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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대학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하여대학생

활적응을향상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국유학생들에게 차문화를통해서자신을 존중하고사랑하는 참나를 만나는

참나다례의 직접적체험과참나다례앱에 중국어를 첨가한참나다례앱의융합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P시에 소재

한 T대학교 중국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 참나다례 체험 프로그램 주1회 4회기, 참나다례 앱 보기는

매일 2번 이상 보기로 30일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참여전중국유학생들의문화적응스트레스점수평균

은 98.5(SD 9.63)였고, 프로그램 참여 후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 평균은 93.9(SD 9.67)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점수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6.702***, P=.000). 따라

서 본 프로그램은중국 유학생들에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유의미하게 감소하여 대학생활적응 향상에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 중국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 참나다례, 참나다례 앱

Abstract Recently, at universit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hina is increasing, and
we want to improve their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this research, we applied a fusion program of the
tea ceremony to respect and to enhance true self through tea culture for Chinese students and seeing the
tea ceremony application in Chinese. The targeting 10 international students in T University of P City have
participated directly to the tea ceremony experience program once a week for 4 sessions, and watching the
tea ceremony app twice or more everyday for 30 days. As the result, the average stress score of cultural
adaptation of Chinese students befo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as 98.5 (SD 9.63),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at was 93.9 (SD 9.67).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tress score level of
cultural adaptation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Z=6.702***,
P=.000). Therefore, this program can be effective to reduce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to Chines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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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적응(adjustment)이란 환경적 요구에 대

한 반응으로서 개인이나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특히 특정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이동과 같

은변화속에서는문화적응이요구된다[1]. 최근 들어대

학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연 중국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유학생들은 향수병,

음식문제, 언어문제, 의료서비스, 경제적문제, 미래의직

업에대한계획, 우정을발전시키는일, 일상사, 이성과의

사회적 관계, 집을 구하는 일,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일,

문화적·종교적관습을지속하는일, 사회의 폭력, 인종차

별, 새로운관습과교육체계에적응하는일등에대한걱

정과요구를가지고있다[2, 3, 4]. 중국인 유학생들의 스

트레스중가장높은것은고향에대한그리움이며, 문화

적차이로인한문화충격과의사소통의어려움으로인한

스트레스, 고립감, 차별감 등이 주요 스트레스의 근원으

로작용한다는선행결과를얻었다[5]. 한국체류중국동

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문화적응스트레스를더크게경험하는것으로

나타났다[6]. 학업을목적으로하는유학생들은외로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대학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문화적응스트레스를낮출수록대학생활적응이좋아

질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소 중에서 특히

문화적충격, 향수병, 기타(사회적고립감, 의사소통의어

려움, 열등감)의수준이높았다. 국내의중국유학생의수

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유학생들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중국과 한국의 공통적인 소통

의 문화로 차문화가 있다. 차문화는 동양의 정서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져 주고, 보

다 근원적으로 심신을 수신하게 하여 통일과 안정을 얻

는데효과적이다[8,9]. 따라서본연구에서는중국유학생

들은대부분자아정체감을획득해야하는청년기시기이

므로 진실한 나를 느끼고 이해하기 위하여 다례를 통해

서자신을존중하고사랑하는참나를만나는참나다례를

직접적 체험과 표준 웹 프로토콜 기술을 활용한 참나다

례 앱에 중국어를 첨가한 참나다례 앱을 융합하여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하고자 한다

[10,11,12]. 그러므로본연구의 목적은중국유학생의문

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참나다례와 앱의 융합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 구성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참나

다례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은 직접적 참나다례 체험과

참나다례 앱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직접적 참

나다례체험프로그램구성은 1회기는중국유학생대상

자들서로의이름, 나이, 가족관계등자기소개와본프로

그램의 의미를 설명한다. 차를 마시며 자기소개의 자유

로운자기개방을통하여참가자들끼리서로친밀감을형

성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참나다례를 익히고,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참나다례와 앱의 융합 프로

그램을 설명한다. 2회기부터 4회기까지는 도입, 전개, 정

리의 틀로 항상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 도입에서는 참가

자들을반갑게맞이한후자리를정돈해서앉고나서안

정된 분위기 속에서 죽비를 쳐서 명상을 하고 참나다례

를직접행한다. 전개에서는지난한주에있었던일의이

야기와 참나다례 앱 보기를 통한 일들을 참가자 한사람

씩 돌아가며 이야기한 후,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는 그

동안의 자신이 해왔던 수많은 활동과 생각들을 뒤로 미

루고, 좀더온전히진실한나를느끼고이해하기위하여

다례를통해서자신을존중하고사랑하는참나를만나는

참나다례를 하며 차를 마신다. 참나다례를 한 후 정리단

계에서는 편안된 분위기속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 소감

을나누고난후에죽비를치면명상을하고마무리한다.

차를 한 모금 음미하며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비우고 그윽한 차향이 스며드는 찻잔을 보며 홀로 마시

는차는깨달음이며, 바로자기자신을느끼고아는것이

다. 즉, 참나다례는 차문화로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참나를 만나는 다례이다. 참나다례 앱은 참나

다례에표준웹프로토콜기술인 HTTP와 HTML5 기술

을 활용한 것이다[12]. 참나다례 앱은 차와 나를 소통하

기 위하여 다도구와 나를 정화하는 단계, 나를 이해하며

차 우리기 단계, 나를 존중하며 차 마시기 단계, 참나를

만나는단계로구성되어있다[12]. 본 연구에서활용하는

참나다례 앱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

국어로 참나다례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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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참나

다례와앱의융합프로그램은 P시에 소재한 T대학교중

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 참나다례 체험 프로

그램 주1회 4회기, 참나다례앱 보기는 매일 2번 이상 보

기로 30일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참나다례와 앱의 융

합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참나다례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중국 유학생들의 문

화적응스트레스점수에유의한차이가나타났는지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국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Sandhu & Asrabadi[15]가 개발한

Accult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번

안한 이승종[16]의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

보완한 황지인[17]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

였다. 척도의하위영역은지각된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사회적 고립, 열

등감, 의사소통)로 총 33문항 7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

적응스트레스척도의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90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영역

별 문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ub-domains, Questions and Reliability of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Scale

Sub- domains Question No.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Perceived
Discrimination

3, 9, 11, 14, 17, 22 6 .71

Homesick 1, 6, 20, 32 4 .66
Perceived
Hostility

4, 15, 19, 23, 30 5 .79

Fear 7, 25, 28 3 .65
Culture Shock 2, 13, 21 3 .80
Guilty 10, 31 2 .64

Etc
5, 8, 12, 16, 18, 24, 26,

27, 29, 33
10 .81

Total 33 .90

본연구는 P시에소재한 T대학교에재학중인학부와

대학원의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

를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는 10명을 선정하여 연구 대상

으로 하였다.

중국 유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자

가 5명, 남자가 5명이었으며, 연령은 20~22세가 4명,

23~25세가 4명, 26세이상이 2명이었다. 학력은 8명이학

부 재학 중이었고 2명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중국

유학생들의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udents   (N=10)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5 (50%)

5 (50%)

Age Group

20~22

23~25

26+

4 (40%)

4 (40%)

2 (20%)

Education
Undergraduate

Graduate

8 (80%)

2 (20%)

4. 연구결과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

례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 참여가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측정도구점수차이에대한윌콕슨부호-서열검정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

하였다. 윌콕슨부호-서열검정은표본의크기가작아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모수적 방법의 적

용이어려울때사용할수있는비모수적검정방법이다.

프로그램 참여 전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 점수 평균은 98.5(SD 9.63)였고, 프로그램 참여 후 문

화적응스트레스점수평균은 93.9(SD 9.67)로 나타나프

로그램참여전과참여후의문화적응스트레스점수수

준은유의한차이가나는것으로확인되었다(Z=6.702***,

P=.000). 즉, 중국 유학생들의문화적응스트레스감소를

위한 다례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

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를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 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지각된 차별감 점수는 사전검사에

서 평균 19.0(SD 3.16)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8.2(SD 3.62)로 0.8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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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4.000**, P=.003). 이는 다

례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들의 차

별감 관련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향수병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4.0(SD 1.05)이었

으며사후검사에서는평균 13.6(SD 0.97)로 0.4 낮아졌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2.449*, P=.037). 즉, 다례와앱의융합 프로그램에 참

여한중국유학생들의향수병관련문화적응스트레스는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각된 적대감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3.1(SD

1.60)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2.1(SD 1.37)로 1.0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354**, P=.008). 즉, 다례와앱의융합프로

그램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들의 적대감 관련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되었다.

두려움점수는사전검사에서평균 6.9(SD 0.99)이었으

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6.3(SD 0.68)로 0.6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2.714*, P=.024). 즉, 다례와앱의융합 프로그램에 참

여한중국유학생들의두려움관련문화적응스트레스는

프로그램참여전보다감소되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문화적충격 점수는사전검사에서평균 10.0(SD 0.47)

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9.5(SD 0.53)로 0.5 낮아

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Z=3.000*, P=.015). 즉, 다례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

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 충격 관련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되었다.

죄책감점수는사전검사에서평균 5.5(SD 0.97)이었으

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4.9(SD 0.88)로 0.6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3.674**, P=.005). 즉, 다례와앱의융합프로그램에참

여한중국유학생들의죄책감관련문화적응스트레스는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사회적고립, 열등감, 의사소통) 점수는사전검사

에서 평균 30.0(SD 3.16)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9.3(SD 3.34)로 0.7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3.280*, P=.010). 즉, 다례

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들의 사회

적고립, 열등감, 의사소통관련문화적응스트레스는프

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되었다.

위의 결과들은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례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이 중국 유학생

들의문화적응스트레스감소에유의미한효과가있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점수에 대한

사전 사후 결과 비교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Score Pre- and Post-result for Chinese 
Students                             (N=10)

Cultural
Adaptation
Stress
Score

Sub- domains
Pre Avg.
(Standard
Error)

Post Avg.
(Standard
Error)

Z P

Perceived
Discrimination

19.0(3.16) 18.2(3.62) 4.000** .003

Homesick 14.0(1.05) 13.6(0.97) 2.449* .037

Perceived
Hostility

13.1(1.60) 12.1(1.37) 3.354** .008

Fear 6.9(0.99) 6.3(0.68) 2.714* .024

Culture Shock 10.0(0.47) 9.5(0.53) 3.000* .015

Guilty 5.5(0.97) 4.9(0.88) 3.674** .005

Etc 30.0(3.16) 29.3(3.34) 3.280* .010

Total 98.5(9.63) 93.9(9.67) 6.702*** .000

*p<.05 **p<.01 ***p.<.001

5. 결론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

상을 위하여, 중국과 한국의 공통적인 소통의 문화인 차

문화를활용하였다. 차문화는동양의정서문화를바탕으

로 하여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스트레스로 인해 피폐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통문화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문화에 적응하는데 효과적일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 대부분이 자아정

체감을획득해야하는청년기시기이므로중국유학생들

에게차문화적분위기를활용하여다례를통해서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참나를 만나는 참

나다례를직접적체험하게하였다. 더 나아가표준웹프

로토콜 기술을 활용한 참나다례 앱에 중국어를 첨가한

참나다례앱을융합하여중국유학생의문화적응스트레

스를 감소하고자 한다.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감소를위한참나다례와앱의융합프로그램은 P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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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참나다례체험프로그램주1회 4회기, 참나다례앱보

기는 매일 2번 이상 보기로 30일간 진행하였다. 중국 유

학생들의문화적응스트레스감소를위한참나다례와앱

의 융합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에유의한차이가나타났는지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 평균

은 98.5(SD 9.63)였고, 프로그램참여후문화적응스트레

스 점수 평균은 93.9(SD 9.67)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나는 것으로확인되었다(Z=6.702***, P=.000). 문

화적응 스트레스 점수를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 별 점수

를 비교해 보면, 지각된 차별감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평

균 19.0(SD 3.16)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18.2(SD

3.62)로 0.8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Z=4.000**, P=.003). 이는 다례와 앱

의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들의 차별감 관

련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감소되

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다른각각의하위영역별점

수를 비교해 보면, 향수병 점수는 사전 평균 14.0(SD

1.05), 사후 평균 13.6(SD 0.97)으로 0.4 낮아졌으며

(Z=2.449*, P=.037), 지각된 적대감 점수는 사전 평균

13.1(SD 1.60), 사후평균 12.1(SD 1.37)로 1.0 낮아졌으며

(Z=3.354**, P=.008), 두려움 점수는 사전 평균 6.9(SD

0.99), 사후 평균 6.3(SD 0.68)으로 0.6 낮아졌으며

(Z=2.714*, P=.024), 문화적 충격 점수는 사전 평균

10.0(SD 0.47), 사후평균 9.5(SD 0.53)로 0.5 낮아졌으며

(Z=3.000*, P=.015), 죄책감 점수는 사전 평균 5.5(SD

0.97), 사후 평균 4.9(SD 0.88)로 0.6 낮아졌으며

(Z=3.674**, P=.005),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의사소

통) 점수는 사전 평균 30.0(SD 3.16), 사후 평균 29.3(SD

3.34)으로 0.7 낮아졌다(Z=3.280*, P=.010). 즉, 참나다례

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들의 향수

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사회적

고립, 열등감, 의사소통 관련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전반

적으로프로그램참여전보다프로그램참여후에유의

미하게 감소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

들의문화적응스트레스는프로그램참여전보다프로그

램참여후에감소된것으로나타나본프로그램이효과

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례

와앱융합프로그램의향후적용방향에대한제언을하

면,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하여 대

학생활 적응이 좋아지는데 본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밝혀졌으므로본프로그램의일회성진행보다는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적용되기를 바란다. 중국 유학생 뿐

만아니라중국이민자나다문화가족그리고자아정체감

을형성해야하는청소년, 대학생에게도확대하여적용하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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