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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between non-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
naires targeting students of 9 middle schools in G Province, Korea. Finally, the data of 304 student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 24.0. 
Results: The multicultural students showed a higher depression score (47.14±8.33) than the counterpart 
(44.22±8.11) (p<.001).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cademic stress (β=.33, 
p<.001), peer attachment (β=-.13, p<.02), and body image (β=.25, p<.001) were the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in non-multicultural students. However, in multicultural students, depression was related to peer 
attachment (β=-.16, p=.03) and self-esteem (β=-.42, p<.001). Conclusion: To prevent and manage depression 
in non-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it is essential to help them relieve academic stress and build peer 
relationships and positive body image. For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helping them to have high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would be the first measure to prevent and manag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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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급작스런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지며, 정서적 ․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므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17년 제13차 ‘청소년 건강행

태 온라인 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을 정도의 우울 또는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보

고한 중학생은 23.5%, 고등학생은 26.4%로 보고되었다[1]. 외

국문헌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1% 미만의 우울증 유병

율을 보이다가, 13~20세 청소년의 경우 우울증 유병율은 

6~9%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2].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감을 경험하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면서 우울

증 유병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

년의 우울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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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화적 구성을 살펴보면, 다문

화 청소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비다문

화 청소년은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다

문화가족 자녀 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6년 201,333명

으로 증가하였고[3], 이 중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만 살펴보면, 

2012년 46,954명에서 2016년 99,186명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

가하였다[3].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다문화 초등

학생 60,162명, 중학생 13,827명, 고등학생 8,146명으로 조사

되었다[4]. 향후, 결혼을 통한 이민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청소년 우울에 관한 연

구에 있어서 비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우울 

관련 요인들이 연구되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변수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애착, 또래애착, 신

체상,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 등이 있다[5-7]. 그러나 다문

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나

마 우울 관련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성별, 경제적 수준, 거주 

지역, 연령)을 포함한 연구가 대부분이며[8,9], 비다문화 청소

년 대상 연구에서 주요 우울 관련 변수로 위에서 언급된 변수

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우울 관련 연구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이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설문에

는 일반적 특성 외에 우울 관련 변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에서도 다양한 우울 관련 

변수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이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결과는[8]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비교한 연구를 찾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존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울 

관련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만을 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

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우울 관련 요인으로 밝혀진 여러 주

요 변수(일반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 또래애

착, 자아존중감, 신체상)를 포함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중

학생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위에서 언

급했듯이 만 13세부터 우울증 유병율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우울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관련 요인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비다문

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의 우울 예방 및 중재에 있어서 두 

집단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중재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의 일반

적 특성 및 우울 관련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데 있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우울 

관련 변수(부모의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 또래애착, 자

아존중감, 신체상)를 파악한다.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 각각에서 유의한 우울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의 우울 관련 

요인을 파악 및 비교하기 위해 실시한 단면연구로 상관관계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의 우울 관련 요인을 

분석 및 비교하기 위하여 G도에 위치한 중학교 명단을 확보한 

후, 9개 학교를 편의추출하였다. 해당 학교장, 교무 및 학생부

장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

으며, 이 후 각 학교의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였고,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배부하여 서면동의한 

경우 연구의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KWNUIRB-2018 

-05-007-002)을 받았으며, 미성년자들이 연구의 대상이므로 

부모와 연구참여자 모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하였

다. 또한 한국어 해독이 불가능하거나,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

가능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 학생은 연

구의 목적과 비 보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을 들

었으며, 본 설문 문항은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며, 누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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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 알 수 없도록 비 보장이 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할 것을 

알려주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8년 8월 한 달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304

명을 조사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산정하였다. 즉,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

을 할 때,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4, 검정력 .80이면, 135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약 15%에 해당

하는 학생들을 더 모집하여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 

각각 152명씩 총 304명을 조사하였다. 효과크기는 중학생의 

우울 관련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10].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일반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

업 스트레스,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신체상, 우울이다. 본 연

구에서는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즉, 비다문화 중학생은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

버지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중학생이며, 다문화 중학생

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 중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인 중

학생을 의미한다. 이들부모님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크스탄, 러시아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료수집 전,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연구도구의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한국어능력, 부모님

의 학력, 경제적 상태, 고민상담 상대를 포함하였다. 고민상담 

상대의 경우 평상 시 주로 상담하는 대상을 질문하여, 가족, 친

구, 선생님, 성직자,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우울 관련 변수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 또래

애착, 자아존중감, 신체상을 포함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정윤조가 개발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1]. 총 20개의 문항으로, 연구대상자에게 본인

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땠는지를 질문하고,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1점에 가까울수록 권위 ․ 
통제적이고 적대 ․ 거부적인 것으로, 4점에 가까울수록 민주 ․ 
자율적이고 애정 ․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동일한 문항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양육태도를 측

정한다. 도구 개발 당시 연구에서는 Cronbach’s ⍺값이 아버

지 .89, 어머니 .85로 보고되었으며[11], 본 연구에서 비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각 .81, .79였으며, 다문화 중

학생의 경우 각각 .75, .76으로 조사되었다. 

학업 스트레스는 강명희가 개발한 ‘학업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12]. 총 문항 수는 14문항이며 5점 Likert식 척도

로 응답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hach’s ⍺값은 .87로 보고되었고

[12], 본 연구에서 비다문화 중학생 .92, 다문화 중학생 .86으로 

조사되었다. 

또래애착은 총 9문항 및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된 황미경

이 개발한 ‘또래애착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또

래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13]. 개발 당시 Cronhach’s ⍺값은 

.69였으며[13], 본 연구에서는 비다문화 중학생에서 .76, 다문

화 중학생에서는 .75로 조사되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하고[14], 전병제가 번안

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15]. 총 10문항, Likert

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문항을 역코딩한 뒤 점수의 합을 구하였

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번안 당

시 Cronhach’s ⍺값은 .86이었으며[15], 본 연구에서 비다문

화 중학생의 경우 .90, 다문화 중학생은 .78로 조사되었다.

신체상은 이미현이 개발한 ‘신체 존중 척도’를 사용하였는

데[16], 총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정적 신체상을 갖는 것을 의

미한다. 개발 당시 Cronhach’s ⍺값은 .73으로 보고되었으며

[16], 본 연구에서 비다문화 중학생에서 .78, 다문화 중학생에

서 .70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은 Kovacs와 Beck이 개발하고[17], 이미리가 번안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18]. CDI는 7~17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용가능한 도

구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식 3점 척도로 응답

하도록 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함을 의

미한다. 본 도구의 번안 당시 Cronhach’s ⍺값은 .83이며[18], 

본 연구에서 비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86, 다문화 중학생의 경

우 .87로 확인되었다.

4.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IBM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우선,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관련 변수(부모의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 또래애착, 자

아존중감, 신체상)의 수준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 각각

에서 일반적 특성 및 우울 관련 변수(부모의 양육태도, 학업 스

트레스,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신체상)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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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etween Non-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Variables Categories

Non-multicultural 
students (n=152)

Multicultural 
students (n=152)

Total x2 p
n (%) n (%)

Gender Female
Male

 84 (55.3)
 68 (44.7)

 70 (46.1)
 82 (53.9)

154 (50.7)
150 (49.3)

2.57 .136

Grade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1 (27.0)
 57 (37.5)
 54 (35.5)

 55 (36.2)
 44 (28.9)
 53 (34.9)

 96 (31.6)
101 (33.2)
107 (35.2)

3.74 .158

School grade High
Middle
Low

 64 (42.1)
 44 (28.9)
 44 (28.9)

 41 (27.0)
 48 (31.6)
 63 (41.4)

105 (34.5)
 92 (30.3)
107 (35.2)

8.58 .014

Korean ability* High
Middle
Low

124 (81.6)
 26 (17.1)
 2 (1.3)

104 (68.4)
 43 (28.3)
 5 (3.3)

228 (75.0)
 67 (22.7)
 7 (2.3)

- .032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known

 33 (21.7)
 63 (41.4)
 56 (36.8)

 31 (20.4)
 60 (39.5)
 61 (40.1)

 64 (21.1)
123 (40.5)
117 (38.5)

0.34 .833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known

 48 (31.6)
 50 (32.9)
 54 (35.5)

 27 (17.8)
 68 (44.7)
 57 (37.5)

 75 (24.7)
118 (38.8)
111 (36.5)

8.70 .013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67 (44.1)
 75 (49.3)
10 (6.6)

 49 (32.2)
 78 (51.3)
 25 (16.4)

116 (38.2)
153 (50.3)
351 (11.5)

9.28 .010

Counseling Family
Friends
Teacher
Clergy
None

 39 (25.7)
 63 (41.4)
 5 (3.3)
 3 (2.0)

 42 (27.6)

 56 (36.8)
 49 (32.2)
 9 (5.9)
 6 (3.9)

 32 (21.1)

 95 (31.3)
112 (36.8)
14 (4.6)
 9 (3.0)

 74 (24.3)

8.28 .080

*Fisher's exact test.

알아보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 각각에서 독립변수들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1.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우울 

관련 변수 비교

연구대상자 중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은 각각 

152명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

별의 경우 비다문화 중학생은 여학생이 84명(55.3%), 남학생 

68명(44.7%)이었으며, 다문화 중학생은 여학생 70명(46.1%), 

남학생이 82명(53.9%)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비다문화 

중학생은 1, 2, 3학년이 각각 41명(27.0%), 57명(37.5%), 54명

(35.5%)이었고, 다문화 중학생은 55명(36.2%), 44명(28.9%) 

53명(34.9%)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은 비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상, 중, 하, 각각 64명(42.1%), 44명(28.9%), 44명(28.9%)

이고, 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41명(27.0%), 48명(31.6%), 63명

(41.4%)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비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상, 중, 하, 각각 124명(81.6%), 26명(17.1%), 2명(1.3%)이었고, 

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104명(68.4%), 43명(28.3%), 5명(3.3%)

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비다문화 학생의 경우 대

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잘 모르겠음이 각각 63명

(41.4%), 33명(21.7%), 56명(36.8%)이었고, 다문화 학생의 경우 

각각 60명(39.5%), 31명(20.4%), 61명(40.1%)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비다문화 학생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잘 모르겠음이 각각 50명(32.9%), 48명(31.6%),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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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between Non-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Variables
Non-multicultural 
students (n=152)

Multicultural 
students (n=152) t p

M±SD M±SD

Parental behavior inventory (father) 59.61±8.06 58.34±7.34 -1.43 .152

Parental behavior inventory (mother) 59.91±7.46 59.24±7.32 -0.79 .429

Academic stress  33.02±11.97  35.42±10.54 1.85 .064

Peer attachment 27.21±4.19 24.50±4.99 -5.12 ＜.001

Self-esteem 33.59±8.07 30.07±7.05 -4.05 ＜.001

Body image 29.49±5.98 32.20±5.47 4.12 ＜.001

Depression 44.22±8.11 47.14±8.33 3.09 ＜.001

(35.5%)이었고, 다문화 학생은 각각 68명(44.7%), 27명(17.8%), 

57명(37.5%)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상태는 비다문화 학생의 

경우 상, 중, 하, 각각 67명(44.1%), 75명(49.3%), 10명(6.6%)이

었고, 다문화 학생의 경우 각각, 49명(32.2%), 78명(51.3%), 25

명(16.4%)으로 나타났다. 평상 시 고민상대로 비다문화 학생의 

경우, 가족, 친구, 선생님, 성직자, 없음, 각각이 39명(25.7%), 63

명(41.4%), 5명(3.3%), 3명(2%), 42명(27.6%)이었고, 다문화 

학생은 각각 56명(36.8%), 49명(32.2%), 9명(5.9%), 6명(3.9%), 

32명(21.1%)으로 조사되었다.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한 결과, 학업성적, 본인의 한국어 능력, 어머니의 학력, 경제

적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학업성적은 비다

문화 중학생에서 상위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x2=8.58, p= 

.014), 한국어 능력 역시 비다문화 학생에서 ‘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32). 어머니의 학력은 다문화 학생에서 대

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x2=8.70, p=.013), 경제 상

태에서는 비다문화 학생에서 ‘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

다(x2=9.28, p=.010).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의 우울 및 우울 관련 변수를 비

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먼저, 우울의 평균 점수는 

다문화 중학생 47.14±8.11점, 비다문화 중학생은 44.22±8.33

점으로 다문화 중학생에서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t=2.09, 

p<.001).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점수와 학업 스트레스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또래애착 점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은 비다문화 중학생 27.21±4.19점, 다문화 중학생

은 24.50±4.99점, 자아존중감 점수는 비다문화 중학생 33.59 

±8.07점, 다문화 중학생은 30.07±7.05점으로, 모두 비다문

화 중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for all<.001). 신체상 점수

의 경우 비다문화 중학생 29.49±5.98점, 다문화 중학생 32.20± 

5.47점으로 다문화 중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2.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의 우울에 대한 단변량 

분석 결과

단변량 분석 결과, 비다문화 중학생에서 우울과 유의한 관

련성을 나타낸 변수는 학업성적, 경제적 상태, 부모의 양육태

도, 학업 스트레스,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신체상으로 확인되

었다(Table 3). 즉, 학업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우울정도가 유

의하게 높았으며(F=3.89, p=.23), 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 우

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7.31, p<.001). 아버지의 양육

태도(r=-.32, p<.001)와 어머니의 양육태도(r=-.40, p<.001)

는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양육태도가 애정 및 수용

적일수록 우울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또래애착도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39, p<.001), 또래애착이 높을

수록 우울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역시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r=-.53,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우울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학업 스트

레스는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60, p<.001), 학

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나타냈다. 신체

상은 우울과 양이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r=.50, p<.001), 신

체상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신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부정적 신체상을 가질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나타

낸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에서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변

수는 학업성적, 경제적 상태, 평상시 고민상대, 부모의 양육태

도, 학업 스트레스,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신체상으로 나타났

다(Table 3). 즉, 학업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우울정도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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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Related Factors in Non-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Variables Categories
Non-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students

M±SD t or F or r p M±SD t or F or r p

Gender Female
Male

45.32±7.63
42.87±8.52

1.86 .064 46.07±7.38
48.05±9.01

-1.46 .145

Grader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4.05±7.77
43.61±9.05
45.00±7.36

.414 .661 48.47±7.76
45.77±7.72
46.89±9.27

1.32 .269

School grade Higha

Middleb

Lowc

42.47±8.21
44.18±7.99
46.82±7.54

3.89 .023
(c＞a)

44.88±8.90
45.71±9.65
49.70±5.97

5.49 .005
(c＞a)

Korean ability High
Middle
Low

43.97±8.26
45.77±7.54
40.00±1.41

.802 .450 46.57±8.52
48.09±8.29
50.80±6.05

1.00 .367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Missing

44.30±8.84
43.59±8.71
44.89±6.96

.383 .683 47.81±8.62
46.68±8.88
47.25±7.71

.192 .825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Missing

43.38±8.07
42.98±8.42
46.13±7.63

2.38 .096 47.85±8.93
47.16±8.63
46.77±7.78

.153 .859

Economic status Higha

Middleb

Lowc

42.12±7.64
45.13±8.06
51.50±6.43

7.31 .001
(c＞a, b)

44.37±7.35
47.95±8.91
50.04±6.84

4.82 .009
(c＞a)

Counseling Familya

Friendsb

Teacherc

Clergyd

Nonee

42.41±6.49
44.75±8.67
45.60±6.54

 38.67±13.31
45.36±8.33

1.15 .336 46.86±9.49
47.04±7.30
53.00±4.24
39.50±8.09
47.50±7.67

2.49 .045
(c＞d)

Parental behavior inventory (father) -.32 ＜.001 -.21 .008

Parental behavior inventory (mother) -.40 ＜.001 -.25 .002

Academic stress .60 ＜.001 .56 ＜.001

Peer attachment -.39 ＜.001 -.53 ＜.001

Self-esteem -.53 ＜.001 -.68 ＜.001

Body image .50 ＜.001 .48 ＜.001

하게 높았으며(F=5.49, p=.005), 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우

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4.28, p=.009). 고민상대가 ‘선

생님’인 경우 다른 고민상태를 가진 학생에 비해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49, p=.045). 아버지의 

양육태도(r=-.21, p=.008)와 어머니의 양육태도(r=-.25, p= 

.002), 또래애착(r=-.53, p<.001), 자아존중감(r=-.68, p<.001)

은 모두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띄었다. 즉, 부모님의 양육태

도 애정 및 수용적일수록, 또래애착 및 자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 스트레스(r=.56, p< 

.001)와 신체상(r=.48, p<.001)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띄

었다. 즉,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부정적 신체상을 가질수록 우

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변량 분석)

단변량 분석에서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학업성적, 경제

적 상태, 고민상대,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 또래애

착, 자아존중감, 신체상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이 중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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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in Non-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Variables Categories
Non-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students

B SE β t p VIF B SE β t p VIF

School grade High
Middle
Low

Ref
-0.09
0.20

 
1.40
1.32

 
-.01
.01

 
-0.06
0.15

 
.948
.876

 
1.82
1.91

Ref
0.22

-1.64

 
1.28
1.28

 
.01

-.08

 
0.17

-1.28

 
.863
.202

 
1.65
1.50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Ref
-2.20
-2.37

 
2.17
2.31

 
-.13
-.14

 
-1.01
-1.02

 
.314
.306

 
5.30
5.90

Ref
0.47

-2.25

 
1.36
1.48

 
.03

-.12

 
0.34

-1.51

 
.729
.133

 
2.14
2.24

Counseling Family
Friends
Teacher
Clergy
None

Ref
0.74

-0.26
-0.50
0.35

 
1.24
2.83
3.62
1.45

 
.04

-.01
-.01
.02

 
0.60

-0.09
-0.14
0.24

 
.550
.927
.889
.808

 
1.69
1.14
1.13
1.88

Ref
0.04
2.83

-4.65
-0.46

 
1.17
2.21
2.52
1.38

 
.00
.08

-.10
-.02

 
0.04
1.28

-1.84
-0.34

 
.967
.201
.068
.735

 
1.40
1.26
1.12
1.46

Parental behavior inventory (father) -0.04 0.08 -.04 -0.49 .624 1.90 0.10 0.08 .08 1.15 .249 1.84

Parental behavior inventory (mother) -0.08 0.09 -.08 -0.96 .336 2.02 -0.15 0.08 -.13 -1.74 .084 1.88

Academic stress 0.23 0.05 .33 4.43 ＜.001 1.70 0.12 0.06 .15 1.87 .062 2.07

Peer attachment -0.32 0.13 -.16 -2.33 .021 1.45 -0.27 0.12 -.16 -2.13 .035 1.91

Self-esteem -0.13 0.07 -.13 -1.69 .093 1.78 -0.49 0.11 -.42 -4.38 ＜.001 2.95

Body image 0.34 0.09 .25 3.58 ＜.001 1.47 0.06 0.11 .04 0.57 .568 1.80

R2=.53, Adj. R2=.48, F=11.09, 
p＜.001, Durbin-Watson=1.83

R2=.57, Adj. R2=.52, F=13.03, 
p＜.001, Durbin-Watson=1.94

성적, 경제상태, 고민상대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

하였다.

비다문화 중학생에서 다중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 

11.09, p<.001), 설명력은 53%로 확인되었다(Table 4). 학업

성적, 경제상태, 고민상대,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은 유

의하지 않았으며, 학업 스트레스, 또래애착, 신체상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업 스트레스

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우울점수가 0.23점씩 증가하였고

(B=0.23, p<.001), 또래애착이 1점씩 증가할 때마다 우울 점수

가 .32점씩 감소하였다(B=-0.32, p=.02). 신체상이 1점씩 증가

할 때마다 우울 점수가 .34씩 증가하였다(B=0.34, p<.001). 이

는 부정적 신체상일수록 우울정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화된 β값으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본 결

과,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우울에 높은 영향을 주었고(β=.33, 

p<.001), 그다음으로 신체상(β=.25, p<.001), 또래애착(β= 

-.16, p=.02)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중학생의 다중회귀 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3.03, 

p<.001), 설명력은 57%로 확인되었다(Table 4). 학업성적, 경

제적 상태, 고민상대,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 신체상

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유의

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이 1점씩 증

가할 때마다 우울 점수가 .27씩 감소하였고(B=-0.27, p=.03), 

자아존중감이 1점씩 증가할 때마다 우울 점수가 .49씩 감소하

였다(B=-0.49, p<.001). 또한 표준화된 β값으로 변수들의 상

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우울에 

높은 영향을 주었고(β=-.42, p<.001), 그 다음으로 또래애착

(β=-.16, p=.03)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 및 비교함으로써 이들 각각의 대상 집단에게 

효율적인 우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

행되었다.

우선 단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

학생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 공통적으로 학업성적, 경제 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학

업 스트레스,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신체상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과 경제상태가 낮을수

록 우울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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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본 연구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는 긍정적일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21].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선행연

구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21,22],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고,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23]. 마지

막으로 신체상이 부정적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

으며, 이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4]. 추가적으로, 다문

화 중학생에서만 고민상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민상대에 있어서 ‘선생님’인 경우 우울정도가 높았

고, ‘성직자’인 경우 우울정도가 낮았다. 이는 고민상대와 우울

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가 

어려우므로 향후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변량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 모두에서 또래애착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이 증가할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 조사를 분석한 연구[25], 전라북도 지역의 초 ․ 중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26].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 모두는 발달 단계 상 청소년기에 있으

며, 이 시기에 또래애착 형성은 청소년기 발달 과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27]. 즉, 중학생의 시기는 심리적으로 큰 변

화가 일어나는 사춘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부모보다는 

또래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 시기이다[27]. 따라서 또래 애착

이 잘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은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며, 다문화 중학생도 이 시기는 발달단계 상 사

춘기의 시기에 해당하므로, 다문화 ․ 비다문화 여부와 상관없

이 모든 중학생에서 또래애착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중학생을 대상

으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이나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을 위

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다변량 분석결과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인 변수

들이 있었다. 비다문화 중학생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상

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다문화 중학생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다문화 중학생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

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분석한 연구와[25] 전라북도 초 ․ 중
학생 대상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6]. 즉, 학벌중심

과 입시위주 교육 문화에 익숙한 비다문화 학부모 아래에서 자

란 학생들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만[25], 상대적으로 학벌위주 경쟁사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

은 다문화 가정 부모와 생활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

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특히 비다문화 학생들에게 학업 스트

레스를 관리를 위한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에 방안에 대한 상담

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중학생과는 달리 비다문화 중학생에서 신체상

이 부정적일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도 

중학생을 연구한 선행연구와[24], 서울시 및 경기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8]. 이 역

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이미 적응이 잘 되어 

있는 비다문화 학생의 경우 신체상과 우울의 관련성이 유의하

였고, 우리 사회 문화에 적응이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 다문

화 학생의 경우 유의성을 찾아 볼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관한 정확한 이유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신체상을 확립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

며, 사회 전반에 걸쳐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한 외모지상주의 타

파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비다문화 중학생과는 달리 다문화 중학생에서는 자

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 인천, 충청, 전라 지역의 중 ․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에서 

부모의 출신배경, 사회적 배경 및 경제적 배경 다른 점이 낮은 

자아존중감의 원인이 된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29]. 

따라서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교육이나 생활지도 

시 서로 다른 다문화에 대한 통합주의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

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또 한 가지 결과는 표준화된 베타 값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한 것이다. 즉, 비다

문화 중학생에서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

적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상, 마지막으로 또래 애착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 중학생에서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었고, 그 다음이 또래 애착이었다. 이는 우

울의 예방 및 중재를 위해 두 집단에서 다른 접근법을 이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우울의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

발할 때, 비다문화 중학생을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 감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문화 중학생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접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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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목할만한 결과는 다문화 중학생이 비다문화 중학생

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며[8], 다문화 중학생과 비다문화 중학생

에서 학업 성적, 한국어 능력, 부모의 교육 수준, 경제 상태 등

의 차이가 우울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는 다문화 중학생이 우울의 고위험군 임을 의

미하므로 이들에게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다문화 중학생이 비다문화 중학

생에 비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 많은 것

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30].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의 비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중학생을 편의표집 하였으므

로, 전국의 비다문화 및 다문화 중학생으로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를 분석하였

으므로, 원인과 결과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기존 연구에서는 비다문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다문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외에 우울과 관련된 주요 변수를 포함한 

연구를 찾기 어려운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 학업 스

트레스,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신체상을 포함하는 주요 우울 

관련 변수들과 우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둘

째, 비다문화 중학생과 다문화 중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 비교한 첫 번째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 두 집단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비다문화 가정 중학생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신체상, 또래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울 예방 및 관

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비다문화와 다문화 중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 및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비다문화 중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증가하였다. 다

문화 중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감소하였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

펴보면 비다문화 중학생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

력을 미쳤으며, 신체상, 또래애착이 그 뒤를 차지하였고, 다문

화 중학생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또래애착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비다문화 중학생

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우울의 예방 및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다문화 중학생에서는 자아존중감 

증진이 우울의 예방 및 관리에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울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비다

문화 및 다문화 중학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으며, 

단면조사연구를 분석하였으므로 원인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전국 단위의 대상자로 확대하여 반복연구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비다문화와 다문

화 중학생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고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므로 큰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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