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행정안 부

[1]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1,764,664명)은

총인구(51,269,554명)의 3.4%라고 발표하 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 이 외국인 근로자 30.7%(541,673명)이며,

외국인주민 자녀는 2016년 체 외국인주민의

10.8%(191,459명)이다. 이는 결혼이민자 9.0%(159,501명)

보다 높은 비 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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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 다. 우울의 향요인을 분석하기 해 가족요

인, 학교요인, 다문화요인으로 구성하여 학교 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한 자료는 2015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를 활용하여 집단간 차이분석, 교차분석, 다 회귀분석을 하 다. 분석결과 첫째, 등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폭력경험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우울에는 다문화가족정체성이, 고등학생은 학교공부어려움이 향을 미쳤다.

둘째, 모든 집단에서 우울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사회 차별경험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입국 청소년들

의 안정 인 정착을 해서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 사회 차별경험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밝 짐에 따라 우선 으로 학교환경에서의 극 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도입국 학교청소년, 우울, 학교폭력, 사회 차별, 부모 계, 한국어수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depression of immigrant school-adolescents. It made 

use of family factors, school factors, and multi-cultural factors to verify the influencing variables of depression in 

school grade. Data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and analyzed t-test and 

chi 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Win 21.0. First, school violence experienc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n the affecting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was the main cause of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school study difficulty in high school students. 

Second, major variables on the affecting depression in all groups were identified as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These results implied the differentiated support by ages was asked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was a common factor raising the level of depression in all groups. Therefore, 

we should be done active intervention in schoo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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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stay foreigner
Naturali
zed

person

A
foreign
resident
's child
(birth)

Total
Foreign
workers

married
immigra

nt

foreign
student

Foreign
nationalit

y

Other
Foreign
ers

1,764
,664

1,413,
758

541,673 159,501 95,963 235,926 380,695 159,447 191,459

(80.1) (30.7) (9.0) (5.4) (13.4) (21.6) (9.0) (10.8)

Table 1. Status of Foreign Residents by Type(‘16)

외국인주민 자녀는 국내 출생 자녀뿐 아니라 재혼인

결혼이민자의 국내 이주 자녀 등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

다. 특히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에 한특별한 비 없이 부모와 살수 있다는 생각

으로 방문동거비자,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체류신분

이 불안정한 상태이다[2].

도입국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요한 시

기에 신체 , 심리 발달이라는 다양한 과업과 함께 이

주경험으로 인해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일반

청소년 일반다문화가정 청소년과는 다른발달 과제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경험하는 가정은 양부, 양모,

동복(이복)형제 등의 구성으로 복잡한 가족 계를 갖고

있다. 학령기 즈음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국가간 이동과

동시에 학교라는 새로운 제도에 편입되게되면서 한국어

능력과 학교생활 응, 친구 계, 정체성문제, 심리사회

응 등 복합 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즉 안정 인

정착을 해하는 요인이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다양한 사회활동에 온 한 참여

를 방해하는 사회 배제의 조건이 될 수 있어 정부는

2009년 도입국 청소년을 한 ‘ 인보우스쿨’ 로그램

(한국어교육, 특기 성교육, 사회문화체험 등)을 개발하

고, 2011년 이후 국 23개소에서 본격 으로 운 하

기 시작하 다. 한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

여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한 지원)에 9-25세의 다

문화가족청소년,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응 학습수

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한 능력 향상을 한 상

담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

다. 이어서 2013년 교육부는 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

입을 지원하고 학업 단을 방하기 해 다문화 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편입학의 과정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 다. 한 다문화학력심의 원회를 운 하고

다문화 비학교 다문화 안학교를 운 하는 등 교

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 역에서의 도입국 청소년에 한 연구

는 활발하게 개되지는 않았다. 도입국 청소년에

한 연구는 2010년 이후 질 연구[3-5]로 시작하여 실태

조사[6,7]와 함께 사회문화 응[8], 지원방안[2,9], 언어능

력, 진로, 학교생활 응, 학업성취[10,11]로 확 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 특히 청소년의 발달에서 간과할 수 없

는 우울에 한 연구는 일반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도입

국 청소년을 비교한 오승환과 좌 숙[12]의 것이 유일하

다. 따라서 재 도입국 청소년에 한연구는 인권, 노

동, 정신건강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지평을넓 야 할 숙

제를 갖고 있다. 본연구는 이러한 도입국 청소년의 연

구지형에 기반 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련 연구의 가장

기본 인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자한다.

그동안 수행된 도입국 청소년에 한 연구는 도

입국 청소년만을 상[11,13]으로 하거나 다문화청소년

에 도입국청소년을 포함[14,15]한 연구, 도입국 청소

년과 다문화청소년을 비교한 연구[12]가 있을 뿐 학년별

로 세분화하여살펴보지는 않았다. 즉 , , 고등학생으

로 분류하여 살펴보지 못한 이다. 일반청소년들은 학

년에 따라 우울에 향을 미치는 원인요인이 차이를 보

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19], 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

는 어떠한지 밝 진 연구가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

년에 따라 우울의 원인요인이 무엇인지 악해보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는 도입국 청소년들의 응에 어려움

을 주는 요인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이

해하는데 시사 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지 까지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

하여 학교에 재학 인 도입국 청소년만을 상으로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요인, 학교요인, 다문

화요인으로 구분하여 탐색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도입

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을 달

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 배경에 따라변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향을미

치는 가족요인, 학교요인, 다문화요인은

학교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론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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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  청 년 

도입국 청소년은 모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한

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으로 청소년 본인이이주배경을 가

진 경우를 의미한다[13]. 도입국 청소년 발생 경 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모 한사람이 결혼이민자로 한국인과 재혼

하여 본국의 자식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유형 둘째,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로서 부모가 한국에서 안정 인 직장을

구한 뒤 본국에남겨놓은 자식을 데려오는 유형셋째, 자

식이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외국에서거주하다 한국

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악하기 어려운 계로 외국거주기간이 한국보

다 더 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도입국 청소년으로 한

정하 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17], 도입국 청소년 학교

에 재학 인 청소년은 2017년 7,792명으로 2012년 이래

지속 으로 증가하 으나, 학교 이 올라갈수록 학생수

는 감소한다.

interracial marriage home

Domestic birth Foreign birth

sum
Eleme
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ther
scho
ols

sum
Eleme
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ther
scho
ols

17‘89,314 68,610 12,265 8,335 104 7,792 4,843 1,722 1,063 164

16‘79,134 59,970 11,475 7,589 100 7,418 4,577 1,624 1,075 142

15‘68,099 50,191 11,054 6,688 166 6,261 3,965 1,389 723 184

14‘57,498 41,546 10,316 5,562 74 5,602 3,262 1,386 750 204

Table 2. Immigrant school-adolescents of number

2017년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수 비 고등학생 비

율은 68.0%이며, 도입국 학생 비 고등학생 비율은

61.7%로 도입국 고등학생의 비율이 6.3%p 낮다.

도입국 청소년들의 증가추세에 따라 이들의 출신국

가 거주지역도 다양화되고 있다. 신 옥과 양계민[18]

에 따르면 국출신이 다수를 차지하 으며 몽골, 베트

남, 필리핀, 러시아 출신 청소년들의 유입이 꾸 히 이루

어지고 있다. 거주지역은 2010년 까지는 서울, 인천, 경

기도 등수도권에 집 되었으나, 최근에는 제주, 충청,

라 등 다양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있다. 연

령별로는 17-19세 연령 청소년과 10세 이하 등학교

학년 연령 아동의 비율이 도입국 청소년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에 입국하는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일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보다 성

장과정에서 언어나 응, 정체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

는다고 알려졌다.

2.2 도  청 년  우울

청소년기 우울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리 문제로

발달과제와 련이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로 볼 때

시련의 시기이자 정서 동요의 시기로 생애주기 우

울을 경험할 확률이가장 높으며, 특히 15-18세청소년의

우울증 유병률은 가장 높다[19]. 청소년기 우울은 실제

임상 우울을 가진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도 일

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으로, 단순히 사춘기

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자살과 죽음에 한 지속

인 생각과 연 되어 극 인 심과 문 인 개입이

필요하다[20]. 청소년기 우울이 성인과 다른 것은 우울해

질 때 울 한 기분을 느껴야 함에도 다른 증상들이 생겨

자신이 지 우울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아 다고 생각하

는 가면우울(감춰진 우울)이 나타나는 것이다[21].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정체

감 상실등의 문화 갈등에 한 개인의 처능력을

과할 때 우울, 불안과 같은 심각한 정신 문제를 경험한

다. 한 언어, 외모, 한국사회의 낮은 다문화 인식으로

인해 일반청소년보다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사회 차

별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에 취약하다[22].

일반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을 비교한 연

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경험률은 27.5%인

반면, 일반청소년들은 26.6%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23]. 한 오승환 외[12]의 연구에서는 일반다문화

가정 청소년보다 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 할 때 우울은 일반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도입국 청소년의 순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한층 더 세 하게 도입국

학교청소년들의 학교 별 우울수 이 어떠한가를 분석

하고자 한다.

2.3 도  청 년  우울에 한 행연

2.3.1 가족 과 우울: 계만족도, 계만족도

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본국의 사회화과정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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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국에 입국하여 정서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도입국 청소년들은 국내 입국 어머

니의 재혼으로 인한 이별로 심한 불안을 경험하고, 부모

와 소원했던 애착 유 계가 한국에 와서도 원만히 회

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낯선 한국에서 응하

는 과정에서 부모의 물질 , 정서 지원이 사실상 부재

함에따라 부정 인심리 정서상태를경험할수 있기

때문이다[8,24]. 즉 가족 역기능에 한지각이 우울을 유

의미하게 측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족과의 계는

우울과 연계된다.

이에 해 양미진 외[3]도 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입

국 기 오랜기간떨어져지낸 후함께 지내면서서로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화 생활습 의 차이를 느끼

는 등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이 외

의 다른연구[12,25]에서는양부와의 문화 차이, 세 차

이로 인한 갈등 등의 부정 인 경험이 우울감, 무력감으

로 이어진다고 하 다.

도입국 청소년의 응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인 새아버지를 심으로 한 가족자원으로 새아버지

의 정서 지지는 한국사회 응의 역할을 하며[4], 아버

지와의 정 계는 도입국 청소년의심리상태에 어

머니와의 정 계보다 더 강력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9]. 오승환 외[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의 계만족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 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에 향을 미치

지 않았으며, 아버지와의 계만족도는 반 로 나타났다.

2.3.2 학 과 우울: 학 공  어려움, 학 폭

력경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학습부진, 학교부 응, 도탈

락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래들로부터따돌림과 폭력의

상이 된다. 경숙[26]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차별,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15.7%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엄

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6%, ‘특별한 이유 없이’

가 26%로 보고되어 외국인이라는 혹은 이주민이라는 것

만으로 인 계에 있어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따돌림은 외로움과 우울로 연

결되어 한국 응을 어렵게 한다.

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보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학업능력과 학

교생활 응에서 차이를 경험한다. 한국에서 학습에

한 기본을 다지고 상 학년으로 진학하는 경우 보다 기

본 인 학습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학업에 임하

는 경우가 많아 학업의 어려움,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호

소한다[3].

도입국 청소년들은 연령이 어릴수록 재학률이 높고

입국시 나이가 많을수록 학교에 응하는 시간이 더 오

래 필요하다[6]. 특히 언어수 이 낮을 경우 놀림이나 따

돌림의 상이 된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경험

은 우울을증가시키는 요인[27]으로나타났다. 반면, 도

입국 청소년에 한 오승환 외[12]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 보다

면 한 분석이 요구된다.

2.3.3 다문 과 우울: 다문 가족정체 식,  

        한 어수 , 사 적 차별경험

도입국 청소년은 어린이와 어른 사이, 하나의 국가

와 다른 국가 사이의 이 경계 역에 치해 있다. 이

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차 거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해체되고, 이질 인 민족 출신들로 재결합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어서 자신이 구인가에 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28].

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한국 사람

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등 생물학 소속감과 물

리 소속감, 심리 소속감과 사회 소속감의 불일치

로 인한 혼란을 겪는다[2]. 석희정 외[25]는 도입국 청

소년들 상당수가 모국에서의 정체성과 경험을 무시 는

박탈당한 채 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 한다. 이에 이들은 가족생활

응과 상황을 ‘자신의 근거를 박탈당하고 유 인으로

살기’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배워본 이 없

는 상태에서 입국하여 가장 먼 겪는 어려움을 언어문

제로 꼽았다. 이에 해 한은진[29]은 한국어 환경에 지

속 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능력은 비교

빠른 발달이 일어나는 반면, 읽고 쓰는능력은 더디게 발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활용되는 학습언어수

은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응하지 못하고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는 상이 증가하고 있다[30]. 한국

어 부족은 스스로 숙제나 비물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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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느끼면서 소극 이 되며, 사회 편견을 인식함으

로서 소외감, 고립감, 우울 등을 경험한다[5].

차별은 성, 인종, 외모 등 자신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

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사회 폭력의 한 유형이

다[31]. 차별은 해당 사회에 거주하는 개인과 집단이라면

구나 느낄 수 있지만 사회 약자나 소수집단의 구성

원일수록 집단 간의 편견과 차별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도입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수

과 향력 모두 요함을 의미한다. Shackford[43]는 오

히려 다문화가정 혹은 이 인종 자녀들이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가족을 불안정하고 병리 으로 바라보는 외부인

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승환 외 재인용)[12]. 차별경험에 한 선행연구는 다

문화가족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이 아동의 발

달 하 는 응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3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김혜미 외[33]의 연구에서도 차별받은 경

험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우울 수 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환 외[12]의 연구에서는 사회 차별경험

인식정도는 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3. 연

3.1 연 상

본 연구는 ‘2015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만9-24

세 청소년자녀 조사를 활용하 다. 가 치를 용한 청

소년 표본은 82,746명이다.

본 연구의 상은 도입국 학교청소년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출되었다. 먼 도입국의 기 으

로, 설문문항에서 ‘한국보다 외국에 더 오래 거주한 청소

년’을 선정한 후, ㆍ ㆍ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으

로 추출하 다. 이어서 이들의 실제 입국년도와 재의

나이를 매칭한 결과, 국내거주기간이 더 긴 청소년이 상

당수 포함되어 있어 조사년도인 2015년 입국자를 제외하

고 2011년-2014년에 입국한 청소년을 최종 으로 선정

하 다. 필터링한 결과 도입국 학교청소년은 2,262명이

었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13.7세이었다. 조사 상자의

황은 Table 3과 같다.

divi-
s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sum

N % N % N % N %

Boy 251 28.0 322 49.5 231 32.4 804 35.5

Girl 647 72.0 328 50.5 483 67.6 1,458 64.5

sum 898 100. 650 100. 714 100. 2,262 100.

2011‘ 204 22.7 184 28.4 167 23.4 555 24.5

2012‘ 293 32.6 148 22.8 112 15.7 553 24.4

2013‘ 247 27.5 184 28.4 311 43.5 742 32.8

2014‘ 154 17.1 133 20.5 125 17.5 412 18.2

sum 898 100. 649 100. 715 100. 2,262 100.

Table 3. Status of survey subjects

도입국 학교청소년은 남학생 804명, 여학생 1,458명

이며 등학생 898명, 학생 650명, 고등학생 714명이다.

이들의 입국년도는 2013년이 32.8%로 가장 많았다.

3.2 정변수

3.2.1 종 변수 : 우울

우울은 단일문항으로 ‘지난 1년 동안 지속 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 거나 망감을 느

습니까?’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4 척도로 ① 그런

없다, ②가끔느 다, ③ 주로 느 다, ④매우자주느

다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한다.

3.2.2 독립변수

가. 가족요인 : 부 계만족도, 모 계만족도

부모 계만족도는 각 단일문항으로 ‘부’와 ‘모’와의

계에 만족하는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5 척도로

① 만족하지 못한다, ②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순으로 응

답한 것으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계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학교요인 : 학교공부 어려움, 학교폭력경험

ㆍ학교공부 어려움은 단일문항으로 ‘학교공부를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까?’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5 척

도로 ① 그 지 않다, ② 별로그 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 다, ⑤ 매우 그 다 순으로 응답한 것

으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학교공부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ㆍ학교폭력경험은 단일문항으로 ‘지난 1년 동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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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괴롭힘, 구타 등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① 있었

다, ② 없었다의 유무로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 다.

다. 다문화요인 : 다문화가족정체성, 한국어수 , 사회

차별경험

ㆍ다문화가족정체성은 단일문항으로 ‘부모님 한 사

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주

사람이 아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5 척도로 ① 매우 싫다, ② 싫다, ③ 보통

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로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정 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ㆍ한국어수 은단일문항으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

십니까?’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5 척도로 ① 못

한다, ② 별로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잘한다, ⑤

매우 잘 한다로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

수록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ㆍ사회 차별경험은 단일문항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당한경험이 있

었는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사회 차별경험이 ①

있었다, ② 없었다 유무로 응답한 것으로 측정하 다.

3.3 

우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SPSS 18.0을 활

용하 으며성별, 학교폭력경험, 사회 차별경험은더미

변수로 처리하 다.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해

서는 t분석과 ANOVA를, 인구학 배경에 따른 빈도차

이를 분석하기 해서는 교차분석을, 변수간의 계는

상 분석을,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서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결과

4.1 사 학 경에 른 변  차

먼 , 비연속변수에 해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성별에 따라 학교폭력경험과 사회 차별경험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폭력경험은

남학생 11.0%, 여학생 11.5%이었으며, 사회 차별경험

은 남학생 16.5%, 여학생 18.7%로 여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division

School violence experience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no yes no yes

N % N % N % N %

Boy 715 89.0 88 11.0 671 83.5 133 16.5

Girl 1290 88.5 168 11.5 1,186 81.3 272 18.7

χ² .164 1.575

Elementary
school

725 80.7 173 19.3 683 74.3 231 25.7

middle school 590 90.8 60 9.2 578 89.1 71 10.9

high school 691 96.6 24 3.4 612 85.6 103 14.4

χ² 104.164*** 64.726***

2011year 542 97.7 13 2.3 458 82.5 97 17.5

2012year 461 83.5 91 16.5 442 80.1 110 19.9

2013year 634 85.4 108 14.6 599 80.7 143 19.3

2014year 369 89.3 44 10.7 481 86.7 55 13.3

χ² 67.165*** 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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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Differences in School Violence and Social 

Discrimination

학교 에 따라 등학생의 학교폭력경험률은 19.3%

로 학생 보다 2배, 고등학생보다는 5.7배 정도 더 높다

(χ²=104.164, p<.001). 사회 차별경험 한 등학생이

25.7%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학생 보다 약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64.726, p<.001).

질문문항에 차이는 있으나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34]에 따르면, 2016년 기 학교폭력경험률은 등

학생 14.2%, 학생 13.3%, 고등학생 12.9%로 도입국

학교청소년의 경험률이 더 높다.

입국년도에 따라 학교폭력경험률과 사회 차별경험

률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학교폭력경험: χ

²=67.165, p<.001, 사회 차별경험: χ²=8.463, p<.05). 학

교폭력경험률은 2011년 입국 청소년이, 사회 차별경험

은 2014년 입국 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성별과 학교 에 따라 각 변수들을 평균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부 계만족도(t=5.53, p<.001), 모

계만족도(t=7.02, p<.001)와 우울(t=-11.42, p<.001)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부모 계만족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모 계만족도는 가장 높

은 5 에 가까운 4.54 으로 부 계만족도 보다 높다. 이

는 재결합으로 새롭게 형성된 가족구성에 한 만족감으

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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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Gender School level

Boy Girl
elementa

ry
middle high

Fat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M 4.15 3.85 3.92 3.99 3.95

SD 1.21 1.23 1.26 1.25 1.17

t(F) 5.53*** .69

Mot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M 4.54 4.26 4.18a 4.55c 4.41b

SD .85 1.02 1.16 .82 .78

t(F) 7.02*** 29.27***

School study
difficulty

M 3.14 3.06 2.94a 2.81a 3.52b

SD 1.24 1.27 1.25 1.29 1.12

t(F) 1.42 68.08***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M 3.45 3.48 3.35a 3.55b 3.53b

SD .93 .90 .85 .98 .89

t(F) -.66 12.67***

Korean level

M 4.05 4.04 4.22b 3.95a 3.90a

SD 1.01 .96 .99 1.08 .82

t(F) .31 26.17***

depression

M 1.18 1.43 1.15a 1.39b 1.54c

SD .38 .68 .35 .60 .76

t(F) -11.42*** 95.10***

**p<.01, ***p<.001 Scheffe Post Hoc Analysis

Table 5. Mean difference of variables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우울수 이 더 높았다. 본 연구

상자의우울경험률은 28.3%로 남성 17.6%, 여성 34.1%

로 나타났다(표 생략). 통상 으로 청소년기 우울은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1.5배-3배 정도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7], 본 연구의 결과도 여학

생이 약 2배 높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학교 에 따라서는 부 계만족도를 제외하고 모든 변

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에서도다른 집

단을형성하 다. 등학생은한국어수 (F=26.17, p<.001)

을, 학생은 모 계만족도(F=29.27, p<.001), 다문화가

족정체성(F=12.67, p<.001)을, 고등학생은 학교공부 어려

움(F=68.08, p<.001)과 우울(F=95.10, p<.001)을 가장 높

게 인식하 다. 학교 에 따라서는 반 으로 등학생

이 고등학생보다 다문화가족정체성을 제외하고는 정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 즉 본국에서 산 기간

이 더길수록한국사회의 응이 더어려울수 있음을 시

사한다.

입국년도에 따라서는 우울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참고). 부 계만족도는

가장 최근 입국한 집단(2014년)보다 2013년 이 입국한

집단이 더 높았다(F=17.17, p<.001).

division
entry year

2011 2012 2013 2014

Fat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M 3.94b 4.14b 4.01b 3.58a

SD 1.36 1.06 1.20 1.23

t(F) 17.17***

Mot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M 4.32b 4.45bc 4.52c 3.99a

SD 1.15 .92 .73 1.04

t(F) 29.28***

School study
difficulty

M 2.56a 3.18c 3.50d 2.92b

SD 1.14 1.34 1.11 1.23

t(F) 68.09***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M 3.56b 3.55b 3.39a 3.36a

SD 1.07 .89 .88 .76

t(F) 7.25***

Korean level

M 4.44b 3.82a 3.96a 3.95a

SD .68 1.14 .90 1.08

t(F) 44.56***

depression

M 1.33 1.30 1.36 1.38

SD .57 .50 .67 .60

t(F) 1.94
**p<.01, ***p<.001 Scheffe Post Hoc Analysis

Table 6. Mean difference of variables

모 계만족도는 2013년 입국한 집단이 가장 높게 인

식하 으며(F=29.28, p<.001), 부 계만족도와 동일하게

2014년 입국한 청소년 보다 2013년 이 입국한 집단의

수 이 더 높았다.

학교공부의 어려움은 년도별로 다른 집단을 형성하

으며 2011년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F=68.09, p<.001), 다문화가족정체성

(F=7.25, p<.001)과 한국어수 은 2011년 입국 청소년들

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F=44.56, p<.001). 우울은 입국년

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최근에 입국한 청

소년일수록 우울 평균은 더 높았다.

4.2 변수들  상 계 

변수들과 우울의 상 계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

다. 반 으로 상 계가 높지 않아 변수들간의 계

가 독립 임을 알 수 있다. 우울과의 계를 살펴보면 부

계만족도를 제외하고 모 계만족도, 학교공부어려움,

다문화정체성인식, 한국어수 , 학교폭력경험(d), 사회

차별경험(d)은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 계만족도, 다문화정체성인식, 한국어수 은 증가

할수록 우울은 감소하는 부 (-)인 계가, 학교공부어

려움, 학교폭력경험, 사회 차별경험은증가할수록 우울

도 증가하는 정 (+)인 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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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8

Father
Relationship

-

Mother
Relationship

**

.50

School study
difficulty

**

-.18

**

-.13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

.27

**

19

**

-.06

Korean level
*

.05 .01

**

-.51

**

.10

School
violence (d) .03 .01

**

.13

**

-.16

*

.05

Social discrimi
nation (d)

*

05

**

.12

**

.10

**

-.09 -.02

*

.49

depression
-.01

*

-.05

**

.22

**

-.18

**

-.15

*

.09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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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Correlations of variables

4.3 도  학 청 년  우울에 향  미 는 

회귀분석시 다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는

1.27-1.86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입국 학교청소년의 학교 별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8과 같다.

4.3.1 도  등학생  우울에 향  미 는 

 

도입국 등학생의경우부 계만족도(β=-.14, p<.001),

학교공부어려움(β=-.08, p<.05), 학교폭력경험(β=.48,

p<.001), 한국어수 (β=-.18, p<.001), 사회 차별경험(β

=.15, p<.001)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회귀식은 유의하

으며(F=45.12, p<.001) 체 변량의 34.2%를 설명하

다.

등학생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공부

어려움은 우울에 부 인 향을 미쳤다. 이는 일반 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추가분석한 결과, 학교

공부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집단에서 우울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등학생의 우울

은 학교공부어려움과의 련성이 다고 단할수 있다.

등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

교폭력경험(d)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입국 등학생의

19.3%가학교폭력을 경험한것에 비추어볼때 우울감소,

학교 응을 해 학교폭력 방 피해자지원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

divis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β t β t β t

Con
trol

fac
tor

Gender
(d)

-.08
*

-2.52
.31 8.35*** .41

***

11.67

age .07 2.30* .15 4.41*** .19 4.81***

entry
year

.04 1.40 -.16
***

-4.30
.03 .79

Father
Relationship

-.14
***

-3.69
.19 4.20*** .01 .30

Mother
Relationship

-.05 -1.21 -.07 -1.61 -.08 -1.87

School study
difficulty

-.08
*

-.213
.11

*

2.16
.27 6.59***

School violence (d) .48
***

12.35
.08

*

2.20
-.20

***

-5.26

Multicultural family
Identity

.03 .87 -.41
***

-10.29
-.04 -1.00

Korean level -.18
***

-5.74
-.15 -2.91** .30 6.67***

Social discri-
mination (d)

.15 4.18*** .25 6.30*** .12 2.89**

F 45.12*** 31.85*** 34.67***

R² .349 .333 .330

adj-R² .342 .322 .321
*p<.05, **p<.01, ***p<.001
Remark. d)Gender : 0 man, 1 woman / d)School violence experience,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 0 no, 1 yes

Table 8. Depression influencing factors

4.3.2 도  학생  우울에 향  미 는 

도입국 학생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

계만족도(β=.19, p<.001), 학교공부어려움(β=.11, p<.05),

학교폭력경험(β=.08, p<.05), 다문화가족정체성(β=-.41,

p<.001), 한국어수 (β=-.15, p<.001), 사회 차별경험(β

=.25, p<.001)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식은 유의하 으며

(F=31.85, p<.001) 체 변량의 32.2%를 설명하 다.

학생의 경우 부 계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분석을 한 결과, 부 계만족

도가 가장 높은(5 ) 학생의 경우 우울을 가끔 느끼거

나(78명) 자주느낀다(13명)는 학생이 649명 91명으로,

부 계만족도가 가장 낮은(1 ) 학생들이 우울을 가끔

느끼거나(0명), 자주 느낀다(7명)는 학생 7명 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 인 상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 다. 즉

도입국 학생의 부 계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향은

련성이 다고 단할 수 있다.

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향을 미친 변수는 다문화

가족정체성이다. 사춘기의출발, 새로운 환경에의 응이

복합 으로 얽힌 상황이 다문화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학생의 다문화가족정체성은 다른 집단 평균보

다 높았다. 따라서 다문화정체성에 한 자 심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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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3.3 도  고등학생  우울에 향  미 는 

도입국 고등학생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공부어려움(β=.27, p<.001), 학교폭력경험(β=-.20,

p<.001), 한국어수 (β=.30, p<.001), 사회 차별경험(β

=.12, p<.001)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식은 유의하 으며

(F=36.88, p<.001) 체 변량의 32.1%의 설명력을 보 다.

고등학생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 독특한 것

은 학교폭력을 경험할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한국어수

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추가분석한 결

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고등학생 24명은 우울을 느낀

이 없는 반면, 학교폭력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우울을 자

주 느끼거나(35명), 매우 자주 느끼고(2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 인 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가 더 축 되

고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학교폭력경험이 고등

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향은 낮다고 단할 수 있다.

한 한국어수 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4-5 ) 우

울을 자주 느끼거나(35명), 매우 자주 느낀다(28명)고 응

답하여 한국어수 과 무 하게 고등학생의 우울은 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우울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

교공부어려움이다. 이는 본국과의 교과과정의 차이, 언어

의 차이 등이 결합되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이에 학업 단이 되지 않도록 학업 련 지

원과 심리 완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학교 별 분석 결과 추가 인 분석이 필

요한 변수( 등학생: 학교공부어려움, 학생: 부 계만

족도, 고등학생: 학교폭력경험, 한국어수 )를 제외하

을 경우, 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공통 변수는 사회 차별경험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

별에 따라 등학생은 부 계만족도가 학생의 경우

에는 다문화가족정체성이 우울을 감소하는 요 변인으

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학교공부어려움이 우울을 높이

는 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논

본 연구는 ‘2015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

여 도입국 학교청소년의 학교 별 우울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도입국 학교청소년 지원방안

모색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에서 학교 별로 비교분석하여 장을 한 기 자료

를 제공하 다는 것에 본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연구

결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 배경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경험과 사회 차별경험은 학교 별, 입국

년도에 따라 차이를 보 다. 학교폭력은 등학생, 학

생, 고등학생 순으로 경험이 높아졌으며, 사회 차별은

2014년 입국한 청소년의 경험이 가장 낮았다. 학교폭력

은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 차별은 한국에 입국한지 최

근의청소년들이 응에더어려움을겪는다고볼수있다.

한 가족, 학교, 다문화요인에 따른 성별, 학년별, 입

국년도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계만족도가 더 높았다. 학교 별로는 등학생의 경우

한국어수 이 가장 높았고, 학생은 모와의 계만족도

와 다문화정체성이, 고등학생은 학교공부 어려움을 가장

높게 인식하 다. 이는 등학생의 언어습득이 가장 빠

르고, 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 입국한 비율이 등

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높아 모와의 계형성이나 다문

화정체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가장 최

근에 입국한 비율이 등학생과 학생에 비해 상 으

로 높아 학업 응이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우울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

별, 학교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수 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오승환 외[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우울은 사춘기 후 격히 증가하다 청소년

후기에 다시 감소한다는 에서 청소년기는 우울에 취약

한 시기이다. 모든 청소년의 우울에 개입해야 하지만 다

문화아동은 단일인종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들이 더 빈번하다고 보고[35]한 에 미루어볼

때, 여학생과 고등학교에 재학 인 도입국 학교청소

년의 정신건강에 극 인 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동안 다문화청소년 련 지원은 한국어와 문화교육에

치 되었다면, 이제는 다문화청소년의 문제를 세부 으

로 분석하여 실질 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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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학교요인, 다문화요인은학년별에 따라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먼 , 가족요인은 추가 인 분석이 필요한

학생을 제외하면, 부 계만족도는 등학생의 우울에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오승환 외[12]의 부모 계

만족도, 조은희 외[11]의 부 계만족도가 도입국 청소

년의 우울을 낮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도입국 청

소년은 정체감 기와 함께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데 부

모와의 계만족도는 우울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

한다. 도입국 청소년의 입국의 동기가 부모와 함께 살

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0.6%[36]라는 에 비추어 볼 때,

부모와의 애착 계는 상당히 요한 부분이다. 이들의

가족구성이 주로 친모의 재혼으로 구성되었다는 에서

입국 후 사회 계와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어머니에

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상

으로 부는 도입국 등학생이 가장 먼 만나는 낯

선 존재로 생활 반에 향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과의 응집력을 높이고 아버지와의 계를증진하기 한

의사소통, 가족캠 등의 로그램이 다문화 련기 등

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요인은 도입국 청소년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방향에 차이가 있었으나, 학생의 경우 학교공

부어려움과 학교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다.

도입국 학교청소년은 기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학업성

취도가 낮고 이로인해 학교 응에 어려움을겪는다. 특

히 수학이나 사회과목 등 본국에서 학습한 경험이 없는

과목이나 높은 이해수 을 필요로 하는 과목의 경우 수

업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37]. ‘2015년 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청소년 학업 단사유 ‘학업의 어려움’은

18.0%를 차지하 으며 ‘학교생활 문화가 달라서’

18.3% 다음으로 높았다. 학업 단은 미래 사회 비용

증가와 연계된다. 이에 학습 부진의 원인 진단과 문자

원 사인력의 1:1 멘토링을 내실화함으로서 체계 인 교

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경험이 우울을 높인다는 것은 최옥주[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교폭력실태조사[3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률은 2017년 0.8%(2015년 0.9%)인

반면, 본 연구의 학교폭력경험률은 11.3%로 도입국 학

교청소년이 14배 정도 높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이기

한 노력이 우선 으로 개되어야 한다. 도입국이

불리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태도와 의식,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 창의 체험활동이나 재량활

동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한 편견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학교폭력경험이 학교부 응과 학업 단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학생을 한 체계 인 심리정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요인은 일반청소년이 경험할 수 없는

도입국 청소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요인으로 본 연구

가 주목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족정체성은 학

생의 우울에만 향을 미쳤다. 이는 다른 연령에 비해 정

서 으로 가장 민감하고 사회 소속감의 욕구도 크다는

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더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다문

화가족의 정체성을 정 으로 인식할 경우 심리 인 안

정감으로 작용되어 응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반 으로 본 연구 상의 다문화가족정체성은 간

이상으로 다문화가정에 한 부정 인식이 없어 이 정

체성에 한 유연성을 갖고있다고 할 수 있다. 도입국

청소년이 자신의 가정과 문화에 해 부끄러워하거나 열

등하다고 인식할 경우 인 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축

될 가능성이 높다[39].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정체성을

정 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어능력은 우울의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한국어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울이 증가하 다. 이와 련해서 최혜정[40]

은 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어수 이 낮을 경우 우울에

향을 미친다고 밝힌 과, 최운선[41]은 한국어수 은

학업수행이나 친구 계 심리 응에 향을 미친다

고 밝힌 연구들과 상반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본국에서 성장한 기간이 길수록 언어의 장벽이 높아 우

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 고등학

생이 학업에 더 어려움을느끼는 과 맞물린다. 즉한국

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다문화청소년 보다 도에 입국한

청소년들이 심리 으로 어려운 상황에 더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입국 청소년들을 한체계 이고

장기 인 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야 한

다. 이런한 측면에서 소수에 불과한 학교 내 KSL 로그

램을 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사회 차별경험은 ㆍ ㆍ고학생 모두 공통 으로

우울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다문화가정 배경으로 인

해 겪는 차별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발달 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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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유비 외[34]의 선행연구들[12,33,42]의 결

과와 일치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차별경험은

우울과 불안을 측하는 험요인[33]으로 밝힌 연구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차별문제를 깊이 들

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한 차별을 경험할 경우 학교, 기

에 안 하게 알리고 상담여건의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다문화 수용성을 다양한

에서 이해되도록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입국청소년들의우울수

을 학교 별로 비교하 다. 도입국 청소년에 한 연

구가 제한 이어서 비교 고찰하기에는 무리가있어 탐색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후 더 많은 조사 연구

를 통해 도입국 학교청소년에 한후속연구가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도입국 학교청소년의

우울에 이르는 경로분석과 함께 도입국 학교 밖 청소

년과의 비교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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