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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가족 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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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배제로 인한 우울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의 지원방안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 가정 내 사회자본, 지역사회지원이 우울에 미치는 주효과 검증과 다
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지원의 조절효과를

․ ․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은 부산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
로 2016년 7월 한 달 동안 자료 164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3부를 제외하고 총 13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와 INTERACTION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배제는 우울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가족 내 사회 자본 및 지역사
회지원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 내 사회 자본은 학
교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사회지원의 조
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
제로 인한 우울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의 개입 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제언하였으며, 다문화

ㆍ

가정에 대한 개입,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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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매우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에
게 일어나는 다양한 발달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정체성 형성
이라는 새로운 발달과업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위험요인에 대해 민감할 뿐만 아니
라 취약성이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이혜순, 2010). 특히 이중 문화라는 위기환경으로 인하여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순혈주의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한국문화로 인하여 교사 및 또래 친구로부터 차별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학교배제를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김석준, 2015).
다문화청소년은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인하여 언어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가 남과 다르다는 외모의 차이, 이중문화 경험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소수집단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학교 및 사회 적응의 문제,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인
한 심리적 고통,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과 같은 폭력피해 경험, 정체성의 혼란 및 소외감의 경

․

험 등 많은 심리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김석준, 2015). 이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
회적 문제에 관하여 김정민 등(2015)은 부모의 이중문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감 혼란, 또래
들에 비해 언어능력 및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한국사회의 타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전경숙과 송민경(2011)은

․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의 25.8%, 중학생의 17.0%, 고등학생의 14.8%가 학교에서 놀림 차
별·따돌림과 같은 학교배제를 경험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학교배제는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
친구로부터 관계형성의 어려움 및 차별, 학교폭력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배제와 같은 위험요인의 경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

인한 우울과 자살생각 등과 같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윤명숙 조혜정,
2008).
특히 우울은 심리적으로 우울한 기분, 무가치한 느낌, 죄책감, 흥미의 상실, 집중력 감소, 자살
에 대한 생각 등을 수반하는 정신 병리(Lopez & Mu rray, 1998)로서 인격발달 과정 중에 있는 청
소년에게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심리적 문제이다(Reinherz et al, 2000).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학교
배제는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

․

다(유지희 황숙연, 2016; 윤명숙 외, 2008; 현철 외, 2013).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외모의 차
이,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등으로 학교에서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특히 많기 때문에 다
문화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학교배제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김정

․

민 외, 2015; 남윤주 이숙, 2009; 안인영 외, 2016).
한편, 위험요인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안과 고립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촉진시킴으로써 부정
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가족의 지지와 사회지원과 같은 보호요인을 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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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하거나 완화시켜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다(이지영, 2012). 보호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보호요인이 부정적 사건의 경험으로

․

․

인한 영향력을 조절한다는 분석결과 제시하였다(강현아 외, 2012; 양심영 박수경 김미숙, 2013;
이주영 외, 20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또한 가족 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지원과 같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가족 내 사회자본 및 지역사회지원이 한 개인이 경험하는 위기나 주요한 상황에

․

대한 대처반응을 조정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김주연 지혜은, 2016).
다문화 청소년의 배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
김두섭, 2014; 전병주․2012).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학교가 그들의 중요한 환경체계라는 점에서
(김영은, 2014; 이중섭 이용교, 2008), 사회적 배제의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현식

사회적 배제보다는 학교배제가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배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교배제의 부정적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배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통해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학교적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사점의 제공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 가족 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지원, 우울의 관
계를 규명하여 학교배제와 우울에 관한 이론의 확장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우울에 대한 개입
에서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
제와 가족 내 사회자본 및 지역사회자원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족 내 사회
자본과 지역사회자원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재

․

․

학 중인 연령집단을 의미한다(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은 1990년 이후 국제
결혼의 급증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2015)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출생자, 중도입
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이 포함된 다문화청소년은 2015년 현재 82,135명으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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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0,162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하며, 중학생은 13.827(16.9%), 고등학생 8,146명(9.9%)로 나
타나 2013년 55,780명에 비해 다문화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
문화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 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본격화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다문화상담 전문가들은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외모, 언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차별을 경험하
며 심각한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양미진 외, 2012). 이러한
어려움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201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0.8%, 중학교 1.2%, 고등
학교 2.1%로 전체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초등학교 0.6%, 중학교 0.8%, 고등학교 1.6%에 비해 높게

～

나타나고 있는 것(교육부, 2015)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9 24세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는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23.8%), 어려운
가정형편(18.6%), 어려운 학교공부(9%) 순으로 조사되었다. 고민이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
중 13세 이상 자녀의 고민 1순위로 공부(29.9%), 직업(15.8%)에 대한 고민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

․

음으로 경제적 어려움(6%), 외모(5.2%), 신체 정신 건강(3.6%) 등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기의 주요환경체계의 변화를 보면 부모 및 가족체계에서 학교체계로 확장되는 시기이
다. 학교환경 내에서의 교사와 또래 친구와의 관계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이후 성인기의
사회관계 및 적응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접점이라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학교체계는 청소년
발달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소선숙 외, 2010).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어
려움 가운데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그들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배
제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통하여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가족, 학교 및 지역
사회 등에서 가중적인 차별과 소외의 개념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통합으
로부터 소외되는 과정과 결과로 정의된다(이중섭 외, 2008). 따라서 학교배제는 학교체계라는 환
경에서 교사 및 또래 친구로부터 관계적 어려움과 차별 등을 통하여 차별받고 소외되는 과정과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외모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학교배제 경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경험은 2012년 기준으로 12.3%의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교육부, 2016), 다문화청
소년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0)의 조사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생활에서 차별경험 41.9%, 무시 36.6%, 수군거림
30.6%, 피부색 놀림 25.3%, 돌아가라는 협박 21.0%, 발로 걷어차임 15.1%, 소지품 빼앗김 9.1%
등으로 높은 경험비율을 보였으며, 전경숙과 송민경(2011)의 연구에서도 다문화라는 이유로 외모
에 대한 놀림이나 차별, 따돌림 피해경험은 조사대상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고성혜 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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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학교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적게는 41.8%(신체적 폭력)에서 많게는 61.7%
(심리적 괴롭힘)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형성이 어

․

렵다는 응답이 31.0%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정하성 우룡, 2007),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만
으로 차별을 경험한 자녀는 13.8%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김석준, 2015). 이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이 학교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쉬운 이유로는 외모나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이라
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다(고성혜 외, 2003).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 경험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내현
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원인(소선숙 외, 2010; 윤명숙 외, 2008; 이경아 외 2005)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살의도 및 자살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하진의,
2014).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배려, 학교부적응과 관
련된 문제 등에 대한 사회복지, 상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와 우울

우울은 심리적으로 우울한 기분, 무가치한 느낌, 죄책감, 흥미의 상실, 집중력 감소, 자살에 대
한 생각 등을 수반하는 정신 병리이다(Lopez & Murray, 1998). 또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로서 스트
레스 적응과정에서 불안이나 갈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변화, 근심, 무력감, 고독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Kelly & Daughtry, 2011). 특히 우울은 모든 종류의 정서 장
애들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성격을 지닌 질병이며(강현아 외,

․

․

2012), 주요 특징으로 수면부족, 피곤, 식욕상실이나 과식, 무기력함, 주의집중력 생산성 흥

․

미 활동의 감소, 사회적 철회,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는 횟수가 잦아지는 것 등이 있다(이혜순, 2010). 특히 우울은 청소년기에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심리적 문제의 하나이다. 청소년기는 인격발달 과정 중에서 시련의 시기일
뿐 만 아니라 정서적 동요의 시기이며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우울을 경험할 확률은

∼

청소년기가 일생 중 가장 높으며, 청소년 중에서 특히 15 18세의 청소년이 우울증 유병률이 높
다고 보고된다(Reinherz et al, 2000). 이러한 청소년기 우울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중의 하나로, 증상이 심할 때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김정민 외, 2015).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우울의 발생가능성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보고
가 되고 있다(김정민 외, 2015; 남윤주 외, 2009; 안인영 외, 2016). 이들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
년의 우울이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높은 것은 학교폭력의 경험이 더 많으며, 학업성적, 또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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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유지희와 황숙연(2016)의 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학교폭력 경
험이 많기 때문에 우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청소
년과 일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교배제의 경험이 높으며, 우울의 수준도 높다는 연구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배제와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경험이 스트레스를 높이고, 자아존
중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이경이 외, 2005), 학교폭력피해경험(윤명숙 외, 2008)은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이 심리적 정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현철 외, 2013). 그 밖의 연구에서도 학교적응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
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박근영 외, 2013). 최근 연구에서 김정민 등(2015)은 다
문화청소년은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 외모차이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우며, 이
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안인영 등(2016)은
다문화청소년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습부진은 자아존중감의 혼란 등으로 이어져 우울이
나 불안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유지희 등(2016)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피해경
험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반청소년이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피해경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과 같은 부
정적 경험은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사회 자본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Bourdieu(1986)는 사회 자본을 전통적인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이론에 가깝게 정의하였다. 그는 사회 자본을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
에 따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회 자본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서 사회자본을 도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Coleman(1997)은 사회자본이 사회적 구조의 관계
에 존재하며 행위자의 행위를 촉진하고 개인의 목표성취에 도움이 되는 관계자원으로서 시간,
노력, 주의를 통해 생산된다고 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 자본은 경제자본, 인적자본과는 다
른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발생되는 자본을 의미한다고 하였

․

다(이미라 박미정, 2012 재인용).
사회자본이 개인의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자원이란 관점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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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아․전명숙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가족 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지원의 조절효과 검증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자원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가족 내 사회자본은 부모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의 상호지지 등으로 구성된다. 가족 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정옥분 등(2005)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태도에서 격려, 칭찬, 최소한의 통제로 구성하였으며, 김리재(2013)는 부모의
신뢰, 의무감, 소속감, 애정과 관심, 양육태도 등으로 구성하면서 부모-자녀 간 신뢰 및 유대감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경근(2000)은 가족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가족의 구성원들의 지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가족 내 구성원들과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조한 부모의 지지 및 가족관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 시기의 부모나 형제 등과 같은 가족은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서 훈육자로서의 역할과
성장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최초의 모형이 된
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이지영, 2012). 그러므로 가족과의 긍정적 관계는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긍정적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일반 청소년들과의 차이로
인하여 위험요인에 취약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위험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
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가족 내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긍정적 심리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을 강화시켜, 위험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요인으로는 가족관계(강현아 외, 2012; 엄연주 김수영, 2016;
이주영 외, 2014)과 가족 내 사회자본(김주연 외, 2016)이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자본은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킴으로서 긍정적 발달에
도움을 주며, 이는 위부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게 되어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자본이 그들의 긍정심리를 향상시킴으로서 학교배제와 같은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심
리적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학교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 있어 가족 내 사회자
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4. 지역사회지원의 조절효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활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

․

시키기 위해서 개인적 사회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지원체계는 인간이 삶에

․

있어 중요한 자원들을 필요로 한다(이기영 윤경애, 2013). 지역사회자원은 인간이 생활을 유지
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사람이나 사회제도 즉,
사회와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지원 대상
자의 목표를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덜고, 생활상의 과업을 달성하고, 또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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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부와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으로써 돈, 음식, 주거 등과 같은 유형 자원과 지
식, 용기, 희망, 사랑, 지위 등과 같은 무형자원이 있다(배경희, 2006). 따라서 지역사회지원의 유

․ ․

형은 금품, 각종복지시설, 의료 보건 위생시설,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한 물적 지원, 사회
복지에 관한 법률, 제도, 조례, 정관 등의 사회제도적 자원을 통한지원, 사회복지사, 의사, 변호
사, 목사, 심리학자, 간호사 등의 공식적인 인적지원, 가족, 친구, 직장의 동료, 이웃,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의 비공식적 인적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주영 외, 2014). 또한 지역사회지원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서비스 공급주체를 중심으로 공식적 지원체계, 비공식적 지원체계, 사회적
지원체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배경희, 2006).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외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며, 이중 문화와
외모차이,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발달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은 발달과업 수행의 장애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성공적인 발달과업 수행에 도움을 주게 된
다. 이는 지역사회지원이 다문화청소년으로 하여금 발달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거나,
심리적 불안감 등의 해소에 도움으로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지원은 다문화청소년으로

․

․

하여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양심영 박수경

김미숙, 2013). 그러므로 지역사회지원 다문화청소년이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시킴으로써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역사회지원이 다문화청소년의 대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서 위험요인의 부
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재엽 등(2009)은 가정 내 학대경험과 자
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김효순(2010)도 청소년의 심리사
회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밖에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

․

가 학업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을 조절(김연희 유미숙, 2010; 김혜정 외, 2015)하는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원이 회복탄력성을 높여 줌

․

으로써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김승경 양계

․

민, 2012; 김은경 김종남, 2016; 이주영 등,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원이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본 연구의 모집단은 다문화 청소년이며 표집은 부산시내에 소재한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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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중학교 중 다문화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 담당 교사에게 협조를 통해 이루어
졌다. 초등학생은 설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초등4학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중학생은 1학년과 2
학년으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16년 7월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오
류 등을 수정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6년 7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회수된 총 164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3부를 제외하고 총 131부를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은 남자가 54.2%(71명), 여자 45.8%(60명)이며, 학년은 초
등4학년이 10.8%(14명), 초등5 25.4%(33명), 초등6 50.8%(66명), 중1 8.5%(11명), 중2 5.4%(7명)로 나
타나 초등학생이 다수로 나타났다. 본인의 한국어실력에서는 최하 11.7%(15명), 하 10.2%(13명),
중 35.9%(46명), 상 35.9%(46명), 최상 6.3%(8명)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중과 상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 변수의 측정

1) 학교배제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는 이중섭과 이용교(2008)의 청소년 배제와 관련하여 하
위요인으로 구성한 학교배제의 개념 및 구성요인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구성은 학교에서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2문항,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내 교우 및 교사로부터의
차별경험을 포함하는 2문항, 학교행사 및 동아리 활동 등 참여활동정도를 포함하는 2문항, 다문
화라는 이유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는 4문항 등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내용은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 ‘나는 다문화라는 이유로 학교 친구
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학교 내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피부색으로
인해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이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평정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로부터의 배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계
수는 .906로 나타났다.
2) 가족 내 사회자본
가족 내 사회자본은 Coleman(1997)이 제시한 사회자본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족 내 구성원들과
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조한 가족 간의 지지 및 가족관계 및 상호교류 요인을 포함한다. 이를 측
정하기 위해 Olson(1985)에 의해 개발된 가족응집성 항목 중 가족원 간의 친밀감, 가족구성원 간
의 상호지지 및 상호교류와 관련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 문항으로는 ‘우리 가족들은 서
로 간에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우리 가족들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서로 지지하고 응원한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하는 편이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을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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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내적합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는 .873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
준을 보였다.
3) 지역사회지원
조절변수인 지역사회 지원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혹은 학교가 위치해있는 곳의 복지기관 혹은
공공기간을 비롯하여 이웃들로부터 받는 다양한 무유형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지원은 조만우(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다문화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공식적 자원은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비스관련 내용이 측정
되며, 비공식적 자원은 이웃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으로부터의 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
정도를 의미한다. 공식적 자원은 4문항이며, 비공식적 자원은 12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는 나
에게 도움이 되었다’,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관련 실무자들과의
상호작용은 만족할 만 하였다’, ‘우리 지역의 이웃들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우리 지역의 이
웃들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등이다. 문항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렇다(5)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 결과 지역사회지원의 Cronbach's α 계수는 .878로 나타났다.
4) 우울
우울 척도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한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이며, Radloff(1977)가 개발한 20개 문항을 11문항으로 재구성
한 것이다. 척도 문항은 지난 일주일간의 느낌을 질문하는 것으로 ‘식욕이 없다’, ‘잠을 설쳤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측정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936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우울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인 성별, 학년, 한국어실력을 통제변수
로 하였다. 성별은 남(0), 여(1)로 가변수로 측정하였으며, 학년은 초등4(1), 초등5(2), 초등6(3), 중
1(4), 중2(5)로 측정하였다. 한국어 실력은 최하(1)에서 최상(5)로 서열화시켜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를 활용하였다. 우선 각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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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교배제와 가족 내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사회지원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주효과 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족 내 사회자본 및 지역사
회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상호작용 변수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절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inter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조절변수의 표준화점수에서
±1 및 평균의 회귀방정식에서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도식화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특성

주요변수의 상관분석에서는 우선,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학교배제와 조절변수인 가족 내 사회
자본 및 지역사회지원이 종속변수인 우울을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1>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학교배제

가족 내 사회자본

지역사회지원

우울

학교배제

1

가족 내 사회자본

-.655***

1

지역사회지원

-.518***

.639***

1

우울

.682***

-.547***

-.552***

1

평균(표준편차)

2.66(.90)

3.04(.95)

3.34(.87)

2.97(.99)

왜도

-.13

.23

-.18

-.21

첨도

-.07

-.42

-.20

-1.08

***p<.001

그 결과 상관계수가 -.518에서 .639 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
여주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와 종속변수인 우울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학교배제와
우울은 .682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지며, 가족 내 사회자본과 우울의 상관크기는 -.547, 지역사
회지원과 우울의 상관크기는 -.55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부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
과관계의 선행조건은 공변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토할

- 135 -

학교사회복지, 제38호
때,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절대 값의 크기로 평가하며, 왜도는 절대값 3을 초과하면 극
단적이라고 보며, 첨도는 7 또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고 본다(김대업, 2008). 이러한 기준에
서 보자면 본 연구의 주요변수의 첨도와 왜도 수준은 왜도 및 첨도의 정규분포 기준인 “0”에 가
까운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효과 검증

<표 2>는 학교배제, 가족 내 자본, 지역사회지원, 우울 각각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표 2> 주요변수의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 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b(s.e.)

t

b(s.e.)

t

b(s.e.)

t

(상수)

3.328(.56)

5.873**

.307(.53)

.572

1.328(.65)

2.017*

성별

-.554(.12)

-4.329***

-.340(.10)

-3.192**

-.540(.12)

-4.361***

학년

.013(.03)

.360

.056(.03)

1.864

.011(.03)

.296

한국어실력

-.009(.00)

-1.984*

-.007(.00)

-2.106*

-.007(.00)

-1.756

학교배제

.245(.07)

3.257***
-.539(.05)

-9.071***
-.333(.07)

-4.307***

가족 내 사회자본
지역사회지원
2

2

R (adj.R )

.263(.239)

.519(.504)

.307(.285)

F

11.126***

34.002***

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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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형1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배제가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모형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26.3%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
합도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F=11.126, p<.001). 그리고 학교배제의 우울에 대한 회귀계수는
.245로 나타나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257, p<.001). 이는 다문화청소년
의 학교배제가 높을수록 우울이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모형2에 투입된 변수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을 51.9%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4.002, p<.001).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의 우울에 대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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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은 낮음을 의미한다. 모형3에 투입된 변수들은 우울을
30.7%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합도 또한 유의하였다(F=13.959, p<.001). 인구사회학적 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사회지원의 우울에 대한 회귀계수는 .3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
여주었다(t=4.307, p<.001). 결과적으로 학교배제, 가족 내 사회자본, 지역사회지원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 효과 모형은 지지되었다.

3. 조절효과 검증

조절회귀분석은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통제변수에 더해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를 동시에 투입시킨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X)와 조절변수(Z)를 센터링 혹은 표준
화시킨 후 이들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항(X×Z)을 투입시키는 단계를 가진다(배병렬, 2015: 23).
조절효과의 유의성 판단은 R2 변화량이 유의적인지와 상호 작용항의 계수가 유의한지를 통해
알 수 있다(배병렬, 2015: 25).
1) 가족 내 사회자본 조절효과 검증
<표 3>은 학교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이라는 조절변수에 따라 상
<표 3> 가족 내 사회자본 조절효과

1단계

2단계

3단계

B(SE)

t

B(SE)

t

B(SE)

t

(상수)

2.957(.57)

5.135***

.372(.58)

.632

.382(.57)

.663

성별

-.626(.13)

-4.781***

-.341(.10)

3.168**

-.373(.10)

-3.517**

1.12

학년

.040(.03)

1.124

.058(.03)

1.897

.049(.03)

1.656

1.18

한국어실력

-.012(.00)

-2.818**

-.007(.00)

-1.991*

-.007(.00)

-2.076*

1.08

학교배제(X1)

.026(.06)

.389

.008(.06)

.127

1.41

가족내사회자본(Z1)

-.534(.06)

-8.047***

-.523(.06)

-8.037***

1.51

-.106(.04)

-2.546*

1.03

X1×Z1
2

2

R (adj.R )

.200(.181)

.516(.496)

.540(.517)

.316

.024

26.400***

24.054***

40.405***

6.484*

2

R change
F
F change

10.49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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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단계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은 우울을 20.0%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F=10.497, p<.001). 2단계는 이전 단계에 더해 학
교배제와 가족 내 사회 자본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이다. 투입된 변수들은 우울을 51.6% 유의하
게 설명하고 있으며(F=26.400, p<.001), 이는 이전 단계에 비해 31.6% 유의하게 증가한 설명력이
다(F change=40.405, p<.001).
3단계는 이전 단계에 더해 학교배제에 조절변수인 가족 내 사회자본의 표준화 값을 곱한 상
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이다. 상호작용항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호배타성에서도 VIF계수가 낮게
나타나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입된 변수들은 우울을 54.0%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단계에 비해 2.4% 유의하게 증가한 설명력이다(F change=6.484, p<.05). 또한
상호작용 항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46, p<.05). 다음으로 조절효
과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Cohen(1988)의 효과크기 공식(  )=(R2included - R2excluded)/(1 - R2included))에
대입한 결과  값은 .052로 Cohen의 임계치 .02보다 크므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 내 사회자본 수준에 따라 학교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사회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표 4>는 학교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사회지원이라는 조절변수에 따라 상이하
<표 4> 지역사회지원의 조절효과

1단계

2단계

3단계

B(SE)

t

B(SE)

t

B(SE)

t

(상수)

2.957(.57)

5.135***

1.538(.75)

2.042*

1.434(.74)

1.952

성별

-.626(.13)

-4.781***

-.496(.12)

-3.998***

-.513(.12)

-4.161***

1.06

학년

.040(.03)

1.124

.020(.03)

.568

.013(.035)

.369

1.17

한국어실력

-.012(.00)

-2.818**

-.006(.00)

-1.414

-.006(.00)

-1.388

1.11

학교배제(X1)

.092(.08)

1.085

.051(.08)

.585

1.73

지역사회지원(Z2)

-.319(.09)

-3.432**

-.326(.09)

-3.541**

1.76

-.097(.05)

-1.790

1.10

X1×Z2
2

2

R (adj.R )

.200(.181)

.327(.299)

.344(.312)

.127

.017

12.023***

10.732***

11.650***

3.205

2

R change
F
F change

10.49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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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2.7%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F=12.023, p<.001). 3단계는 이전 단계에 더해 학교배제에 조
절변수인 지역사회지원의 표준화 값을 곱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이다. 상호작용항의 종속
변수에 대한 상호배타성에서도 VIF계수가 낮게 나타나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
입된 변수들은 우울을 34.4%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단계에 비해 1.7% 증가한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 항 또한 유의하
지 않아 학교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지원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4. 단순기울기 검증

<표 5>는 조절효과가 검증된 가족 내 사회자본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기울기를 검증한 결과이다. 또한 가족 내 사회자본의
<표 5> 지역사회지원의 단순기울기 검증

가족 내 사회자본의 단순기울기

조절변수

학교배제×가족 내
사회자본

B

S.E.

t

LLCI(B)

ULCI(B)

1SD

.901

.073

12.195***

.755

1.047

평균

.939

.063

14.710***

.813

1.066

-1SD

.978

.081

12.055***

.8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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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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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집단의 기울기를 통한 그래프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단순기울기 검증은 Daniel Soper의
Interac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 내 사회자본의 평균집단 및 평균의 ±1SD 등 세 집단
모두에서 기울기가 .901(p<.001)에서 .978(p<.001)로 나타나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보면, 학교배제가 동일한 수준일 때(예를 들어 0.6일 때), 가정 내 사회자본이 평
균보다 1SD 낮은 집단의 우울이 가장 높고 그 다름으로 평균집단, 평균보다 1SD 높은 집단 순
으로 우울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 내 사회자본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
배제에 의한 우울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족 내 사회자본 수준
에 따라 학교배제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이중 문화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다문화
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인한 친구나 교사로 부터의 차별과 폭력 등이 그들의 안정적인 발달
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학교배제, 가족 및 사회자본, 지역사회지원, 우울 간의 관

․ ․

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
으로 2016년 7월 한 달 동안 자료 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 164부이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
답한 설문지 33부를 제외하고 총 13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배제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학교배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부족하여 논의에 한계를 가지지만 학교에서의 차별과 폭력피해경험이 그들에게 고립감이
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높인다는 선행연구(윤명숙 외, 2008; 소선숙 외, 2010)의

․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다문화라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배제를 경험한다면 개인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유사한 연구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한 학교 내 차별인지
가 우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현철 외,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은 우울 및 불안감
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보고되었다(김정민 외, 2015). 더 나아가 이러한 우울 및 불안을 포함한
정서적 어려움은 극한에는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다(안인영 외, 2016)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 내 사회 자본 및 지역사회지원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신뢰적 관계와 같은 긍정적 가족 내 사회 자
본은 다문화청소년에게 안정된 정서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며, 이는 인생목표에 대한 긍정적

- 140 -

아영아․전명숙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가족 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지원의 조절효과 검증기대, 가족과의 협동 등과 같은 긍정심리를 촉진함으로서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이지영, 2012; 이주영 외, 2014)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원은 다문화청소년이 외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 부족, 이중 문화와 외모차
이 및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이 생활과업
의 수행에 있어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줌으로써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선
행연구(김주연 외, 2016)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가족 내 사회 자본은 학교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사회지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족 내 사회 자본이 우울과
같은 위험요인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자본이 높다는 것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유대감이 높다는 것으로, 다
문화청소년이 학교배제로 인한 우울의 부정적 상황을 가족과의 의사소통 및 지지를 통하여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의 관계가 보호요
인으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여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중재한다는 선행연구(김주연 외, 2016; 엄연주 외, 2016)의 주장을 뒷받침하
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지원의 경우 학교배제와 우울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다문
화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지원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사회지원의 척도는 학교배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담지
못한 한계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지지 및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위기상황에서 적응을 완화
적으로 조절한다는 많은 선행연구(김연희 외, 2010; 김재엽 외, 2009; 양심영 외, 2013)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학교배제로부터 고통 받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지지가 구체적이고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인식전환
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배제의 실상을 전국적으
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노인, 장애인, 청
소년 등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배제적 관점의 연구
는 선남이(2013) 등 몇 편에 불과하다. 다문화청소년의 양적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
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경험된 연구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는 결과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다. 실제로 교육부(2016)의 자료에 의
하면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중단의 이유로 친구와 선
생님의 관계가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나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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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겪는 차별과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입과 함께 제도적 개선 역시 뒷받침 되어
야 하다. 우선 한국 내 이주민 집단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있어 인종차별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한
국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로 부터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 가해자는 또래집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로 국가인권
위(2010)의 조사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이 또래 교우들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68%로 나타나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사회복지사를 매개하여 인권교육 및 차별 및 배제로 인한 개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별과 배제는 또 다른 차별을 낳게 되고 비행 및 학교폭력과 연결될

․

수 있다는 점(전영실 신동준, 2012),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통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국가인권위원회, 2010)이라는 점에서 학교현장에서의 배제가 차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가족
내 사회적 자원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와 우울을 보호적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다문화정책의 대부분이 언어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오늘날 모든 가정의 문제이긴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정해체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통계청, 2015). 가정 해체가
모든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청소년기의 가정은 매우 중요한 환경체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학교
로부터의 배제로 인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
정은 가장 안전하고 보호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가정의 해체 및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려는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확실한 개입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로 인한 심리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도 사회적 지
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학교배제는 또 다른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 및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이 확충되

․

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
톡다톡’ 프로그램이 있지만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배경

․

청소년지원센터를 시 도에 전면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 각 지역
의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배제는 사회적 위축이나 고립 등 부정적 정서로 인하여 삶에 대한 무력감으로 연결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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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인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치유를 위한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 ․

첫째, 연구 대상자는 다문화 연구학교에 재학하는 부산시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이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재학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배제와 같은 부정적 상황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향후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표본의 추출을 통한 자료수
집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사회지원에 대한 측정도구는 개괄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지원의 구체적인 면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사
회지원은 중요한 평가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지원 측정도구에 대한 개발과 타당성 검
증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 만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과의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배제가 어느 수준
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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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 School Exclusion on Depression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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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empirical data for support methods for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regarding school exclusion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Specific research problems
were made to verify the main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 school exclusion,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on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 school exclusion and
depression. Data collection was made by collecting and analyzing 164 surveys during the month of July,
2016 conducted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atten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Busan and
a total of 131 surveys were used for analysis excluding 33 surveys that had incomplete or insincere
responses.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chool exclu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and
second,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had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Third,
it was shown that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exclusion on depression, but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ty support was not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chool
and community intervention plans regarding the school exclu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proposed from various dimensions and intervention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proposed.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exclusion, depression, 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 communit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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