시함

<표 2>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특성 비교(평균  백분율)

4) 학교생활적응 이외에도 자아탄력성(초등 평균 2.02, 중학생 1.92), 빈곤비율(초등 8.9%, 중등 11.8%) 

등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사례수 등으로 인해 통합적인 
분석을 수행하 으나 연령에 따른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중요한 후속 연구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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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비교

다음 단계로 학교생활 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집단 간 학교생활 적응

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두 집단 간 사례수의 차이로 인한 선택 편의는 OLS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적절하게 보완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아래의 다중회귀분석은 최종적인 매칭 적용방법과의 비교를 위한 사전 분석에 

해당된다. OLS 회귀분석에는 다중 체를 적용한 20개의 자료가 활용되었고, 이를 통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모델 I]은 다문화 여부와 함께 성별과 학년(중학생 여부), 자아탄력성 변수로 구성하

다. 모든 변수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단순 평균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 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비다문화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회귀계수 –0.130, p-value=0.002).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β std. err β std. err β std. err

다문화 여부 다문화=1 -0.130 ** 0.041 -0.083 * 0.039 -0.095 * 0.039

성별 여성=1 0.075 *** 0.010 0.052 *** 0.009 0.053 *** 0.009

중학생 여부 중학생=1 -0.234 *** 0.010 -0.189 *** 0.010 -0.194 *** 0.010

자아탄력성 0.455 *** 0.010 0.342 *** 0.011 0.349 *** 0.011

부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0.010 　 0.044

(기준:아빠없음) 졸 이상 　 　 0.059 　 0.044

모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0.040 　 0.043

(기준:엄마없음) 졸 이상 　 　 0.065 　 0.044

가족구조 양부모=1 　 　 0.043 　 0.045

경제적 수준 절 빈곤=1 　 　 -0.009 　 0.017

거주지역 읍면=1 　 　 -0.034 * 0.014 -0.044 ** 0.014

양육방식 감독 　 　 0.109 *** 0.008 0.117　***　 0.008　

애정 　 　 　 0.099 *** 0.010 0.109　*** 0.009

비일관성 　 　 　 -0.018 * 0.008 -0.020 **　 0.007　

과잉기 　 　 　 -0.004 　 0.009 　 　

과잉간섭 　 　 　 -0.020 * 0.009 -0.024　**　 0.008　

합리적 설명 　 　 　 0.013 　 0.009 　 　 　

상수 1.146 *** 0.027 0.816 *** 0.050 0.910 *** 0.028

adjusted R2 0.374 　 　 0.465 　 　 0.455 　 　

주) 1) * : p<.05, ** : p<.01, *** : p<.001, 2) 다문화가정 n=65, 비다문화가정 n=4,663

<표 3>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요인: 다 회귀분석 (N=4728)

[모델 II]는 [모델 I]에 포함된 변수와 함께 가족 및 부모 특성 변수, 양육방식 하위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이다. 모델의 설명력은 수정 R2이 [모델 I] 0.374에서 [모델 II] 0.465로 증가하 고, 다문

화/비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는 [모델 I]에 비해 감소하 으나(회귀계수 –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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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0.031), 여전히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양부모 여부 및 가구의 빈곤여

부와 같은 변수들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만으로 구성

한 모델이다. [모델 III]을 구성한 이유는, 이후 매칭 방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할 경우, 사례

수가 감소하여 많은 변수를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간결한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이

다. [모델 III]에서도 두 집단간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3) 매칭을 통한 다중회귀분석

마지막 분석 단계는 다문화 아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다문화 아동을 매칭을 통해 선별하고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매칭된 사례를 활용한 회귀분석에 앞서 매칭의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칭 사례 추출에는 앞

선 [모델 II]에 포함된 변수를 모두 활용하 고, 1:1로 매칭을 수행했다. 아래 <표 4>는 다중 체 20개 

자료 중 하나의 매칭 결과로 매칭 이전과 이후 변수의 상태를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

매칭 이전 매칭 이후 매칭 이전 매칭 이후

자아
탄력성

다문화 평균 1.830 1.830

성별

0.408 0.408

비다문화 평균 1.970 1.886 0.498 0.405

std mean

difference
-28.792 -11.543 -18.220 0.592

t-test p-value <2.22e-16  < 2.22e-16 <2.22e-16 0.012

KS statistic 0.139 0.108

양육
방식 : 
감독

다문화 평균 2.104 2.104

중학생 
여부

0.452 0.452

비다문화 평균 2.261 2.119 0.518 0.455

std mean

difference
-23.533 -2.207 -13.126 -0.503

t-test p-value <2.22e-16 0.000 <2.22e-16  0.183

KS statistic 0.108 0.046

양육
방식 : 
애정

다문화 평균 1.969 1.969

거주
지역

0.228 0.228

비다문화 평균 2.154 2.069 0.117 0.228

std mean

difference
-30.012 -16.234 26.411 0.000

t-test p-value <2.22e-16 <2.22e-16 <2.22e-16  1.000

KS statistic 0.185 0.108

양육
방식 : 
비일관
성

다문화 평균 1.559 1.559

비다문화 평균 1.404 1.479

std mean

difference
21.557 11.168

t-test p-value <2.22e-16 <2.22e-16

KS statistic 0.079 0.062

<표 4>  매칭 결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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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력성의 매칭 이전 평균은 다문화 1.830, 비다문화 1.970으로 0.140의 차이를 갖는데, 매칭 후

에는 평균차이가 0.056으로 감소하 다. 표준화 평균차(standardized mean difference)는 두 집단의 평

균차를 표준편차로 나누어준 값으로, 매칭 이전 –28.792에서 –11.543으로 절 값이 감소하 다. 

t-test 결과 매칭 후에도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 으나 Kolmogorov-Smirnov (KS) 통계치는 감소

하여 두 집단의 분포 차이가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KS 값은 두 집단의 누적 분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수치의 감소는 집단간 차이가 매칭을 

통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변수들에서도 매칭 이후 두 집단의 차이가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칭을 통해 추정된 다문화 아동 여부의 효과는 -0.122(std err 0.061, p-value=0.022)5)이다. 이는 

매칭 이전의 평균차 –0.19(=1.77-1.96)에 비해 집단간 차이가 적게 추정된 것이고 매칭 이전 회귀분

석(모델 II)의 추정치인 –0.083보다는 큰 차이이다. 

매칭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공변량이 균형을 이룬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통제를 위해 

매칭된 사례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고, 앞서 매칭 이전 수행한 OLS 추정 결과와 함께 아래 

<표 5>에 제시하 다.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매칭 이전 매칭 이후 매칭 이전 매칭 이후 매칭 이전 매칭 이후

다문화 여부 다문화=1 -0.130 ** -0.106　 -0.083 * -0.083　 -0.095 * -0.094　

성별 여성=1 0.075 *** 0.201 ** 0.052 *** 0.131　 0.053 *** 0.144 *　

중학생 여부 중학생=1 -0.234 *** -0.310 *** -0.189 *** -0.201 ** -0.194 *** -0.223 **

자아탄력성 　 0.455 *** 0.533 *** 0.342 *** 0.244 ** 0.349 *** 0.262 **

부 교육수준
(기준:아빠없음)

고졸 이하 　　 　　 0.010　 -0.169　 　 　

졸 이상 　　 　　 0.059　 0.033　 　 　

모 교육수준
(기준:엄마없음)

고졸 이하 　　 　　 0.040　 -0.025　 　 　

졸 이상 　　 　　 0.065　 -0.153　 　 　

가족구조 양부모=1 　　 　　 0.043　 0.092　 　 　

경제적 수준 절 빈곤=1 　　 　　 -0.009　 -0.035　 　 　

거주지역 읍면=1 　　 　　 -0.034 * 0.000　 -0.044 ** -0.037　

양육방식 감독 　　 　　 0.109 *** 0.185 ** 0.117 ***　 0.181 **

　 애정 　　 　　 0.099 *** 0.213 * 0.109 *** 0.206 **

　 비일관성 　　 　　 -0.018 * 0.060　 -0.020 **　 0.009　

　 과잉기 　　 　　 -0.004　 -0.062　 　 　

　 과잉간섭 　　 　　 -0.020 * -0.033　 -0.024 **　 -0.030　

　 합리적 설명 　　 　　 0.013　 -0.023　 　 　 　　

상수 1.146 *** 0.960　*** 0.816 *** 0.839 * 0.910 *** 0.685 ***

주 1) * : p<.05, ** : p<.01, *** : p<.001, 2) 매칭 이전 사례수=4,728, 매칭 이후 사례수=127

<표 5>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요인 : 매칭 후 회귀계수 비교

5) ATT 추정 결과는 다중 체된 20개 자료의 ATT 추정치를 Rubin(1987)이 제시한 방법에 의거하여 
통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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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이전, 다문화 아동과 비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는 모든 모델에서 유의하 으나 매칭

을 적용하여 공변량을 최 한 일치시킨 후 분석한 결과, [모델 Ⅰ]에서는 매칭 이후 회귀계수의 크기

가 감소하고(-0.130→0.106), 매칭 이후에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변수를 통제한 [모델 Ⅱ]와 [모델 Ⅲ]에서는 매칭 전후 계수의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매칭을 통해 두 집단 간 성별과 중학생 

여부, 자아탄력성과 양육방식 등의 공변량의 균형을 이룬 결과,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간에 학교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5. 결론

다문화가정은 비다문화가정보다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거나 성

장하면서 가정 내 이중문화에 적응하고 가족 내 문화와 가족 외 한국사회에서의 문화 차이를 지속적

으로 조율해 나가야 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비다문화가정의 자녀보다 더 많은 사회적 도전을 경험

하고 극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다문화가정이 당면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전제로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가?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교생활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다문화가정에 한 연구의 전제에 한 의문으로 시작된 연구이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비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했

을 때 이들의 적응수준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나아가 비교 상을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과 유사

한 자녀로 비했을 때, 실제 두 집단 간의 적응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을 다루기 위해 공개 데이터로는 국내 유일하게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가정(비다문화)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과 일반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기초분석을 통해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비다

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 (2009), 김아 과 김수인(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생활적응의 평균 비교를 수행한 

결과이다. 또한 양육방식에 있어서도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긍정적인 양육방식의 역

인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 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반 로 부정적인 양

육방식의 역인 비일관성, 과잉기 , 과잉간섭에서는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는 즉,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알려

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역시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

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외, 가족의 특성에서 역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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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다문화가정의 절 빈곤 비율이 더 높았고, 부모의 학력수준 역시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여부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즉, 다른 부모

와 개인의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는 비다문화가정 자녀보다 학

교생활적응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를 보 는데(신효선, 2007; 박계란․이지민, 2010), 즉, 긍정적 양육방식은 학교적응 수준을 

증가시켰고 반 로 부정적 양육방식의 하위 역인 비일관성과 과잉간섭은 적응수준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취약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을 매칭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앞

서 매칭 이전에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실제 자녀의 성별, 거주지역, 학년, 자

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특성이 다문화 아동과 유사한 비다문화 아동과 다문화 아동을 비

교했을 때에는 다문화가정 여부가 학교생활적응수준과 무관한 것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는 평균 

비교와 다중회귀분석에서의 학교적응의 차이가 비교집단의 사례수로 인한 선택편의와 평균으로의 회

귀 등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비교 집단의 사례수로 인한 매칭 전후의 결과 차이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물질적 빈곤경험 차이를 검토한 이승호(2012)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비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의 차이는 다문화가정 

여부가 아니라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는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모두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데 개입의 초점을 두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개인에 한 접근을 넘어 이들 가족까지 개입을 확 하여,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이전까지 일부 기정사실 혹은 전제로 이해되어온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취약성 논의 자체의 문제점을 확인시켜준다. 실제 다문화가정 내 자녀가 심리․정서적으로, 또한 사회

적으로 취약하지 않다는 결과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노충래․홍진주, 

2006; 전경숙, 2008; 이아름, 2012; Tizard and Phoenix, 1995) 불구하고 이들의 취약성 논의는 지속

되고 있다. Beiser(2005:32)은 이런 논의를 “병든 패러다임 효과(sick paradigm effect)”라 주장하며, 

이는 이민자들을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적 보호와 개입이 필요한 집단이라 간주하

는 병리적 관점이라 설명한다. 물론 이런 관점이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민자와 소수민족

의 권리와 욕구를 보장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정책 및 서비스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

다. 물론 집단 간 비교에서 나타났듯이 다문화 가정과 그 아동들은 비다문화 가정에 비해 부모의 학

력수준이 낮고, 더 빈곤하며 자아탄력성이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문화가정에서 독특하게 발생하는 현상인지, 학력 수준이 낮고 빈곤한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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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취약성에 근거하여 불과 5∼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서비스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동정적인 관점(sympathetic)”(Hsia, 2007:37)은 종종 상 집단을 

우리가 아닌 “그들(others)”로 설정하고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낳고, 그들은 우리가 될 수 없고 우

리는 그들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다문화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인족․민족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 정책 및 실천현장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은 사회와 

분리되어 특별집단으로 취급되고 관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서비스지원센터가 따로 

존재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역시 비다문화 가정과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는 실

정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학습지원서비스 등이 각 지자체에서 따로 기획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따로 분리되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다문화가정에 한 집중적인 관심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제도가 의도치 않게 이들을 우리와는 다른 ‘그들’로 분리하여 한국사회의 

원한 주변인으로 머물게 하지는 않는지에 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로서의 발돋움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정책부터 실천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와 개입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산물로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마련되고 제공되고 있다. 변화와 맞물려 다문화가

정과 구성원에 한 연구도 풍부하게 축적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국내 다문화가정 

연구에서 팽배한 부정적 관점에 해 의문을 가지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연 다문화가정

이 현재 논의되는 것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문제되는 취약집단인가에 해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이런 관점에 한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로써, 다

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를 비교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했을 시, 특별

히 취약하지 않은 집단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가 다문화가정 자녀인가가 아니라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지

속적인 관심과 관여를 알리는 감독과 애정이라는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다

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기획되고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개입보다는 비다문화와 다문화가

정자녀와 그 가족들을 모두 상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 및 개입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다문화가정 연구에 있어 병리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다 면 히 이들

의 적응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을 사회 다른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다

문화가정지원 정책 및 서비스 방향에 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매칭 분석방법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

응을 비교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동시에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에 있어 여러 제

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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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활용한 연구로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표성 있는 아

동․청소년 표본을 확보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와 반 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표본의 수가 

절 적으로 작고, 표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자녀 표본 수가 작은 문제로, 실제 학교생활적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다문

화가정 자녀의 낮은 적응 수준이 빈곤, 가족구조, 사교육 여부 등 여러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지 못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본 수를 확 하여 자녀의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적응에 있어 또 하나 주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차별 및 소외 경험에 해 추가적으

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차별경험을 경험하고 학교에서 소외

나 왕따 등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여성가족부, 2013), 이런 경험이 이들

의 심리사회적응에도 향을 미친다는 점(김혜미 외, 2011)을 고려할 때  이런 경험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런 차별경험이 비단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이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며, 

한부모가정 및 빈곤가정 자녀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왜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지각되

었는지에 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는 아동이 ‘지각하

는’ 태도로 조사되었는데, 실제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경향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함에 따라 이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여부를 단순히 다문화가정인지 아닌지에 한 질문에 한 응답에 따라 처리하여, 실제 다문화가정의 

구체적인 문화적 특성(외국인 부/모의 출신국가, 어머니의 거주기간/언어실력 및 자녀 스스로의 국외

거주 경험 및 한국 거주기간/언어실력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

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적응수준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를 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부

모의 이중문화와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보다 면 히 살펴보고, 이것이 자녀의 적응양상에 향을 미

치는 지 탐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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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Adjustment: Compari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of Non-Multicultural Families

Kim, Hyem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Moon, Hey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adjustment has been a popular topic among scholars in multicultural 

family studies, and they commonly report poor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without subjects for comparison, these findings 

may be considered premature. This study investigate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y comparing their adjustment level to that 

of children from families with Korean parents. By using the matching procedu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hildren's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attributes to their school adjustment with children's observable characteristics 

paired and matched. For the analyses, the first and fourth wave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data were used. When the school adjustment 

level was examined before the matching procedure, the school adjustment level 

was indeed lower am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family 

statu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chool adjustment. However, when two 

groups were paired and matched using matching, the family background had no 

significant effect, indicating that school adjustment is not predicted by their 

multicultural family statu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also 

discussed in the paper.

Key words: school adjustment,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families, children 

and youth,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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