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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ractical suggestions to help multicultural adolescents’ academic 

adaptation. For this purpose, changes in the academic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identified, and longitudinal changes in self-esteem were explo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academic adaptation. The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multicultural youth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nd academic adaptation through the 

multivariate potential growth model,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was confirm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cademic adaptation,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youth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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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이 

학업적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종단변화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 자

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 학업적응, 자아존중감은 각각의 선형변화

모형을 통해 3년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적응 간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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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총인구 중 외국인, 귀

화자, 이민 2세 등 ‘이주배경 인구’ 비율이 5%를 넘어서면 

다문화 ·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문

화 인구 비율이 2024년 5%, 2040년 7%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되어[1], 2024년에는 공식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분

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에 따르면 

공교육 체계 내에서 학업 수행 중인 다문화 가족 자녀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 학생 중 그 비중이 2%를 넘어

섰다. 내국인 인구의 저출산과 다문화 출생아 비율의 급격

한 상승으로 인하여 다문화 청소년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

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는 다문화청소년이 한국 사회

에서 건실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청소년기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는 매우 중요

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문제는 중

요한 학문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학교

생활 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이 학업이었다[3][4]. 학업을 통한 진로 준비와 

학업을 함께 하는 교우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의 발달 등

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

들이 많다.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은 비 다문화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와 기초학력 부분의 미달 수준이 높아

[5] 학업적응에 어려움이 더 많다[6]. 실제, 전국 다문화 가

족 실태조사[7]에 따르면 2018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적

응도는 2015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교육부 자료에서는 중

학교 시기 다문화청소년 학업중단율은 2%가 넘었고, 고등

학생의 경우 20%를 넘는 비율로 추산되고 있다[8].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업적응에서의 문제에 대한 시급한 개입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내적 상태 

조절과 사회성 및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친다[9]

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신체적, 심리·정

서적인 변화가 큰 청소년 시기의 다문화청소년에게 있어 

문화에 대한 태도나 자아존중감은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나 자아

존중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시간 지남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종단연구가 많이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해 보고 구조

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선정하

여 검증하였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 

학업적응 간의 종단적 성장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적응 간

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한국 문화 및 이

와 다른 문화적 배경인 부모의 문화에 대해 가지는 수용적

인 태도로 두 문화에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10]. 

다문화청소년들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우리와 문화적 배

경이 달라 한국 문화와 외국문화에 모두 적응해야 하는 상

황에 놓여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이 겪는 한국문

화와 외국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을 이중문화로 지칭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수준

은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와 학교 적응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있음[11][12]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인식 

정도와 수용 수준에 따른 학교 적응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

고하고 있다[13][14].

2. 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판단, 태도, 감

정 등을 포함한 스스로를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5].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이 잘 형

성되면 스스로를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고, 자

신감과 성취동기가 높아져 삶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16].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하고 교사와의 관계 면에서도 원만해지게 된다[17]. 자아

존중감은 수업태도와 학교규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8]. 한편,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할 때 다문화청소

년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

문화청소년이 처한 이중문화 환경으로 인한 차별과 언어능

력 문제에서 오는 낮은 학업성취와 같은 복합적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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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9]. 

따라서,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역할을 탐색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Learning Adaption

다문화청소년은 언어문제로 인하여 수업 이해도가 낮

고, 외국인 부모로부터의 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지지, 차

별로 인한 따돌림 등으로 인해 비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학

교적응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20]. 학교부적응 문

제는 학업중단과 사회부적응으로 연결되고 사회문제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시급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Model

Fig. 1. Research Model

2. Analytical Objects and Data 

2.1 Analytical Objects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의 4차년도(T4), 

5차년도(T5), 6차년도(T6)까지 참여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1,14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Analytical Objects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적

응 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이중문화

수용태도, 매개변수로 자아존중감, 종속변수로 학업적응을 

설정하였다.

2.2.1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한국 문화와 다른 이질적 문화 배

경을 지닌 부모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로 두 문화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10]. 본 연구에서는 Hovey

와 King(1996)이 라틴계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응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사용한 이중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SAFE)를 문항의 수정과정을 통하여 선정한 10문항

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4~6

차년도 이중문화수용태도 각각의 신뢰도는 .721, .736, 

.744이었다.

2.2.2 Self_esteem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 및 능력에 관해 가지는 생각

과 판단 및 태도와 기대를 포함하여 스스로에 대해 소중하

고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1967)의 자아개념 검사 문항 중 자아존중과 

관련된 4문항을 발췌한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각 

시점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18, .806, .819이었다.

2.2.3 Learning Adaption

학업적응은 민병수(1991)의 초등학생용 학업적응 척도

를 수정한 김지경(2010)의 척도로 학습활동의 5문항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시점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62, 

.772, .760이었다.

3. Analysis Method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

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적응 간의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를 검증을 위해 

SPSS version 26.0 과 Amos version 26.0을 사용하였

다. 주요변수의 정규성 확보를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분석으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

스트래핑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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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mpirical Analysi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본 연구 대상자인 4차년도(중학교 1학년) 다문화청소년

의 일반적 특성은 최종 분석 대상자 1,143명 가운데 여자

는 578명으로 50.6%, 남자는 565명으로 49.4%를 차지하

여 전체 성비는 거의 1:1에 근접하였다.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분석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 미만으로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

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적응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

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1]

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뢰도 분석결과, 크론바하 알

파 계수가 0.7 이상으로 모두 신뢰도 계수의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mean SD skewness kurtosis

biticul4 2.8964 .37925 .006 1.073

biticul5 2.8898 .38338 .282 .462

biticul6 2.8935 .38237 -.061 1.136

estem4 3.1603 .53269 -.117 -.279

estem5 3.1363 .52350 -.043 -.168

estem6 3.0809 .53019 -.061 .294

lrn4 2.8520 .50897 -.005 .223

lrn5 2.8325 .50972 .009 .149

lrn6 2.8313 .48642 -.146 .49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T4 T5 T6

biticul .721 .736 .744

esteem .818 .806 .819

learning .762 .772 .760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3. Analytical Results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이

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 학업적응의 변화 관련성을 

추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평균 변화를 고려한 선형변화모

형의 채택 후 선형변화모형에 따른 변수들의 변화율 평균

을 추정한 결과, 변수의 선형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세 변수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나 각 변수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

를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학업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

여 초기값이 높을수록 변화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mean valiance
icept↔slope

covaliances

biticul
icept 2.895*** .067***

-.010
slope -.003 .022*

esteem
icept 3.166*** .157***

-.012*

slope -.040*** .014***

lrn
icept 2.849*** .163***

-.026**

slope -.021 .036**

Table 3. Parameters of the Potential Growth Curve 

Model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적응에 영

향을 주는지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앞서 확인된 각 변화

함수를 적용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변인 간

의 변화모형 추정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최종연구모형

은 research model에서 제시한 [Fig. 1]과 같으며 최종연

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2값 216.151(p<.001), TLI값 

.930, CFI값 .948, RMSEA값 .078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판단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2(p) TLI CFI RMSEA

Default 

model
216.151*** .930 .948 .078

Table 4. Fit Index of Research Model

다변량잠재성장모형 종단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자아존

중감의 종단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직·간접 효과분석을 실시

하였다. 여기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 방

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적

응 간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는데,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첫째,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값과 자아존중감 초기값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런 결과는 초기 이중문화수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자아존중감의 수준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과 자아존중감의 변화율 

사이에도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세 

시점에서 선형으로 감소하므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감소할

수록 자아존중감은 더욱 감소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학업적응 초기값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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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런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적응은 세 시점에서 선

형으로 감소하므로 자아존중감이 감소할수록 학업적응은 

더욱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넷째, 자아존중감 변화율과 학업적응 변화율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중문화수용 초기값과 학업적응 초기값 사이에도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

[Table 5], [Table 6], [Table 7]과 같다. 

첫째,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값이 학업적응 초기값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74,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한 간접

효과는 .534로 모두 유의미하게(P<.01) 나타났으며, 총효

과는 .808로 유의미하게(P<.01) 나타났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값이 학업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47, 총효과 또한-.007로 유의미하

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이 학업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445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

나, 간접효과는 2.482(P<.0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총

효과 또한 1.037(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ath B S.E. C.R. P

bi_

icept
→

estem_

icept
1.068 .077 13.888 ***

bi_

icept
→

estem_

slope
-.038 .070 -.539 .590

bi_

slope
→

estem_

slope
2.045 .274 7.458 ***

estem_

icept
→

lrn_

icept
.500 .045 11.029 ***

estem_

icept
→

lrn_

slope
.081 .080 1.010 .312

estem_

slope
→

lrn_

slope
1.214 .509 2.382 *

bi_

icept
→

lrn_

icept
.274 .086 3.180 **

bi_

icept
→

lrn_

slope
-.047 1.194 .1.210 .226

bi_

slope
→

lrn_

slope
-1.445 1.194 -1.210 .226

Table 5. Model Parameter Estimates

path total direct indirect

bi_

icept
→

estem_

icept
1.068** 1.068** .000

bi_

icept
→

estem_

slope
-.038 -.038 .000

bi_

slope
→

estem_

slope
2.045** 2.045** .000

estem_

icept
→

lrn_

icept
.500** .500** .000

estem_

icept
→

lrn_

slope
.081 .081 .000

estem_

slope
→

lrn_

slope
1.214 1.214 .000

bi_

icept
→

lrn_

icept
.808** .274** .534**

bi_

icept
→

lrn_

slope
-.007 -.047 .040

bi_

slope
→

lrn_

slope
1.037** -1.445 2.482*

Table 6. Estimates of Path Coefficients of the   

Mediation Model

path
Two Tailed 

Significance

bi_

ICEPT

→
lrn_

ICEPT

indirect .534 .001

→ direct .274 .004

→ total .808 .001

bi_

ICEPT

→
lrn_

SLOPE

indirect .040 .500

→ direct -.047 .466

→ total -.007 .892

bi_

SLOPE

→
lrn_

SLOPE

indirect 2.482 .048

→ direct -1.445 .185

→ total 1.037 .001

Table 7. Significa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ation Model

V.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

감, 학업적응 발달궤적의 관찰을 통하여 각 변인 간 종단

적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종단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 

학업적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사

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이문화수용태도, 자아

존중감, 학업적응 등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초기값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과 학업적응 초기값과도 정(+)적인 인

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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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인식정도와 수용정도에 따라 학업적

응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13][14]와도 일

치하는 것이다. 

셋째,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은 자아존중감 변화율과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

화청소년의 이문화수용태도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자아존

존중감의 변화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자아존중감 초기값은 학업적응 초기값과 정(+)적

인 인과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 높은 경우에는 학업적응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학업적응 변화율과 정(+)

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17][18]

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율이 높을수록 학업적응 수준의 변화율도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적응 간의 인과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중

문화수용태도 초기값과 학업적응 초기값 간에 자아존중감

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중문화수용태

도 변화율은 학업적응 변화율 간에 자아존중감의 완전매

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적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학습적인 측면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다문화 청소년이 처한 이중문화 속에서 이를 조화

롭고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 이해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

는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모의 출신 국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편이어서, 이는 결국 학업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긍정적인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

감, 학업적응 등에 대해 종단적으로 발달궤적을 분석해 보

고,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해 보았

다. 이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종단적으로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많이 이루어진 횡단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패널데

이터로 이루어진 연구로 변수들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에 

대해 연구자들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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