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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안녕감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수는 약 31만 가구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영·유아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18세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는 향후 2

년 내에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외국인 부모

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중 문화속에서, 언어 문제, 외모 차이, 

심리적 부적응, 또래로부터 소외, 학교폭력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에 노출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일반가족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가족, 학교, 지역사회 시스템에서 환경적 취약성을 가지므로 안녕감

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매우 미흡하며, 안녕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전반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인 

안녕감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이 속한 환경적 맥락에서 관련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

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증진을 위한 실무와 정책 발전에 근거마련을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영향요인 간의 

직접 ·간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Dahlgren-Whitehead(2006)의 사회적 건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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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이론적 모델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문헌고찰을 근거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였으며,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재학

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8개 

지역을 포함한 일반학교 16개교, 대안학교 3개교인 총 19개교에서 206명이 설문에 참

여하였다. 자료분석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과 상관관계는 분석을 위해 기

술 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확인하였고 구조방

정식의 가설적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후 구축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는 환경적 요인인 경제적 상태(β = .275, p 

= .014), 학교의 유형(β = .226, p  = .007)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β = -.698, p = .006)에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지역사회 공동

체 의식에는 경제적 상태(β = .190, p = .023), 학교의 유형(β = .201, p  = .007)

이 직접효과를 보였다. 안녕감에는 사회적 지지(β = .792, p  .005), 지역사회 공동

체 의식(β = .220, p =  .019)이 직접효과를 주었고 경제적 수준(β = .246, p  

= .010)과 학교의 유형(β = .211, p  = .007)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69.0%, 문화적응 스트레스 

50.3%, 사회적 지지 12.7%,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7.6%의 설명력을 보였고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Normed χ2 (CMIN/df) = 2.570, 

GFI = .778, RMSEA = .088, IFI = .869, CFI = .942, PNFI = .706).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적 요인을 넘어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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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통한 간호중재를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안녕감에 대한 평

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높은 안녕감을 유지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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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수는 약 31만가구로, 과거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전통적 가

족 유형에서 점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변화되고 있다(통계청, 

2019). 2005년 다문화 혼인 건수는 역대 최고인 42,356건을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 

추세이나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영·유아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

라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향후 2년 내에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최근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증가는 교육, 문화, 지역사회 

및 전 분야에 걸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

기하며,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인

구 자질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김혜련, 2010). 

일반가족과 달리 다문화가족 환경은 한 가정 내에 외국인 부모의 문화와 한국 문

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중 문화가 존재하며, 언어 문제, 외모 차이, 심리적 부적응, 

소외, 학교폭력 등 부정적 경험을 보고하였다(박근영, 최유리, & 김보라, 2013; 유정

옥 & 김묘성, 2015; 이덕희, 2016).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에 노출되는 다문화가족 청

소년은 더 많은 스트레스(임소연 & 박민희, 2014)와 가족, 학교, 지역사회 시스템에

서 환경적 취약성을 가지므로 안녕감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안녕감(well-being)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전반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

녕과 자신이 속한 환경적 맥락에서 개인의 사회적 기능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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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으로 소외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악화되는 안녕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Belhadj Kouider, Koglin, & Petermann, 2014). 또한 안녕감은 삶

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취와 능력을 의미한다(Marks & Shah, 

2004). Dodge 등(2012)에 의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개인이 

보유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안녕 상

태에 있다고 하였으며, 불균형의 초래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내면문제와 반항장

애, 비행을 일으키는 외현화 행동으로 표현된다(Kim, Conger, Elder Jr, & Lorenz, 

2003). 캐나다의 연구에서 이민자의 정착 당시의 건강 수준은 양호한 상태였으나 2

세대, 3세대로 갈수록 안녕감은 악화되었다(Kwak, 2016). 중도입국한 이민자의 청소

년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사회적 지위가 낮

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안녕감 수준은 저하되었다(Runarsdottir & Vilhjalmsson, 

2015). 이와 같이 국외 이민자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안녕감 수준을 파악하

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과 정책 제시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시도된 바 없으며, 안녕

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

과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은 개인의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Dahlgren & Whitehead, 2006), 즉 개인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고, 일하

고 노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건강 결과를 형성해가는 요인으로 정의된다(WHO, 2008). 

이러한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은 자본, 권력과 자원의 분배에 따라 건강 결과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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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므로(WHO, 2008), 인구 집단의 건강 격차의 근원으로 조명되고 있다

(Dahlgren & Whitehead, 2006). 청소년에게 가장 강력한 건강결정요인은 또래, 가족, 

지역사회, 국가, 사회적 영향에 의하며(Viner et al., 2012), 건강과 건강 행동이 청소

년기부터 성인기까지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이 청소년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은 향후 성인기의 건강 결과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Viner et al., 

2012). 미국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환경적 요인은 건강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75%

에 이르며(Dignan, 2001), 특정 인구 집단, 저소득, 지역사회의 부정적 영향, 교육에 

대한 불평등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건강 격차는 심화되고 질병 부담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Woolf & Braveman,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Dahlgren 

과 Whitehead(2006)의 모델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환경적 요인으

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중 개인적 요인과 관련된 영향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경험, 이주 국가의 정착 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로 인한 낮은 자존감, 

우울 등 심리적 갈등으로 보았다(Deng, Kim, Vaughan, & Li, 2010; Juang, Syed, & 

Cookston, 2012; Park, 2009). 또한 협박, 따돌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다문화 가

족 청소년은 더 높은 자살사고와 낮은 행복감, 우울감을 나타냈다(이래혁 & 장혜림, 

2017). 일반가족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았고 건강

행위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 성관계 경험, 흡연, 약물남용 등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이 

높았다(김현식, 2016). 즉 개인적 요인은 문화 차이로 인한 정서적 문제, 건강 행위, 문

제 행동으로 발생하는 건강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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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모델에서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은 다문화가족 청

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는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공동

체 의식이 포함된다.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경우, 타인과의 관

계를 통해 긍정적 지지와 지원을 받아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

시키는 지지체계이다(한미현 & 유안진, 1996).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는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를 중요한 속성으로 보았고,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자존

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황성동 & 박은혜, 2010). 반면,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

하거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은 더욱 낮게 나타났다

(Rigby, 2000). 일반가족과 비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변은주 & 김홍석, 2012), 교사지지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백지숙, 김진, & 정효경, 2014). 사회적 지지

와 안녕감은 지지체계인 또래, 가족, 교사의 지원에 따라 안녕감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밀접한 관련 요인으로(Chu, Saucier, & Hafner, 2010),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과 사회적 지지 정도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중요한 지표로 인구학적 특성, 

주거 관련 요인, 지역적 특성, 지역사회 참여와 태도를 의미 있는 관련 요인으로 보았

다(김성수 & 김경준, 1998).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통

계청, 2019),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의 한 지역구는 중국 이민자들의 국제특구가 형성되어 이민자 인구율이 

한국인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청소년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또래, 이웃, 학교의 영향과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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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 된

다고 보았다(Cicognani, Zani, & Albanesi, 2008).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지

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조사한 연구가 진행된 바 없지만, 지역사회의 특정한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환경적 요인은 가족환경과 학교의 유형이 되며,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주현옥, 박소연, & 이재영, 2017), 불안정한 가족구조(유정옥 & 김

묘성, 2015)에 따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 학교의 환경과 학

교 간호사는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건강 격차를 해결하며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인으로 보았다(Schroeder, Malone, McCabe, & Lipman, 2018). 

종합해보면, 안녕감은 특정한 질병과 관련된 문제이기보다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인 개인, 사회적·지역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한 상호 복합적 관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Helliwell & Putnam, 2004; Kern, Waters, Adler, & White, 2015), 각 

요인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불균형을 이루거나, 성장과정 중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

이게 된다면,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Kim et al., 2003).  

지금까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은 이주 1세대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

로 이루어 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적응, 학습부진, 학업 중도탈락 등 교

육과 관련된 내용이었며(고유미 & 이정윤, 2016; 조영달, 2006), 기초자료 또한 이차

자료 분석을 한 연구들로 설문 문항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김주연 & 지혜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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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모델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

의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환

경적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폭넓은 관

점에서 접근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관련 요인간의 안녕감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실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건강 

불평등과 건강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증진을 위한 지

원 및 향후 정책 반영에 필요한 자료가 되기 위함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모델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

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설명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

인한다. 

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적합성을 검증한다. 

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의 영향요인 간의 직접효과를 확인하고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매개효과 및 간접효과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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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3.1. 다문화가족 청소년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외국인)와 한

국인(출생, 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으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한국인(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과 한국인(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는 다문화가족 자녀인 청소년을 의미한다(법무부, 2015). 

 

3.2. 안녕감(Well-being) 

3.2.1. 이론적 정의 

긍정적 감정(만족감, 행복), 부정적 감정(우울, 불안, 외로움), 삶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신체 건강을 포함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들

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Dodge, Daly, Huyton, & 

Sanders, 2012). 

 

3.2.2. 조작적 정의 

안녕감은 Butler 와 Kern (2015)이 개발한 The PERMA-Profiler 단축형 도구

로 측정한 점수이다. 

 

3.3.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은 개인의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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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Dahlgren & Whitehead, 2006), 즉 개인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고, 일하

고 노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건강 결과를 형성해가는 요인으로 정의된다(WHO, 

2008).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모델에서 주요 영역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지역사

회 네트워크 요인, 구조적 요인,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영역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3.3.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연령, 성별 등 변하지 않는 유전적 특성과 가족력, 음주, 흡연, 신

체활동 등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건강행위와 전

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의미한다(Dahlgren & Whitehead, 2006).  

본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학교급, 성별, 키, 몸무게, 출생 

국가, 거주 지역, 중도입국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 건강행위(식습관, 신체활동, TV 

시청 시간,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 성관계 경험, 학교폭력 경험, 음주 및 흡연 경

험),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전문적 문화 상담 의뢰 경험, 문화적응 스트레

스를 포함하였다. 

 

3.3.1.1. 문화적응 스트레스 

3.3.1.1.1. 이론적 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모국의 문화 유산과 이주한 국가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

서 나타나는 심리적 적응과정을 의미한다(Berr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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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2. 조작적 정의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를 이승종(1995)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김은경과 김종남(2016)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

레스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3.2.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은 개인과 관계된 사회적 지지체계인 또래, 가족, 

지역사회의 자원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의미한다(Dahlgren & Whitehead,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포함하였다. 

 

3.3.2.1. 사회적 지지 

3.3.2.1.1. 이론적 정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사회적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 지지와 지원을 

받아 스트레스 경험 수준을 낮추며,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한미

현 & 유안진, 1996).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에는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를 

포함한다. 

 

3.3.2.1.2. 조작적 정의 

사회적 지지 도구는 Dubow와 Ulman(1989)의 SSAS(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도구, Cohen과 Hoberman(198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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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L(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도구, Lemper 등(1898)의 

PQ(Parenting questionnaire)도구와 김명숙(1995), 성영혜(1993), 한미현(1993)의 

척도들을 참고하여 한미현(1996)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한미현 & 

유안진, 1996). 

 

3.3.2.2.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3.3.2.2.1. 이론적 정의 

공동체 구성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 반영과 구성원과의 공통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Chavis, 

Lee, & Acosta, 2008).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도와 만족도, 

또래지지와 친밀도, 지역사회 지지와 친밀도, 소속감,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말한다. 

 

3.3.2.2.2. 조작적 정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Chiessi와 Cicognani(2010)의 SOC-A(The brief of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의 단축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3.3. 환경적 요인 

3.3.3.1. 이론적 정의 

Dahlgren & Whitehead(2006)의 연구에서는 주택, 작업 환경 조건, 생활여건, 

고용 상태, 교육 등 구조적 요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13세~18세

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면 포함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은 가정의 환경(부모 고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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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경제적 상태, 부모의 출신 국가, 부모의 교육 수준)과 학교의 유형(일반 학교, 다

문화 대안학교)을 포함하였다. 

 

3.3.3.2. 조작적 정의 

환경적 요인인 가족환경은 부모의 고용형태, 경제적 상태, 가족구조의 유형, 부모

의 교육 수준, 외국인 부모의 출생 국가이며, 학교의 유형은 일반학교, 다문화 대안학

교로 분류하여 조사한 내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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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구성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고, 

한국인과 귀화자가 25%, 귀화자와 귀화자가 15%, 한국인과 다문화가족 자녀가 10%

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다문화가족의 주요 거주 지역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도 29%, 서울 22%, 인천 6%의 순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적

으로 분포하고 있었다(통계청, 2017).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 34.7%, 중

국 22.0%, 필리핀 7.3%의 순으로 베트남 출신의 비율이 다른 국적 출신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았고, 외국 출신의 아버지 국적은 중국 7.5%, 미국 5.5%, 베트남 2.8%

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율은 2016년 기준 6세 이하 56%, 7~12세 28%, 13세 이상

이 16%였다. 초등학교 입학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중·고등학생으로 진학

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양적인 증가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9). 특히 결혼이민자의 10년 이상의 장기 정착 비율이 

2012년 34%에서 2015년 48%로 높아짐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

로 인한 어려움은 감소했지만, 자녀 양육과 학습 지원을 위한 학부모와의 정보 소외와 

공유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업성취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여건

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나재은, 2017; 배장오 & 진서현, 2015).  



13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출생 국가는 국내 출생 학생이 

79.8%, 중도입국 학생이 7.5%, 그 외 외국인 가족 자녀가 12.7%였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일반가족 청소년과 비교해 평균 취학률과의 격차는 중·고등학교에서 3%, 대

학교 이상은 15% 이상의 격차를 보였고, 학업 중단 비율은 전체 학생 대비 0.66%로 

두 배 가량 높았다(김석준, 2015).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시기는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학 진학, 친구, 부모와의 

관계 갈등은 일반가족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전반적인 한국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처한 갈등과 적응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해결

을 위한 상담 비율은 낮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사회 자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김흥주 & 박길태, 2010).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 비행 행동과 

일탈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신재헌, 2014). 특히 청소년 시기는 부

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가족지지로 건강한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긍정적 기반을 

형성하지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갈등 증가와 함께 청소년의 정서

적 문제와 스트레스로 나타난다(Yuwen & Chen,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가족

의 긍정적 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해 있는 부

부 갈등과 시부모와의 갈등, 우울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하여(김혜련, 여지영, 정진

주, 백소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충분한 가족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국내 선행 논문의 출판 경향은 

학교생활 적응 주제가 73편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사회 적응 35편, 문화적응 17편, 

문제행동 14편, 진로 문제 12편, 정체성 9편, 건강 7편으로(양계민 & 김주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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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을 주제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다. 연구방법

은 질적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다문화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된 논문의 자료수집 방

법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차자료가 대부분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다문화가족 청

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안녕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인 안녕감 수준을 파악

하는 것은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향

상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 수준 

 

성장발달 단계 측면에서 청소년 시기는 급격한 신체 성장과 함께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내·외적 환경의 확장으로 가족, 또래, 지역사회 경험을 통해 성인기로 진입하

기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김미선, 강현숙, & 조결자, 2004). 또한, 아동기로부터 이어

져 온 건강과 안녕감에 대한 아동기의 궤적들은 올바른 건강 행위와 안녕 상태로 수

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Viner et al., 2012).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

년 학생 75,149명 중 다문화 청소년 8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청

소년의 음주 경험 38.1%, 흡연 경험 23.1%, 성관계 경험 8.7%, 건강하다고 인지한 

비율 63.3%, 행복감 56.3%, 폭력 피해 경험은 3.33회였고, 약물 경험 5.0%, 우울 

34.5%, 자살사고 19.8%로 나타났다(이규영 & 이다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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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보고된 712명(1%)의 다문화가족 청소

년의 건강행태와 건강 수준은 음주 경험 37.5%, 흡연 경험 23.0%, 약물 경험 4.9%, 

우울감 27.8%, 스트레스 27.8%, 피로감 40.2%, 건강하다고 인식한 경우 69.8%, 행

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 63.1%, 살이 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 35.3%로(김향숙 

& 정난희, 2017), 2013년 자료보다 주관적 건강 인식과 행복감 수준은 약간 상승하

였으나 그 외에 다른 건강 수준은 이규영과 이다예(2013)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

을 보였다.  

채명옥(2018)의 2017년 제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일반가족 

61,320명(98.5%), 다문화가족 956명(1.5%)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일반가족 청소년보다 자살사고가 1.27배가 높았고, 인터넷 중독 성향은 

0.66배로 낮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도는 주중 1.35배, 주말 1.29배 높고, 학업 수행

은 0.73배로 낮았다. 일반가족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편 6.5%, 

다문화가족 청소년 9.5%, 불행하다 10.4%, 우울감 28.3%, 자살사고 17.1%로 일반

가족 청소년이 각각 7.8%, 25.1%, 12.0%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일반가족 청소년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은 대체로 더 나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

였다(채명옥, 2018).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개인, 문화, 심리적 요인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 가족, 교사, 또래, 학교로 나타났다(나재은, 

2017).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토대로 분석된 이차자료(양계민 & 김주영, 2017)로 출판된 논문 수의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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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자료가 많아 기초 정보 제공에 제한점이 많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는 일반가족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 수

준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건

강과 안녕감은 향후 성인기의 건강행위와 안녕감 수준과 매우 일치하므로 이 시기의 

건강 격차가 발생한다면 의료비 증가, 사회경제적 문제는 물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Woolf & Braveman, 2011).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향후 건강

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

하여 안녕감 중재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볼 수 있다. 

 

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은 개인의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Dahlgren & Whitehead, 2006) 즉, 개인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고, 일하

고 노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건강 결과를 형성해가는 요인으로 정의된다(WHO, 2008). 

WHO(2008)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분류에 의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경제적·정치적 맥락에는 정부, 정책, 토지, 주택, 공공정책, 건강, 교육, 문화, 사회적 

가치 등을 포함한다. 이차적 요인은 경제 기반과 접근성, 정치적 영향력, 차별 등의 

속성들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계층적으로 나누게 되고, 교육의 혜택, 성별, 직업, 수입 

등 자원의 분배에 따라 개인의 건강이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원

인으로 보았고, 결과적으로 건강 불평등과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WHO, 2010).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에서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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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기반(place-based)’의 개념적 기틀을 두고 5가지 핵심 영역인 경제적 안정

성, 교육, 사회적·지역사회 맥락, 개인의 건강과 건강관리, 이웃과 건강한 지역 환경

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다른 국외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주거지, 경제적 불평등, 사회

적 위치, 스트레스, 교육 수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 기회, 안정적인 고용, 사회적 

지지, 질 좋은 음식의 충분한 섭취 등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으로 보았다(Wilkinson & Marmot, 2003).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병태생리학적 요인

으로 발생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폐암 등으로 사망하는 숫자와 낮은 교육 수준, 인종

차별, 불충분한 사회적 지지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 격차와 건강 불평등에서 초래하는 

사망 비율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Galea, Tracy, Hoggatt, Dimaggio, 

& Karpati, 2011). 유럽과 북미의 경우, 건강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국민 건강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건강결정요

인을 포함한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하였다(Braveman & Gottlieb, 2014; 

Mahony & Jones, 2013).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국외와 달리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의한 다차원적 접근보

다는 주로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일부 연구에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요인에는 근력강화운동, 중등도의 신체활동 여

부, 수면시간 만족도와 경제적 상태에 의한 차이를 보고하였으며(유인영 & 이정애, 

2013), 신체활동의 규칙적인 참여 여부에 따라 학업성적,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행

복감, 학교폭력 경험에 따라 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이승범 & 조원제, 2017). 

국외 연구의 인종적 특성 중 아시아 청소년은 건강 활동 참여도가 낮았고, 이민 세대

가 증가할수록 신체활동은 낮아졌으며, TV 시청, 비디오 게임에 소비하는 시간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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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다 높고, 이는 세대에 걸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라틴계 청소년은 

백인의 수준과 비슷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건강 관련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특징을 

나타냈다(Allen et al., 2007; Taverno Ross, Francis, BeLue, & Viruell-Fuentes, 

2012). 

개인의 환경과 특성, 문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우울, 자아탄력성 등 심리적 건강

문제로도 나타났으며(나재은, 2017; 정문경,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일반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이로 인해 잠재적 비행을 유발할 가능

성이 높았다(신재헌, 2014). 이와 관련하여 일반가족 청소년보다 우울과 자살 생각 

위험이 컸으며(임소연 & 박민희, 2014), 정서적 스트레스와 우울은 인터넷 게임 중독

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김민경, 2016). 청소년기의 정서적 문

제는 성인기와 달리 우울함이 잘 드러나지 않고 비행 행동이나 건강위험 행위에 직접

적 영향을 주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특성으로 건강위험 행위에 관한 예방 관찰의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박근영 et al., 2013). 또한 정서적으로 우울할수록 다문화가족 청

소년은 문제 음주를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김주연 & 지혜은, 2016). 

지금까지 보고된 국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근

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채 학교 부적응, 비행 문제, 학교폭력. 정서적 문제 

등 미시적 관점에서 표면적으로 조사된 건강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양계민 & 

김주영, 2017). 그러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수준은 일반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율도 떨어지며, 개인을 둘러싸

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건강위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김흥주 & 박

길태, 2010). 또한, 미성년자인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건강 취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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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분류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의 정도와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을 파악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과 영향요인 

 

4.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안녕감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심리와 감정, 행복을 느끼며 부정적 감

정인 우울과 불안이 없고 삶에 대한 만족과 성취, 긍정적 기능을 유지할 때 안녕감에 

있다고 하였다(Ryff & Keyes, 1995). 심리학 분야에서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긍정 심리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성요소에는 삶의 만족,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문화, 개인의 특성, 인지 목표, 객관적 환경 등 각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Diener, 2000; Dodge et al., 

2012). 또한 안녕감에 대한 용어는 다른 동의어로 건강 관련 삶의 질, 삶의 질, 행복

감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Eklund Karlsson, Crondahl, 

Sunnemark, & Andersson, 2013; McAllister, 2005).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대상자의 

생리적 반응의 건강 결과인 두통, 질병 등 기능적 결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삶의 질은 삶의 문화적 가치와 가치체

계, 목표, 기준과 관련한 개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며, 신체건강, 심리적 상태, 

개인적 신념, 사회적 관계와 환경 간의 복잡한 영향을 주고 받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WHO, 1995). 그러나 안녕감은 질병의 개념과는 분리한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으로

(Dodge et al., 2012),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삶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개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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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자원을 강화하고, 건강에 대한 개인의 행위에 중점을 두

어 궁극적으로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Herrman, Saxena, Moodie, & 

Organization, 2005; Herzlich, 1973). 

호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녕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PERMA(positive 

emotion, engagement, relationships, meaning, accomplishment) 모델에서

(Seligman, 2011) 5가지 영역 중 의미(meaning) 변수를 제외한 부정적 요소, 삶의 

만족, 희망, 감사, 학교 참여, 신체활동, 영성을 추가한 안녕감을 측정하였다(Kern et 

al., 201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으로 측정한 안녕감의 수준은 학교 실무

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며, 학생들의 안녕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가

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Kern et al., 2015). 유럽의 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

녕감 연구에서, 본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에 비해 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

감은 정서적 문제,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 취약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요한 요인으

로 보았다(Runarsdottir & Vilhjalmsson, 2015).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평가는 유니세프

(UNICEF)의 Child Well-being 모델을 적용하였고 하위영역에는 물질적 행복, 교육, 

보건과 안전, 가족 및 친구 관계, 행동, 안전의 6개 부분의 영역을 포함하였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 염유식, 2010). 이후 기존의 6개 영역에서 경제, 환경, 주관적 안

녕감에 대한 3개 영역을 추가한 Well-being 측정 도구를 이용한 한국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신승배, 2018). 신승배(2018)의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

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는 건강, 안전, 사회적 참여, 활동, 삶의 질 수준으로 보았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신체 이미지, 대인관계, 건강과 함께 어떠한 활동에 깊게 몰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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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여하는가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

량, & 홍광표, 2013).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지만 몇몇 연구에서 안녕감 도구의 속성이 되는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유인영 & 이정애, 2013; 이봉숙, 김지수, & 김기숙., 2013). 

Kern(2015)등은 청소년의 안녕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차원에서의 안녕감 

측정이 실무에서 더 유용함을 제안하며, 현재 국내의 주관적 건강상태, 행복감의 단일 

항목만으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전반적인 안녕감의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또한, 안녕감은 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안녕감의 

수준을 확인하고, 안녕감이 낮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이 되는 부분은 더욱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안녕감 수준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2. 안녕감의 영향요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최근 10년 이내에 출판된 문헌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

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한국의 다문화가족 인종 비율이 중국(한족, 조선족)과 동

남아시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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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 출신 이민자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 아시아 출신 이민자 

- 연령: 11- 20세 

- 검색 년도: 200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상자 제외기준 

- 주제: 건강 이외의 관련 주제 

- 인종: 히스패닉, 토착민, 백인, 아프리카계 흑인을 비교 대상이 아닌 주요 연

구 대상자로 진행된 연구 

- 난민 입국자 및 탈북자 

- 질병 유무: 기존 질병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 논문 형태: 영어 이외의 논문, 초록 및 원문 제공이 되지 않는 논문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MeSH 용어를 기초로 검색 단어를 조합하였으

며, 국외 문헌인 경우 “immigrants OR emigrants” AND “child OR adolescents” 

AND “well being OR well-being OR wellbeing ” AND “Asian” 으로 검색하였

고 국내 문헌의 경우,“다문화 가족 OR 다문화 가정” “아동 OR 청소년” “안녕 OR 

안녕감 OR 웰빙”의 검색 단어로 사용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

택기준과 제외기준에 따라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녕감과 관련된 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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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정책, 교육, 진로, 보건의료서비스, 암·당뇨 등 기존에 질병을 이미 지니고 있거

나, 심각한 건강 상태에 처한 경우 제외기준에 따라 삭제하였다. 문헌검색을 통해 추

출된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422편, CINAHL 15편, EMBASE 4편, Cochrane 

15편으로 총 487편이었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된 논문의 경우 RISS 8편, 

DBpia 409편, NDSL 8편으로 총 425편이었고 국내·외 총 912편으로 검색되었다. 

중복된 문헌은 국외 22건, 국내 1건으로 총 23건을 제거한 후 국외 465건, 국내 

424건으로 국내외 총 889편이었다. 선정된 논문은 연구제목, 초록 내용을 검토하고 

제외된 문헌은 총 71편(국외 30편, 국내 41편)이었다. 주제와 관련 없는 국외 문헌 

365편, 국내 355편으로 총 720편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문헌의 주제별 유형으로는 

질병과 비만 관련 국외 문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 학교 및 학업과 관련한 

국내 문헌의 비율이 높았다. 1차 검토 후 선정된 71편은 2차 본문 검토를 하였고 선

정된 문헌은 국외 11편, 국내 14편으로 최종 25편이 선정되었다(Figure 1). 본문 고

찰을 통해 제외된 문헌은 연령 범위가 벗어나거나, 비아시아인, 탈북자, 난민, 도구 검

증, 및 중재와 관련된 문헌은 제외하였다. 선정된 25편의 문헌들은 연구자, 연구설계, 

대상자, 주요 변수, 결과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였다(부록 1). 

 본 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최종 25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민자 혹은 다문

화가족 자녀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 건강 

행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문화 갈등 시 전문인 상담 여부, 문화적응 스트레

스,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부모의 직업 고용유무, 경

제적 상태, 가족구조의 유형, 부모 교육정도 등에 대한 개념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

해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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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Flow Diagram of Literature Screening 

DB 검색을 통해 확인된 문헌 수  

(n = 912) 

국외 (n = 487), 국내(n = 425) 

중복 제거 후 남은 문헌 수 (n= 889) 

국외 (n = 465), 국내 (n = 424) 

중복 제거 (n = 23) 

국외 (n = 22) 국내 (n = 1) 

선정대상 문헌 수 (n = 71) 

국외 (n = 30), 국내 (n = 41) 

국내 DB (n= 425) 

- RISS (n= 8) 

- DBpia (n= 409) 

- NDSL (n= 8) 

 

선정대상 문헌 수 (n = 25) 

국외 (n = 11), 국내 (n = 14) 

국외 DB (n= 487) 

- PubMed (n= 422) 

- CINAHL (n= 15) 

- EMBASE (n= 4) 

- Cochrane (n= 15) 

연구제목, 초록 검토 후 제외 문헌 

 주제와 관련 없는 문헌 

(국외 n =365, 국내 n = 355) 

-교육, 언어, 학교, 진로 관련 문헌 

(국외 n = 13, 국내 n = 108) 

-중도입국, 난민 및 탈북 

 (국외 n =0, 국내 n = 25) 

-비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문헌 

(국외n = 75, 국내 n = 63) 

-보건의료 정책, 토론 관련 문헌 

(국외n = 52, 국내 n = 66) 

-도구개발 및 척도 연구 

(국외n = 7, 국내 n = 3) 

-질병 및 비만과 관련된 문헌 

(국외 n =142, 국내 n = 6) 

-다문화주제가 아닌 기타 문헌 

(국외 n = 76, 국내 n = 84) 

 연령범위가 벗어난 문헌 

(국외 n = 70, 국내 n = 28) 

 본문 검토 후 제외 문헌 

-연령범위가 벗어난 문헌 

(국외 n = 12, 국내 n = 9) 

-비아시아인, 탈북 및 중도입국  

(국외 n = 3, 국내 n = 8) 

-도구 관련 문헌 

(국외 n = 2, 국내 n = 0) 

-중재 관련 문헌 

(국외 n = 2, 국내 n = 1) 

-주제와 관련 없는 문헌 

(국외 n = 0, 국내 n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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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집단 모두에게 해당하나 실제로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응과정 속

에 개인의 심리적 정서와 행동적, 인지적 측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Berry, 1990). Berry(1997)에 의한면 문화적응의 분류는 두 가지 차원과 4영역으

로 구성되며, 하나는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따라 두 차원으로 분류된다. 문화적응의 4영역은 모

국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을 통합(integration)영역, 

모국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 받아들이는 동화(assimilation)영역, 모국 

문화만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리(separation)영역, 모국 문화

와 새로운 문화 모두를 유지하지 못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 영역으로 분류하였

다(Berry, 1997).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의 유형은 모국 문화와 새로운 

문화 둘 모두를 유지하지 못하는 주변화와 이중문화 소외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고, 한국 문화와 친밀한 동화형과 외국 문화와 친밀한 분리형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중문화 소외형의 청소년들은 심리적 부적응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주, 박륜경, & 이수경, 2017).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생활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고, 어머니와 애착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강유임 & 김병

석, 2013; 오현선, 2011). 이민자 가정과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국외에서 출

생하였거나 혹은 부모의 재혼으로 출생 국가를 떠나 한국으로 중도입국을 한 경우, 

부모의 모국 문화와 새로운 주류 문화 차이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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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관계 갈등과 의사소통 문제를 겪을 수 있다(Hwang, Wood, & 

Fujimoto, 2010). 청소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을수록 불안, 우울, 철회 

등 내면화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irin, Ryce, Gupta, & 

Rogers-Sirin, 2013). 주류문화에 속하지 않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할 경우,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모

순되거나 부정적 느낌을 가지게 된다(Phinney, 1989). 민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은 부모가 표현하는 민족에 대한 태도, 다른 성인에 의하거나 혹은 자신이 속한 

민족 뿌리에 대한 태도는 동일한 민족 공동체의 영향으로 긍정적 민족 전체성을 형성

한다고 하였다(Knight, Bernal, Garza, Cota, & Ocampo, 1993). 문화적응은 사회·심

리적 측면과 발달적 측면에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 기여를 

하며,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룹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매

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Liebkind, 1996; Phinney & Devich-Navarro, 1997). 

 

 4.2.2. 사회적 지지 

청소년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체계는 중요한 환경적 영향요인이다.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 점차 사회적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또래와 학교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

을 받으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조안, 이상균, & 그레이스, 2015). 사회적 

지지는 사회 구성원을 통해 전달되는 정서적, 정보, 물질적, 자존감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지각 정도와 지지체계, 자신과 연관된 사회적 관계와의 유대감, 자신감, 만

족도 수준 등,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의 속성을 통해 제공받는 지지를 

의미한다(박지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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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형제, 자매의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높으며, 친구, 교사, 지역사회 

멘토의 정서적 지지는 대인 적응력을 높여 긍정적 영향을 주고(박미정, 2016), 사회

적 지지를 통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긍정적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인 사회적 지지를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

조하였다(Hilario, Vo, Johnson, & Saewyc, 2014). 백지숙 등(2017)은 국내 일반가

족 청소년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하위영역 중 

또래지지가 낮은 원인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반가족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더욱더 많은 어려움에 있다고 하였다(백지숙 et al., 2014). 

또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고(인효연, 2017), 교사

와 또래지지는 사회적 위축을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와(모상현, 2018), 이주민의 거주

지인 지역적 지지체계가 높을수록 긍정적 안녕감의 수준도 높았다(Hjern et al., 

2013). 이는 가족, 또래,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가 높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소로 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해주며 

문제를 예방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4.2.3.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비롯하여 시설과 기관까지 포함되는 곳

으로 지역 내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정보

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장소를 의미한다(천정웅, 2011).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이론은 McMillan과 Chavis(1986)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개인이 지역사회 한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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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적, 심리적으로 연결된 감정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 4가지 요소의 분류는 구

성원(membership), 영향력(influence), 통합과 이행의 의무(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소속감과 정체성(sense of belonging and identification), 공유

된 감정관계(shared emotional connection)이다. 구성원은 소속감과 자신과 관계된 

타인과의 관계성을 공유하는 감정이며, 영향력은 구성원과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통합과 이행의 의무는 구성원들의 요구와 구성원을 통해 받는 자원의 충족감이며, 공

유된 감정 관계는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역사, 장소, 시간을 함께 경험하고 믿음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McMillan & Chavis, 1986). 청소년에게 지역사회는 또

래들과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과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결과로 기여를 하고(Cicognani et al., 2008), 거

주 기간, 지지체계의 수, 지지체계에 대한 만족도, 비직접적인 지지체계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retty, Andrewes, & Collett, 1994).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또래상담, 자율 법정회와 같은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는 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 

참여, 모니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 

시도되었다(김정주, 길은배, & 정화수, 1999).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지역사회 공동체

로서 참여하는 과정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해 청소년에게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긍

정적 기회를 제공하였다(홍정희, 2016).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의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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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지 않았다(Pretty, Conroy, Dugay, Fowler, & Williams, 1996). 또한, 지역사

회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 소속감과 

자살사고 사이의 부적 관계를 보였다(Kenyon & Carter, 2011).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인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소속감, 만족감, 참여도를 통한 활동이 안녕감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5.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모델 

 

이민자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 후 확인된 결과, 연령에 

따라 각 발달단계의 특징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조건, 즉 가족, 또래, 지

역, 학교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을 결정하는 각 요인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로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

가고, 학교에 참여하는 과정(Healthy People 2020, 2019; WHO, 2008)에서 건강 결

과를 형성해가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건강 결정과 건강 불평등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이 청소

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인구의 건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도 결정적 요소가 됨

을 보고하였다(Viner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본 총 912편의 논문 중 최종 선택된 25편

의 논문에서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모델은 Berry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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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이론이 2편에서 사용됐으며(모상현, 2018; 이영주 et al., 2017), 국외의 이민자 청

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 2편에서는 생태학적 이론을 적용하였고(Hilario et al., 

2014; Tummala-Narra, Deshpande, & Kaur, 2016), 각각 1편씩 사회 이론과 스트

레스 대처전략 이론이 사용되었다. 그 외 19편의 논문에서는 적용된 특정 이론이 거

론되지 않았으나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국외 이민자 가족의 청소년에게 중요한 

안녕감의 영향요인들은 성별, 연령, 건강 행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의 개인적 요인

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유의한 또래관계, 교사지지, 가족지지인 사회적 지지와 지

역사회 특성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요인, 그리고 가정환경, 학교와 도시 규모,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을 결과 변수로 보았다. 즉 이러한 중요한 영향요인들은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교육, 사회적 지위,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 의해 특정 인구나 집단에 건강 

불평등과 건강격차로 인해 개인의 건강의 질이 결정되는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모델과 

매우 일치하는 요인이 된다. Viner 외 등(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건강의 가장 

강력한 결정 요인은 국가적 소득수준, 개인 소득수준, 교육 접근과 같은 구조적 요인

과 가족지지, 학교지지, 또래들의 긍정적 지지를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

휘하고 성장과정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보았다. 

국외 연구에서는 이민자에 관한 연구가 국내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지만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의 결과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기반하여 건강 불평등을 초

래한다는 원인임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건강 접근 측면에서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적용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Castaneda et al., 2015).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 연구

에서도 초기 연구 주제의 방향은 연구자 중심의 주요 관심사인 학교적응, 진로체험 

등 국한된 내용을 다루었다면, 최근 몇몇 연구에서 다문화라는 문제 자체가 아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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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영역을 넓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양계민 & 김주영, 

2017). 

Dahlgren-Whitehead(2006)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모델은 개인적 요인, 사회

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환경적 요인, 거시적인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개인의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은 Dahlgren-

Whitehead(2006)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을 토대로 개인적 요인,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환경적 요인들로 구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건강 결과와 건강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변수로 

안녕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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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해 Dahlgren-Whitehead(2006)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 모델은 Dahlgren-Whitehead(1991)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사회적, 경제

적 상황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건강의 결정요인은 개인의 건강에 

위협과 질병 노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 부족, 비효율적인 치료의 접근성, 

환경,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개인의 건강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Dahlgren & Whitehead, 2006). 이 모델은 다문화가족 청

소년의 안녕감의 영향요인 규명과 문제의 원인을 사정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가이드 역할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에 대한 건강 불평

등과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재 연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다

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의 연구가 요구되나 지금까지의 연구로 종합하여 

볼 때 거주지와 환경적 조건들이 건강 수준의 향상과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근거가 됨을 제시하였다(Bambra et al., 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에 대한 중재가 개인의 수준에만 접근하는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

서의 중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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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lgren-Whitehead(2006)에 의해 분류된 주요 개념 중 첫 번째 단계는 개인

의 요인,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세번째 단계는 환경적 요

인, 마지막 단계는 거시적-정책적 환경적 요인으로 각 영역별로 분류된다. 

첫 번째 단계인 개인적 요인은 연령, 성별과 같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유전적 요인

과 흡연, 음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과 같은 생활양식으로 건강에 대한 태도를 변화 시

킬 수 있는 건강행위가 해당된다. WHO(2002)에 의하면 흡연, 알코올 남용, 비만, 고혈

압,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생활양식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은 유럽에서 전체 질병을 초래

하는 원인에 최소 1/3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WHO, 2002). 흡연과 알코올 남용과 

같은 건강 위험 행위의 요소들은 개인 선택에 의한 생활 양식의 사회적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생활 양식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확실한 전략은 건강

한 생활 양식으로 변경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며, 건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

보를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건강 행위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개인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

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Berkman & Glass, 2000). Berkman과 Glass(2000)에 의

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각 단계의 요인들을 개념적 기틀을 통해 

소개하였다. 이는 첫 단계인 사회-구조적 조건은(대수준) 문화, 사회경제적 구조, 정

치적 조건의 단계를 거쳐 두 번째 단계인 사회적 네트워크(중수준)는 사회적 네트워

크 구조단계로 이동하며, 세 번째 단계인 심리적 매커니즘(소수준)은 사회적 지지, 개

인과 개인의 연결성, 자원의 접근, 상호적인 행위의 수준의 단계를 지나 마지막 단계

인 건강행위(흡연, 음주 소비)와 심리적 결과로 이어지는 이론을 소개하였다. 즉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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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과 관계된 공동체에 편입되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건강과 안녕감의 영향에 매

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Dahlgren-Whitehead(2006)의 모델에서 사회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을 자신과 타인,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개

인의 건강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세 번째 영역은 교육과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여건, 작

업 환경, 교육, 건강 서비스 접근성과 시스템 등의 영향을 받는 환경적 요인들이 해당

한다. 유럽에서는 수년에 걸쳐 거주지, 작업 조건, 식량 공급,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같은 본질적인 요건들은 인구 건강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 영역은 사회적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가적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은 4가지 

영역인 교육, 작업 환경, 실업,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이다. 

핵심적 역할 중 하나는 교육으로, 교육과 건강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교육 수

준이 낮을수록 성인의 건강 상태는 악화되며, 더 나은 교육은 더 건강한 결과를 나타

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주었다. 건강 지식은 개인의 건강을 촉진하고 건강 위험 행위

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실무에서는 아이들이 공교육에 중

도 탈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건강한 학교의 조성을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환경을 위한 지지체계, 건강한 급식 제공, 신체적 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영양 교육 및 쿠킹 클래스를 운영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교

사 교육에는 9~10살의 학령기 시기에 조기 흡연 노출은 성인의 알코올 남용과 강력

한 연관성을 지니므로 특히 교사는 학생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흡연 위험 행동을 인식

하는 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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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환경의 건강 위험 요소는 건강 악화와 손상에 취약한 주요한 결정인자이다. 

작업 환경과 관련된 심리적 위험 요인은 스트레스로 이는 만병의 원인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우울, 음주 소비량과도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낮은 사회적 위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심혈관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실업률은 정신 건강과 자살율을 포함한 건강 위험과 사망률에 원인이 된다. 실업 

상태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의 원인이 된다. 실업은 사회적 배제와 그로 인해 사회적 지지의 고립, 흡연, 음주에 

더 많이 노출되며, 운동 부족 등 건강 관련 행위 변화에도 영향을 주므로 장기적인 

실업 상태는 건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은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인간의 기대 수명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대상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질병의 유형, 치료의 유형에 

따라 보건 의료 시스템의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건강 불평등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 측면에 있는 거시적-정책 환경 영역은 경제적, 문화적, 환

경적, 건강의 매개로써 전반적인 사회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건강의 결정요

인들을 설명하는 이 모델은 개인의 생활 방식이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생활, 근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인 각 영역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관계하는 것을 강조한다(Figure 2). 그러나 Dahlgren-Whitehead(2006)

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한 가장 상위개념은 본 연구의 대상

자인 청소년 연령대와 일치되지 않는 작업 환경, 생활과 작업 조건, 실업 상태, 수질

과 위생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르므로 국가적 상황과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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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개념을 수정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개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2. The Dahlgren-Whitehead’s ‘ Rainbow Model’(2006) 

 

본 연구에서는 Figure 2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안녕감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교급, 성별, 키, 몸무

게, 출생 국가, 중도입국의 경우 거주기간, 건강행위(식습관, 신체활동, 인터넷 및 휴

대전화 사용시간, 성관계 경험, 학교폭력 경험, 음주 및 흡연 경험)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장애, 문화 갈등으로 인한 전문 상담 경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수 등이 해

당되며, 사회적·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요인으로는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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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포함하였다. 환경적 요인에는 가족환경(부

모의 고용유무, 경제적 상태, 부모의 교육 수준, 외국인 부모의 출생 국가), 학교의 유

형(일반 학교, 다문화 학교)을 구성하였다.  

Dalhgren-Whitehead(2006)의 모델에서의 교육, 생활, 작업환경, 고용상태에 

해당하는 영역은 본 연구 대상자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므로 가족환경(부모의 고용 

유무, 경제적 상태, 거주 지역, 가족형태, 부모의 교육정도, 외국인 부모의 민족적 배

경)과 학교(학교의 유형)를 주요 변수로 하였다. 상위에 있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

경적 영역은 거시적 영역으로 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하기에는 향후 더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 영역은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국가적 정책의 이

해와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지며 각 영역은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모델 

단계에 맞추어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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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다문화가

족 청소년의 안녕감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학교급(연령), 출생 국가, 

건강 행위, 문화적응 스트레스이며, 사회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 지지

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으로 구성하였고 환경적 요인에는 가족환경과 학교의 유형으

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최종 결과변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으로 설

정하였다(Figure 4.). 

 

가설 1. 개인적 요인(출생 국가, 건강 행위, 문화적응 스트레스)은 다문화가족 청소년

의 안녕감에 직접 ·간접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다

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환경적 요인(가족환경인 경제적 상태와 학교의 유형)은 안녕감에 직접적 영

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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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Health behavior and problem, X2: Eating habits, X3: Perceived discrimination, X4: Korean language skill, X5: Feel isolated, X6: Peer 

support, X7: Family support, X8: Teacher support, X9: Satisfaction of needs and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X10: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with peers, X11: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in the community, X12: Sense of belonging, X13: Opportunities for influence 

 

Figure 4. A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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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과 가

설을 검증하는 모형구축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현재 국내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으로, 근접모집

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일반학교 16개교, 대안학교 3개교를 중심으

로 편의표집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며,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1. 대상자 선정 기준 

 만 13세∼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족은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정의한(법무부, 2015) 

- 결혼이민자(외국인)와 한국인(출생, 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으로 이루어

진 가족 혹은 그 가족의 중도입국자 청소년 

- 한국인(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과 한국인(인지, 귀화 국적 취득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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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가족의 청소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2.2. 대상자 제외 기준 

 탈북자 

 난민으로 인한 중도입국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장애와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탈북자는 우리나라 입국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선

행연구에 따라 제외함(김정민 et al., 2015;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 이영란, 

2007). 

 

2.3. 대상자 산출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요구되는 표본 수에 대한 논의는 측정변수 당 

10~20배 이상의 수를 가정하거나(Mitchell, 1993), 관측변수가 10개 미만일 때 표

본 수는 150개~200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이정열, 2016). 또한 구조방정

식 모델 분석 시 가장 일반적인 추정법인 최대우도법의 표본크기는 최소 100~150개

이며(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일반적

으로 200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근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80명을 목표로 하되, 불

성실한 응답률 약 10~20%를 고려하여 최소 198명에서 최대 216명으로 하였다. 자

료수집 결과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총 8개 지역과, 일반학교 16개교, 대안학교 3개교인 총 19개교에서 다문화가족 청소

년 206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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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list of general and multicultural school in Korea 

전국 중 · 고등학교 다문화 학교 목록(86개교) 

중학교 68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대안학교 7개교 

서울(10)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대안학교 1개교 

경기(31)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2개교 

대안학교 1개교 

인천(11)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개교 

대안학교 1개교 

강원(3)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대안학교 1개교 

충청북도(7)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0개교 

대안학교 2개교 

충청남도(11)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0개교 

 

경상북도(7)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전라남도(4)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대안학교 1개교 

자료 수집이 포함된 지역 

서울(3) 
중학교 0개교 

고등학교 1개교 

대안학교 1개교 

경기(3)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0개교 

대안학교 0개교 

인천(2)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0개교 

대안학교 0개교 

강원(3)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대안학교 1개교 

충청북도(2)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0개교 

대안학교 1개교 

충청남도(5)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0개교 

 

경상북도(1)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0개교 

 

전라남도(1)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0개교 

대안학교 0개교 

최종 선정 학교(19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대안학교 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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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이며, 종속변수인 안녕감

은 23문항, 개념적 기틀에 의해 분류된 개인적 요인은 총 40문항(일반적 특성 6문항, 

건강 행위 17문항, 문화적응 스트레스 17문항),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은 

총 44문항(사회적 지지 24문항,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20문항), 환경적 요인은 총 7

문항(가족 요인 6문항, 학교 요인 1문항)이며, 총 1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연구도구의 사용을 위해 도구 개발자의 승인을 얻었으며, 번역된 한국어 설문지

의 경우 도구 개발자와 번역자 모두 승인을 얻은 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영문 도구인 

안녕감을 측정하는 The PERMA(positive emotion, engagement, relationships, 

meaning, accomplishments)-Profiler (Butler & Kern, 2016)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

식을 측정하는 SOC-A(The sense of community scale for adolescents)(Chiessi, 

Cicognani, & Sonn, 2010)는 한국어로 번안되었다.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번역가 

3인에 의해 The PERMA-Profiler와 SOC-A도구를 독립적으로 번역 초안을 작성하

였고, 연구자와 번역자가 함께 도구 번역본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최종 완성된 

번역본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대학 교수 2

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센터장 1인, 다문화 관련 담당 교사 2인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국외 출생 후 한국으로 중도입국

한 경우, 의사소통은 가능하더라도 한국어 설문지에서 표현된 단어가 모국어의 의미

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통계지표에 고시된 우리나라 다

문화가족 출신 국가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어, 러시아 번역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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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였다. 번역 과정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능통한 전문 번역가 2인에게 의뢰하였으며, 번역된 초안은 연구자와 번역가와의 단어

의 의미를 확인한 후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번역본에 대한 예비조사를 위

해 다문화 가족 청소년 25명(베트남 출신 5명, 중국 출신 10명, 러시아 출신 1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 후 

최종 번역본을 완성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Table 1. The list of survey instruments 
Category Variable Instrument/ 

Reference 

Item Cronbach’ 

s alpha 

Individual 

factors 

General 

characteristics 

Grade(Age), Sex, Height, 

Body weight, Country of 

born, (In case of immigrant) 

Duration of residence  

 6  

Health 

behavior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y, Time of using 

internet and cell phone, 

Sexual intercourse, 

Sleep time, School violence, 

Alcohol drinking, Smoking, 

Barriers to access 

healthcare service, 

Consult to cultural problem 

Based on the 

youth healthy 

behavior online 

survey in South 

Korea 

17  

Acculturative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Korean skill,  

Feel isolated  

Sandhu & 

Asrabadi (1994), 

Translated in 

Korean by Lee 

Seungjong 

(1995), 

Modifed by Kim 

Eunkyung & Kim 

Jongnam (2016) 

17 .93 

Social 

· 

community 

network 

factors 

Social 

support 

Peer support,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Dubow & Ulman 

(1989), 

Modified by Han 

Mihyun(1993) 

24 .91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 

Satisfaction of needs &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Support & 

emotional connection with 

peers, Support & emotional 

connection in the 

Chiessi, &  

Cicognani(2010) 

2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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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ense of 

belonging, Opportunities for 

influence 

Environment 

factors 

 

Family 

environment 

Parent ’ s regular work, 

Economic state, Living area, 

Type of family structure, 

Parent’s level of education, 

Cultural background 

 6  

School 

environment 

Type of schools 

(General school, 

Multicultural school) 

 1  

Dependent 

variable 

Well-being PositiveㆍNegative emotion, 

Engagement, Relationships, 

Meaning, Accomplishment, 

Health, Loneliness, 

Happiness 

The Brief 

PERMA Profiler 

Butler, & Kern 

(2016) 

23 .88 

Time spent in the questionnaire: 10~15min            Total items: 114 

 

3.1. 안녕감(Well-being)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안녕감은 Butler와 Kern(2016)이 Seligman(2011)에 의

해 정의한 안녕감의 5가지 하위속성인 긍정적 감정(positive emotion), 참여

(engagement), 관계(relationships),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를 토

대로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 외로움(loneliness), 신체적 건강(physical 

health)을 추가하여 총 8개의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하였다. 이중 부정적 감정

과 외로움은 역문항에 해당한다. The PERMA(positive emotion, engagement, 

relationships, meaning, accomplishments)-Profiler 는 18세 이하 및 성인을 포함

하여 31,966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의 검증 테스트를 거친 검

증된 도구이다. 이 도구는 긍정적 감정 3문항, 참여 3문항, 관계 3문항, 의미 3문항, 

성취 3문항, 부정적 감정 3문항, 건강 3문항, 외로움 1문항, 행복감 1문항으로 총 23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점수 범위는 0점부터 10점까지이며, 11점 등급(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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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으로 0점은 ‘전혀 아니다.’ 에서 10점은‘항상 그렇다.’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Butler & Kern, 2016),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

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3.2. 개인적 요인 

3.2.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Sandhu 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인 36개의 문항을

(Sandhu & Asrabadi, 1994), 이승종(1995)이 우리나라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

로 도구 개발 절차에 따라 문항 삭제와 수정, 보완을 통해 최종 17개의 문항으로 추

출하였고 하위영역인 지각된 차별감, 한국어 실력, 소외감으로 구성되었다(김은경 & 

김종남, 2016).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점수의 범위는 17~85점이며, 1점은 

‘전혀 아니다.’에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각 하위영역 별 .96, .83, .85 였으며 전

체 값은 .93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 .93, 한국어 실력 .92, 소외감 .83

이었고 전체 Cronbach’s α 값은 .95였다. 

 

3.2.2. 건강행위 

건강행위에 대한 항목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문항을 토대로 식습관, 

신체활동, TV 시청시간 및 인터넷 사용시간, 성관계 경험(횟수), 학교폭력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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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흡연 유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시 장애 유무, 문화적 갈등 시 전문적 고민

상담 의뢰 유무 등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습관 문항은 지난 7일 동안 섭취한 음식에 관한 내용으로, 선택 보기는‘전혀 

먹지 않는다.’‘1~2회/주’‘3~4회/주’‘5~6회/주’‘7회/주 이상’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항목에는‘신선한 과일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탄산음료를 얼마

나 자주 마셨습니까?’,‘기름진 음식(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

니까?’,‘라면이나 컵라면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과자를 얼마나 자주 먹었

습니까?’,‘식사 시 채소반찬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우유를 얼마나 자주 먹

었습니까?’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체활동은 ‘지난 7일 동안 숨이 차는 운

동을 60분 이상 한 날은 얼마나 됩니까?’로 횟수를 묻는 문항으로 ‘없다.’ ,‘1

회’,‘2~3회’,‘4~5회’,‘5회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TV 시청 시간과 인터넷 및 

핸드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시청시간과 사용 시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수면시간 또한 하루 평균에 관한 질문이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유무와 횟수, 학

교폭력 횟수,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또는 두가지 모두 경험한 여부, 최근 1년간 

음주 및 흡연 경험과 횟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한 전문 상담 유무로 구성하였다. 

 

3.3.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3.3.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도구는 Dubow와 Ulman(1989)이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SSAS(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도구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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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Cohen과 Hoberman(1983)의 ISEL(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도구, 

Lemper 등(1898)의 PQ(Parenting questionnaire)도구와 김명숙(1995), 성영혜

(1993), 한미현(1993)의 척도들을 참고하여 한미현(1993)에 의해 개발된 도구이다

(한미현 & 유안진, 1996).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각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91, 하위영역인 친구지지 .87, 가족지

지 .88, 교사지지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은 .89, .90, .85였으며 전체 

Cronbach’s α 값은 .92이었다. 

 

3.3.2.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속감, 서로에 관한 관심과 문제 

등을 공유하며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을 대

상으로 Cicognani 와 Albanesi(2008)에 의해 개발한 SOC-A(The sense of 

community scale for adolescents)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인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도

와 만족도, 또래지지와 친밀도, 지역사회 지지와 친밀도, 소속감, 지역사회 참여기회로 

구분되며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Cicognani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도구(The brief scale of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Chiessi et al., 2010)를 사용하기 위해 한국어 번역 과정을 거쳤다. 본 

과정의 첫 단계는 영어-한국어가 능통한 전문가 번역가 3인과 본 연구자가 함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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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번역을 거쳤고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다문화가족 센터장 1인, 다문화 대안학교 

교사 1인, 다문화 관련 수업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3인의 검증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측정 범위는 0~4점으로 분포되며 0점은 ‘전혀 아니다.’에서 4점은 ‘매

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각 영역별로 .82, .90, .81, .85, .71이며 도구 전

체의 Cronbach ’ s α 값은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영역

은 .84, .85, .80, .81, .90이며 전체 Cronbach’s α 값은 .95였다. 

 

3.4.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는 가족환경으로 생계 책임자인 부모의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

직), 경제적 상태, 교육 수준, 가족구조의 형태, (외국인 부모의 경우) 출생 국가인 민

족적 배경. 학교의 유형(일반학교, 다문화 대안학교) 등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5. 일반적 특성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학교급(연령), 성별, 키, 몸무게, 출생 국가, 

중도입국자인 경우 한국 거주 기간 등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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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4.1.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의료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Y-2018-0132)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연령은 

13세 이상~18세 이하로 보호자 동의와 대상자인 청소년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의 최종 결정은 부모 동의 후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스스로 자유롭게 연구 

참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 도중 혹은 연구 철회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동

의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와 

관련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되는 연구대상자의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설문의 내용과 학생의 모든 사항은 비밀 보장이 될 

것을 설명하였다. 온라인 쿠폰 발송 목적으로 수집된 전화번호는 무기명으로 수집하

여 쿠폰 발송 후 삭제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

고 코드화하였으며, 설문지는 연구자 이외에 접근할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4.2. 자료수집 절차 

2017년 다문화 동태통계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거

주 지역 중 분포율이 가장 높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편의표집을 목표로 하되, 

전국 시 ·도 교육청에 공시된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연구학교로 

등록된 학교를 기반으로 지역 분포율을 고려하여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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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조사 대상자는 국외에서 출생 후 국내에 입국한 다문화가족 청소

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어가 미숙한 중도입국자 청소년의 설문조사를 위해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각각의 전문 번역가에게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번역본을 

의뢰하였다. 예비조사의 목적은 번역본에 대한 문법적 오류와 단어의 이해 정도를 확

인하기 위해 베트남 출신 5명, 중국 출신 5명, 러시아 출신 5명을 1차 시행하였다. 1

차 시행 시 베트남어로 구성된 설문지는 단어의 모호함과 문장 이해의 어려움이 없었

으나 중국어와 러시아 설문지의 경우, 1~2개의 단어에 대한 문법적 오류가 확인되어 

전문 번역가에게 재의뢰를 진행하였다.  2차 예비조사로 중국 출신 5명, 러시아 출신 

5명을 추가로 시행하였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

소요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였으며, 2차 예비조사 후 응답하기 어렵거나 이해가 어려

운 문항은 없었다.  

 

4.4. 본조사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이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각 시·도 교육청에 공시된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연구학교, 다문

화 예비학교의 목록을 토대로 각 학교의 다문화 담당 교사 혹은 학교장에게 유선 연

락을 통해 연구내용, 목적,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이후 학교에 협조 공

문과 설문지를 팩스로 전달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를 승인한 

학교는 가정통신문, 설명문, 동의서, 설문지, 연구 진행 시 설문지 작성 방법을 우편으

로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서는 가정통신문과 동의서를 각 가정으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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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미리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고, 동의서는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 이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밀봉이 가능한 회신우편 혹은 연구자

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진행

한 경우, 가정통신문과 동의서를 우편과 이메일로 사전에 먼저 전달하였고 설문 작성

을 위해 지정된 날짜에 학교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설문 내용, 자료수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후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5천원 상당)을 증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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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5.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 수준을 분석하

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검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성별, 학교급, 출생 국

가, 식습관, 건강행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사

회적 지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환경적 요인(경제적 상태, 학교의 유형)을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검증하였다.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중도입국 경우 한국 거주기간,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

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검증하였다.  

- 구조방정식의 모형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실시하였다. 

- 구조방정식의 주요 변수의 정규성 분석은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를 분석하여 확인하였으며,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계수, 공차(tolerance),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안녕감에 대한 구축한 모형의 적합도

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 상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를 확인하였다. 



55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안녕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검증

된 모형을 통해 안녕감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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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1. 일반적 특성 

1.1.1. 개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총 206명으로 평균 연령은 15.18±1.71세였으며, 남학생이 

46.6%, 여학생이 53.4%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BMI는 저체중이 50.0%, 정상 체중

이 41.7%, 비만이 8.3%였다. 출생 국가의 비율은 한국 45.6%, 중국 20.9%, 베트남 

11.7%, 우즈베키스탄 9.2%, 러시아 3.9%, 일본 3.4%, 태국 1.5%, 기타 3.5%로 나

타났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거주 지역별 분포도는 충청남도가 25.2%로 가장 많았

고 강원 17.0%, 서울 15.0%, 경기도 12.6%, 충청북도 12.6%, 인천 10.2%, 경상북

도 4.4%, 전라남도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운동한 횟

수는 2-3회/주 운동을 하는 경우가 30.1%로 가장 많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는 그룹은 24.3%, 1회/주 이하인 경우가 21.4%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TV 시

청은 1시간 미만이 58.7%로 가장 많았고,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은 3~5시간 

이하가 35.0%로 가장 많았다.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6~7시간을 자는 경우가 35.4%

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지난 1년 간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가 96.6%였고, 반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3.5%였다. 학교 폭력을 경험했던 대상자는 12.6%였으며, 

이중 피해자는 12.6%, 피해자와 가해자로 두 가지 모두 경험한 경우는 0.5%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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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지난 1년 간 음주 경험이 없는 경우는 83%였고, 1~2회/년 10.2%, 3~4회/년 

2.9%, 5~6회/년 1.0%, 7회/년 이상은 2.9%의 순이었다. 지난 1년간 흡연 경험이 없

는 경우는 95.6%였으며, 1~2회/년 1.5%, 3~4회/년 0.5%, 5~6회/년 1.0%, 7회/년 

이상은 1.5%의 순이었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 31.6%,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68.4%였다. 문화적 갈등과 문제 시 전문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90.8%였으며,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가 9.2%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중도입국자의 경우가 54.4%로 였고, 이들의 한국에 거주한 기

간은 평균 53.46±5.24개월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Factors           (N=206) 

Characteristic Category n(%)  M ± SD 

Sex Male 99(46.6)  

 Female 110(53.4)  

Grade(age) Middle 126(61.2) 15.18 ± 1.71 

 High 80(38.8)  

BMI(kg/m2)† Low 103(50.0)  

 Normal 86(41.7)  

 High 17(8.3)  

Country of born Korea 94(45.6)  

 China 43(20.9)  

 Vietnam 24(11.7)  

 Uzbekistan 19(9.2)  

 Russia 8(3.9)  

 Japan 7(3.4)  

 Thailand 3(1.5)  

 Kazakhstan 2(1.0)  

 Others 6(3.5)  

Living area Seoul 31(15.0)  

 Gyeonggi 26(12.6)  

 Incheon 21(10.2)  



58 

 

 Gangwon 35(17.0)  

 Chungbuk 26(12.6)  

 Chungnam 52(25.2)  

 Gyeongbuk 9(4.4)  

 Jeonnam 6(2.9)  

Physical activity(times/week) None 50(24.3)  

 ≥ 1 44(21.4)  

 ≥ 2-3 62(30.1)  

 ≥ 4-5 25(12.1)  

 > 5 25(12.1)  

Time of watching TV(hour/day) None 4(1.9)  

< 1 121(58.7)  

≥ 1-3 58(28.2)  

≥ 3-5 11(5.3)  

≥ 5-8 9(4.4)  

>  8 3(1.5)  

Time of using cell phone &  <  1 8(3.9)  

internet(hour/day) ≥ 1-3 57(27.7)  

 ≥ 3-5 72(35.0)  

 ≥ 5-8 43(20.9)  

 >  8 26(12.6)  

Sleep time(hour/day) < 5 12(5.8)  

≥ 5-6 36(17.5)  

≥ 6-7 73(35.4)  

 ≥ 7-8 44(21.4)  

 > 8 41(19.9)  

Experience of sexual None 199(96.6)  

intercourse (times/year) ≤ 1 2(1.0)  

 ≥ 2-3 3(1.5)  

 ≥ 4-5 1(0.5)  

 > 5 1(0.5)  

Experience of school None 179(86.9)  

violence(times/year) ≥ 1 15(7.3)  

 ≥ 2-3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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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2.9)  

Type of school violence None 179(86.9)  

 Victim 26(12.6)  

 Attacker 0(0.0)  

 Both 1(0.5)  

Experience of alcohol None 171(83.0)  

drinking (times/year) 1-2 21(10.2)  

 3-4 6(2.9)  

 5-6 2(1.0)  

 > 7 6(2.9)  

Experience of smoking None 197(95.6)  

(times/year) 1-2 3(1.5)  

3-4 1(0.5)  

5-6 2(1.0)  

 > 7 3(1.5)  

Barriers to access health care No 65(31.6)  

Services Yes 141(68.4)  

Consult to cultural problem No 187(90.8)  

 Yes 19(9.2)  

Period residence of immigrant adolescents(months) † 112(54.4) 53.46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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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습관 특성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식습관 특성은 지난 7일간의 평균 식습관을 나타낸 것으로 일

주일 동안 신선한 과일을 섭취한 경우는 3~4회/주가 33.8%로 가장 많았고, 1~2회/

주가 30.6%, 5~6회/주가 18.0%, 7회/주 이상이 13.6%, 전혀 먹지 않는다가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를 섭취한 횟수는 1~2회/주가 45.6%, 3~4회/주 29.6%, 

전혀 먹지 않는다가 13.6%, 7회/주 이상이 6.8%, 5~6회/주 4.4%의 순이었다. 기름

진 음식(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을 먹는 횟수는 1~2회/주 55.3%, 3~4회/주 25.7%, 

5~6회/주와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경우가 각각 6.8%였으며 7회 이상은 5.3%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라면 혹은 컵라면을 먹는 횟수는 1~2회/주 56.8%, 3~4회/주 

25.2%, 5~6회/주 7.8%, 전혀 먹지 않는다가 6.3%, 7회 이상은 3.9%로 나타났다. 과

자를 먹는 횟수는 1~2회/주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4회/주 35.0%, 

5~6회/주 12.6%, 전혀 먹지 않는다가 8.3%, 7회/주 이상이 6.8의 순이었다. 식사 시 

채소 반찬을 먹는 횟수는 3~4회/주 39.3%가 가장 많았고, 5~6회/주 23.3%, 1~2회/

주 18.4%, 7회/주 이상은 12.6%, 전혀 먹지 않는다가 6.3%였다. 우유를 먹는 횟수

는 7회 이상이 25.2%, 5~6회/주 21.8%, 3~4회/주 20.9%, 1~2회/주 20.4%, 전혀 

먹지 않는다가 11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Eating Habits of Individual Factors                     (N=206) 

Characteristic Category n(%)  

How often did you have fresh fruits?  None 8(3.9) 

(times/week) 1-2 63(30.6) 

 3-4 70(34.0) 

 5-6 37(18.0) 

 >7 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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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often did you drink soda(coke, sprite?) None 28(13.6) 

(times/week) 1-2 94(45.6) 

 3-4 61(29.6) 

 5-6 9(4.4) 

 >7 14(6.8) 

How often did you have greasy food? None 14(6.8) 

(times/week) 1-2 114(55.3) 

 3-4 53(25.7) 

 5-6 14(6.8) 

 >7 11(5.3) 

How often did you have instant ramen? None 13(6.3) 

(times/week) 1-2 117(56.8) 

 3-4 52(25.2) 

 5-6 16(7.8) 

 >7 8(3.9) 

How often did you have snacks or chips? None 17(8.3) 

(times/week) 1-2 77(37.4) 

 3-4 72(35.0) 

 5-6 26(12.6) 

 >7 14(6.8) 

How often did you have vegetables per meal? None 13(6.3) 

(times/week) 1-2 38(18.4) 

 3-4 81(39.3) 

 5-6 48(23.3) 

 >7 26(12.6) 

How often did you drink milk? None 24(11.7) 

(times/week) 1-2 42(20.4) 

 3-4 43(20.9) 

 5-6 45(21.8) 

 >7 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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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 중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39.8%, 대학

교 31.1%, 중학교 13.6%, 초등학교 5.3%, 대학원 3.9%.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

우는 6.3%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35.9%, 고등학교 35.9%, 중학교 

17.0%, 초등학교 4.4%, 대학원 2.4%,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4.4%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출생 국가별 비율은 한국 66.5%, 동북아시아(중국, 일본, 대만) 

13.1%, 동남아시아(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3.9%. 러시아(러시아, 우즈베키스

탄, 카자흐스탄) 7.8%, 기타(캐나다, 미국, 나이지리아)1.5%, 잘 모른다고 응답한 대

상자가 7.3%였다. 어머니의 출생 국가별 비율은 한국 8.7%, 동북아시아(중국, 일본, 

대만, 몽골) 37.9%,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30.1%, 러시아(러시

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12.5%, 잘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1.2%의 순으

로 나타났다. 직업 유형은 정규직인 경우가 76.2%, 비정규직이 23.8%였고, 가족의 

경제적 상태는 2,000만 원 미만이 24.8%,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20.4%, 3,0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이 15.0%, 5000만 원 이상이 13.1%, 

4,000만 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8.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8.4%의 

순이었다. 가족 구조의 유형은 일반가정이 70.4%로 가장 많았고 재혼가정이 14.6%, 

한부모가정이 13.1%, 조손 가정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재

학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은 일반학교 72.8%, 다문화 대안학교 27.2%를 보였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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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mily, School and Environmental Factors (N=206) 

Characteristic Category n(%)  

Fathe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11(5.3) 

 Middle school 28(13.6) 

 High school 82(39.8) 

 Undergraduate 64(31.1) 

 Graduate 8(3.9) 

 Unknown 13(6.3) 

Mothe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9(4.4) 

 Middle school 35(17.0) 

 High school 74(35.9) 

 Undergraduate 74(35.9) 

 Graduate 5(2.4) 

 Unknown 9(4.4) 

Father’s country of born Korea 137(66.5) 

 Northeast Asia 27(13.1) 

 Southeast Asia 8(3.9) 

 Russia 16(7.8) 

 Other 3(1.5) 

 Unknown 15(7.3) 

Mother’s country of born Korea 18(8.7) 

 Northeast Asia 78(37.9) 

 Southeast Asia 62(30.1) 

 Russia 25(12.1) 

 Other 0(0) 

 Unknown 23(11.2) 

Parent’s regular worker No 49(23.8) 

 Yes 157(76.2) 

Family economic status ≤ 20 51(24.8) 

(annual/million won) 20-30 42(20.4) 

 30-40 31(15.0) 

 40-50 17(8.3) 

 ≥ 50 27(13.1) 

 Unknown 3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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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family structure Traditional 145(70.4) 

 Single parent 27(13.1) 

 Grand parent 4(1.9) 

 Stepfamilies 30(14.6) 

Type of school among General  150(72.8) 

adolescents Multicultural 5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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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의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개인적 

요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은 1.95±0.05점이었고, 하위영역인 인지된 차별감 

1.87±0.05, 한국어 기술 2.16±0.08점, 소외감 1.97±0.06점이었다.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중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78±0.03점이었고 

각 영역 별 평균은 또래지지 3.82±0.04점, 가족지지 3.89±0.05점, 교사지지 3.63

±0.04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평균은 2.00±0.05점이었고 하위영

역인 지역사회 참여도와 만족도는 평균 1.91±0.06점, 또래지지와 친밀도 1.91±

0.06점, 지역사회 지지와 친밀도 2.00±0.05점, 소속감 2.07±0.06점, 지역사회 참

여기회 2.07±0.05점이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의 전체 평균은 6.56±0.09점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 

평균은 긍정적 감정 6.59±1.87점, 부정적 감정 6.66±0.13점, 참여 6.80±0.11점, 

관계 6.88±0.12점, 성취 6.15±0.11점, 의미 6.56±0.12점, 건강 6.87±0.14점, 외

로움 6.27±0.19점, 행복 6.98±0.15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구축 시 주요 연구변수 간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단일 변량

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연구변수의 왜도 절대값은 3.0

보다 작았으며, 첨도의 절대값도 10.0보다 작아 모든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는 0.1 보다 크

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0보다 작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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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N = 206) 

Variables Range M±SD Min Max Skewness Kurtosis Tolerance VIF 

Individual factor         

Acculturative stress 1~5 1.95±0.05 1.00 3.94 0.37 -1.02 0.71 1.39 

Perceived discrimination 1~5 1.87±0.05 1.00 3.90 0.46 -0.89   

Korean language skill 1~5 2.16±0.08 1.00 5.00 0.54 -0.83   

Feel isolated 1~5 1.97±0.06 1.00 5.00 0.67 -0.35   

Social and community networks         

Social support 1~5 3.78±0.03 2.17 5.00 -0.05 -0.13 0.64 1.56 

Peer support 1~5 3.82±0.04 1.88 5.00 -0.23 0.00   

Family support 1~5 3.89±0.05 1.38 5.00 -0.49 -0.00   

Teacher support 1~5 3.63±0.04 1.50 5.00 0.01 0.29   

Sense of community 0~4 2.00±0.05 0.00 4.00 -0.12 0.28 0.79 1.26 

Satisfaction of needs and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0~4 1.91±0.06 0.00 4.00 -0.02 -0.32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with peers 

0~4 1.91±0.06 0.00 4.00 -0.22 -0.04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in the community 

0~4 2.00±0.05 0.00 4.00 -0.14 0.31   

Sense of belonging 0~4 2.07±0.06 0.00 4.00 -0.19 0.07   

Opportunities for influence 0~4 2.07±0.05 0.00 4.00 -0.28 0.45   

Outcome         

Well-being 0~10 6.56±0.09 2.22 9.87 -0.15 -0.21 - - 

Positive emotion 0~10 6.66±0.13 1.00 10.00 -0.45 -0.00   

Negative emotion 0~10 5.97±0.14 0.00 10.00 -0.35 -0.20   

Engagement 0~10 6.80±0.11 1.67 10.00 -0.38 0.07   

Relationships 0~10 6.88±0.12 2.00 10.00 -0.49 -0.31   

Accomplishment 0~10 6.15±0.11 1.67 10.00 -0.02 -0.32   

Meaning 0~10 6.56±0.12 1.33 10.00 -0.16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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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0~10 6.87±0.14 0.33 10.00 -0.38 -0.51   

Loneliness 0~10 6.27±0.19 0.00 10.00 -0.44 -0.68   

Happiness 0~10 6.98±0.15 1.00 10.00 -0.52 -0.55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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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녕감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거주 지역,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 수면시간, 성관계 경험 유무, 학교폭력 

경험 유무, 음주 및 흡연 경험 유무로 나타났다(Table 6). 

연령은 중학생 그룹이 고등학생 그룹보다 안녕감의 점수가 높았다(t = 2.14, p 

= .003). 거주 지역의 분포도 중 강원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그룹이 안녕

감 점수가 가장 높았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그룹보다 인천, 강원

도,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5.69, p < .001).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는 8시간 이상 사

용하는 그룹에 비해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사용하는 그룹에서 안녕감 수준이 높았

고(F = 3.71, p = .03). 수면시간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는 5시간 미만 그룹보다는 8

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취하는 그룹이 높았다(F = 2.75, p = .029). 성관계 경험 유

무와 안녕감의 차이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그룹에 비해 성관계 경험이 없는 그룹이 

높은 안녕감을 보였고(t = 2.21, p = .028),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그룹이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그룹에 비해 안념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 = 2.63, p = .009), 음주 경

험은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그룹 보다 음주 경험이 없는 그룹에 안녕감이 높고(t = 

2.70, p = .007). 흡연의 경험 유무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는 흡연을 한 그룹에 비해 

흡연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룹에서 안녕감이 높았다(t = 5.24,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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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in Well-being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6) 

Characteristic Category n  
Well-being 

M ± SD t or F (p) 

Sex Male 96 152.43±30.63 .56(.152) 

 Female 110 149.85±34.96  

Grade Middle school 126 154.94±33.60 2.14(.033) 

 High school 80 144.93±31.16  

BMI(kg/m2)† Low 103 155.27±30.34 1.69(.186) 

 Normal 86 146.73±35.71  

 High 17 151.05±32.96  

Country of born Domestic 94 155.45±35.03 1.76(.079) 

 International 112 147.36±30.79  

Country before entering Domestic 94 155.45±35.03 1.05(.378) 

Korea NA 52 145.44±33.85  

 SA 29 149.41±29.34  

 Russia 29 147.27±27.63  

 Other 2 169.00±7.07  

Living area† 

 

Seoula 31 148.09±31.85 5.69(<.001) 

Gyeonggib 26 141.88±34.98  c, d, f>e 

 Incheonc 21 161.61±32.19  

 Gangwond 35 164.26±23.33  

 Chungbuke 26 123.80±27.86  

 Chungnamf 52 159.61±32.53  

 Gyeongbukg 9 156.22±33.73  

 Jeonnamh 6 128.33±22.91  

Physical activity None 50 145.10±33.31 1.22(.30) 

(times/week) ≤ 1 44 147.84±29.87  

 ≥ 2-3 62 153.08±32.61  

 ≥ 4-5 25 153.24±36.78  

 > 5 25 161.24±33.76  

Time of watching  None 4 166.50±11.78 1.53(.18) 

TV(hour/day) ≤ 1 121 150.39±35.07  

 ≥ 1-3 58 155.41±27.05  

 ≥ 3-5 11 154.45±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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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9 136.77±34.61  

 >  8 3 111.33±6.65  

Time of using cell phone  > 1a 8 132.00±30.29 3.71(.006) 

& internet(hour/day)† ≥ 1-3b 57 159.28±36.31 b>e 

 ≥ 3-5c 72 155.11±28.33  

 ≥ 5-8d 43 146.46±30.03  

 > 8e 26 135.26±35.81  

Sleep time(hour/day)‡ <  5a 12 126.50±34.70 2.75(.029) 

 ≥ 5-6b 36 145.44±29.57   a<e 

 ≥ 6-7c 73 154.64±30.74  

 ≥ 7-8d 44 149.61±34.12  

 > 8e 41 158.34±35.06  

Experience of sexual No 199 152.00±32.98 2.21 

intercourse  Yes 7 124.14±18.73 (.028) 

Experience of school No 180 153.32±32.02 2.63 

violence Yes 26 135.34±35.66 (.009) 

Experience of alcohol No 171 153.83±32.49 2.70 

drinking Yes 35 137.51±32.32 (.007) 

Experience of smoking No 197 152.42±32.90 5.24 

 Yes 9 121.22±16.39 (<.001) 

Barriers to access health  No 141 153.81±33.21 -1.77 

care services Yes 65 145.07±31.84 (.077) 

Consult to cultural  No 187 151.88±33.20 1.12 

problem Yes 19 142.94±30.13 (.261) 
†Scheffe test  ‡Bonferroni test, NA: Northeast Asia, SA: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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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적 요인의 식습관 특성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난 7일간의 식습관 특성에 따른 안녕감에 차이는 신선한 

과일을 먹는 횟수, 인스턴트 라면 및 컵라면을 먹는 횟수, 식사 시 채소 반찬을 먹는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신선한 과일을 1~2회/주 먹는 그룹에 비해 3~4회/주 먹은 그룹이 안녕감이 높

았다(F = 4.83, p = .001). 인스턴트 라면 및 컵라면을 먹는 횟수에 따른 안녕감의 차

이는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이 7회/주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 

안녕감이 높았으며, 1~2회/주에 먹는 그룹에 비해 3~4회/주, 7회/주 이상 먹는다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F = 2.44, p = .048). 식사 시 채소 반찬

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 5~6회/주 먹는 그룹이 안녕감의 점수가 

높았다(F = 3.65, p = .007). 

 

Table 7. Differences in Well-being according to Eating Habits of Individual factor (N=206) 

Characteristic Category n  
Well-being 

M ± SD t or F (p) 

How often did you have  Nonea 8 127.62±45.13 4.83(.001) 

fresh fruits? (times/week)† 1-2b 63 139.34±29.06 c>b 

 3-4c 70 158.40±32.91  

 5-6d 37 156.10±30.93  

 >7e 28 159.07±31.82  

How often did you drink  None 28 142.46±37.70 1.52(.197) 

soda (coke, sprite)? 1-2 94 155.81±30.27  

(times/week) 3-4 61 149.8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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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9 135.22±22.79  

 >7 14 151.71±41.76  

How often did you have  None 14 146.57±27.17 2.11(.080) 

greasy food? (times/week) 1-2 114 155.58±31.99  

 

 

3-4 53 149.81±34.23  

5-6 14 138.57±29.91  

 >7 11 131.72±39.91  

How often did you have  Nonea 13 160.30±37.68 2.44(.048) 

instant ramen? (times/week)‡ 1-2b 117 155.11±32.30 a>e 

 3-4c 52 143.09±32.33  b>c, e 

 5-6d 16 150.87±29.06  

 >7e 8 128.75±34.50  

How often did you have  None 17 143.88±40.85 1.28(.279) 

snacks or chips? (times/week) 1-2 77 153.57±34.46  

 3-4 72 152.18±30.69  

 5-6 26 154.11±28.36  

 >7 14 134.50±31.91  

How often did you have  Nonea 13 130.84±39.28 3.65(.007) 

vegetables per meal? 1-2b 38 144.60±34.70 a<d 

(times/week)† 3-4c 81 148.87±30.52  

 5-6d 48 163.60±25.15  

 >7e 26 154.23±40.15  

How often did you drink  None 24 148.66±34.82 .63(.636) 

milk? (times/week) 1-2 42 147.19±34.03  

 3-4 43 147.48±27.59  

 5-6 45 155.60±32.08  

 >7 52 154.30±36.32  
†Scheffe test,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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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경적 요인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안녕감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가정

환경인 경제적 상태, 가족구조의 유형, 학교의 유형으로 나타났다(Table 8).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태는 연 수입이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의 그

룹에 비해 4,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의 그룹에서 안녕감이 높았다(F = 3.72, 

p = .003). 가족구조의 유형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는 일반가족에 속한 다문화가족 청

소년보다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 속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3.83, p = .0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은 일

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다문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룹에 

비해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91, p  < .001). 

 

Table 8. Differences in Well-being according to Family, School and Environmental Factors(N=206) 

Characteristic Category n  
Well-being 

M ± SD t or F (p) 

Fathe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11 143.90±46.91 1.40 

 Middle school 28 153.39±35.71 (.222) 

 High school 82 156.59±30.38  

 Undergraduate 64 148.68±32.38  

 Graduate 8 136.62±22.14  

 Unknown 13 137.69±34.65  

Mothe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9 138.77±42.22 1.48 

 Middle school 35 143.54±36.32 (.197) 

 High school 74 155.55±31.26  

 Undergraduate 74 153.75±31.52  

 Graduate 5 149.8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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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known 9 134.11±34.82  

Father’s country of born Korean 137 153.52±31.97 1.58 

 NA 27 155.03±33.05 (.165) 

 SA 8 134.75±37.50  

 Russia 16 133.87±22.22  

 Others 3 158.00±41.32  

 Unknown 15 147.00±43.23  

Mother’s country of born Korean 18 144.50±36.61 1.14 

 NA 78 149.39±34.40 (.337) 

 SA 62 152.69±30.67  

 Russia 25 146.08±29.50  

 Unknown 23 162.82±34.10  

Parent’s regular worker 

 

No 49 143.14±35.59 -1.93 

Yes 157 153.52±31.81 (.054) 

Family economic status ≤ 20a 51 138.17±34.04 3.72 

(annual/million won) 20-30b 42 151.35±31.11 (.003) 

 30-40c 31 155.03±33.59 a<d 

 40-50d 17 173.58±33.72  

 ≥ 50e 27 158.07±30.52  

 Unknown 38 149.71±28.39  

Type of family structure‡ Traditionala 145 154.93±30.96 3.83(.011) 

 Single parentb 27 139.25±36.38 a > b, c 

 Grand parentc 4 113.00±38.68  

 Stepfamiliesd 30 148.00±34.10  

Type of school among General  156 156.36±31.99 -3.91 

adolescents Multicultural 56 136.83±31.53 (<.001) 
†Scheffe test, ‡LSD test, NA: Northeast Asia, SA: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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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4.1. 개인적 요인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본 연구의 주요 변수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9).  

개인적 요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연령, 출생 국가, 거주 지역,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 성관계 경험 유무, 학교폭력 경험 유무, 음주 경험 유무, 보건의

료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문화적 갈등과 문제 시 전문적 상담 경험 유무에 의해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 그룹은 고등학생 그룹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고(t 

= -5.82, p < .001), 출생 국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는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외국에서 출생 후 한국으로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그룹

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다(t = -7.54, p < .001). 거주 지역에 따른 문화적

응 스트레스의 차이는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가장 낮고,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고,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보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F = 7.54, p < .001).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는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사용하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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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그룹에 비해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사용하는 그룹이 문

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다(F = 6.04, p < .001).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성관계 경험이 없는 그룹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그룹보다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낮았고(t = -5.44, p = .001), 학교폭력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학교폭력

을 경험한 그룹에 비해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그룹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다(t 

= -3.55, p < .001). 음주 경험 유무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음주 경험이 있는 

그룹에 비해 음주 경험이 없는 그룹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다(t = -3.60, p 

< .00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이 어려움이 없는 그

룹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 = 2.69, p = .008). 문화적 갈등과 

문제 시 전문적 상담을 받은 그룹은 상담을 받지 않는 그룹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43, p = .016).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중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은 거주지

역, 학교폭력 경험 유무, 음주 경험 유무, 흡연 경험 유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문화적 갈등과 문제 시 전문적 상담 경험 유무로 분석되었다(Table 8). 다문

화가족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그룹에 비해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았고(t = 3.40, p = .001), 음주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그룹이 음주 

경험이 있는 그룹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으며(t = 2.33, p = .021), 흡연의 경우, 흡

연한 경험이 있는 그룹에 비해 흡연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 = 2.05, p = .042).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그룹에 비해 보건의료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사회적 지지도가 낮

았다(t = -3.12, p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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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중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일반적 특성

은 학교급, 출생 국가, 거주 지역,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 음주 경험 유무로 나타

났다. 학교급에 따른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고등학생 그룹에 비해 중학생 그룹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았고(t = 2.40, p = .017),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청

소년이 국외에서 출생 후 국내로 중도입국한 청소년 보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

았다(t = 2.75, p = .006).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인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학

생이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보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았다(F = 

3.63, p = .001). 핸드폰 및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룹은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그룹에 

비해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사용하는 그룹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F = 

3.84, p = .005). 음주 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이 있는 그룹에 비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42, p =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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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in Individual Factor and Social ㆍ Community Network Factors 

Characteristic Category n  

   Individual factor           Social and community network factors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Sex Male 96 33.14±13.69 -.143 89.81±11.70 -.990 40.29±14.27 .047 

 Female 110 33.41±13.73 (.887) 91.65±14.46 (.323) 40.19±16.19 (.963) 

Grade Middle 126 29.17±12.95 -5.82 90.45±13.89 -.473 42.25±14.56 2.40 

 High 80 39.75±12.30 (<.001) 91.33±12.23 (.637) 37.06±15.96 (.017) 

BMI(kg/m2)† Low 103 32.67±13.24 .62 91.55±13.99 .370 41.81±14.78 1.10 

 Normal 86 34.44±14.55 (.538) 90.17±12.88 (.691) 38.56±16.05 (.333) 

 High 17 31.12±11.93  89.29±10.55  39.11±14.23  

Native country Domestic 94 26.46±11.98 -7.35 91.23±14.87 .430 43.39±14.28 2.75 

 International 112 39.01±12.37 (<.001) 90.42±11.77 (.668) 37.58±15.67 (.006) 

Living area Seoul
a
 31 38.26±13.41 7.54 91.65±13.28 3.11 31.96±16.50 3.31 

Gyeonggi
b
 26 35.92±15.26 (<.001) 88.04±12.17 (.004) 37.57±12.79 (.002) 

 Incheon
c
 21 32.10±12.53 a > f 91.14±13.42 d > h 48.19±13.66 a < c  

 Gangwon
d
 35 29.60±11.18 b < e 95.51±10.83  44.62±15.46  

 Chungbuk
e
 26 43.31±12.07 e > d,f,g 85.27±9.95  36.15±14.49  

 Chungnam
f
 52 27.17±11.92  92.29±14.63  41.71±15.24  

 Gyeongbuk
g
 9 22.89±9.08  94.56±16.76  44.55±11.94  

 Jeonnam
h
 6 46.83±5.37  74.83±5.81  39.50±10.55  

Physical activity None
a
 50 35.10±15.00 .741 89.60±12.65 .861 36.06±15.58 1.88 

(times/week) ≤ 1
b
 44 33.80±12.90 (.565) 89.41±14.30 (.488) 41.11±14.48 (.115) 

 ≥ 2-3
c
 62 31.94±13.01  93.23±11.90  42.95±14.97  

 ≥ 4-5
d
 25 34.92±14.26  89.04±15.29  43.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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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
 25 30.44±13.59  91.32±13.68  37.56±17.53  

Time of watching  None 4 42.50±7.55 1.29 89.00±18.11 .487 33.25±13.93 1.30 

TV(hour/day) < 1 121 33.05±14.12 (.266) 91.00±14.48 (.786) 38.71±16.41 (.263) 

 ≥ 1-3 58 31.45±13.06  91.33±11.43  43.60±13.14  

 ≥ 3-5 11 34.18±14.96  92.18±10.83  44.90±14.98  

 ≥ 5-8 9 39.89±11.16  86.33±9.73  36.22±13.16  

 > 8 3 42.67±7.23  82.67±1.52  40.66±5.13  

Time of using cell  < 1
a
 8 46.50±7.44 6.04 84.25±15.78 2.18 34.37±7.15 3.84 

phone & ≥ 1-3
b
 57 29.09±12.43 (< .001) 92.81±15.02 (.072) 45.38±15.45 (.005) 

internet(hour/day)† ≥ 3-5
c
 72 32.01±13.87 b> a, e 92.07±12.01  40.18±14.72 b>e 

 ≥ 5-8
d
 43 33.77±14.25  90.56±12.27  39.32±14.39  

 > 8
e
 26 41.12±11.01  85.23±11.86  32.42±16.39  

Sleep time(hour/day) < 5 12 42.00±14.56 1.77 83.50±15.28 1.53 31.75±13.12 1.20 

 ≥ 5-6 36 35.28±13.82 (.136) 89.19±13.20 (.195) 39.86±15.14 (.310) 

 ≥ 6-7 73 31.74±13.67  91.85±13.83  40.75±15.52  

 ≥ 7-8 44 33.11±12.88  90.11±11.88  39.81±15.08  

 > 8 41 31.90±13.65  93.17±12.64  42.58±15.63  

Experience of sexual No 199 32.74±13.54 -5.44 90.92±13.35 .769 40.24±15.43 .042 

intercourse  Yes 7 48.71±7.34 (.001) 87.00±9.74 (.442) 40.00±11.43 (.967) 

Experience of school No 180 32.03±13.46 -3.55 91.96±12.72 3.40 40.89±15.35 1.62 

violence Yes 26 41.96±12.15 (<.001) 82.73±14.23 (.001) 35.69±14.31 (.105) 

Experience of alcohol No 171 31.77±13.31 -3.60 91.75±13.17 2.33 41.39±15.30 2.42 

drinking Yes 35 40.66±13.24 (<.001) 86.09±12.79 (.021) 34.60±14.13 (.016) 

Experience of  No 197 32.94±13.49 -1.68 91.19±13.32 2.05 40.37±15.14 .604 

smoking Yes 9 40.78±16.58 (.093) 82.00±7.77 (.042) 37.22±19.07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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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s to access  No 141 31.65±14.03 2.69 92.71±12.28 -3.12 41.07±15.61 -1.15 

health care services Yes 65 36.83±12.26 (.008) 86.63±12.28 (.002) 38.43±14.52 (.251) 

Consult to cultural  No 187 32.55±13.55 -2.43 91.02±13.45 .763 39.88±15.55 -1.03 

problem Yes 19 40.47±13.25 (.016) 88.58±11.07 (.446) 43.68±12.23 (.304) 

†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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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적 요인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대상자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기술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Table 1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주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유의한 변수는 아버지의 출생 국가, 어머니의 

출생 국가, 경제적 상태, 가족구조의 유형, 학교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출생

국가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인 아버지와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출신의 아버지에 비해 러시아 출신인 아버지를 둔 자녀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높았다(F = 2.76, p = .019). 어머니의 출생 국가에 따른 문화적응 스

트레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러시아 출신의 어머니를 둔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F = 3.07, p = .017). 경제적 상태는 연 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그룹이 

4,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그룹과 5,000만 원 이상의 그룹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다(F = 5.71, p < .001). 가족 구조의 유형은 일반가정의 다문화가족 

청소년 그룹에 비해 한부모가족에 속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

았다(F = 4.53, p = .004). 학교의 유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비해 다문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

났다(t = 6.12, p < .001).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 경제적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그룹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

학교를 졸업한 그룹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F = 2.54, p = .029). 경제적 상태는 

연 수입이 4,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그룹이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F = 

4.05, p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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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어머니의 출생 국가, 학교의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어머니의 출생 국가는 동북아시아(중국, 일본, 몽골, 대만)와 러시아에서 태어난 

어머니에 비해 한국 출생 어머니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2.76, p = .029). 학교의 유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재학 중인 일반 학교에 비해 

다문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낮았다(t 

=- 3.2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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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 Differences in Individual Factor and SocialㆍCommunity Network Factors by Family and School Characteristics (N=206) 

Characteristic Category    

   Individual factor           Social and community network factors    

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Father’s education Elementary 11 33.73±15.58 1.83 87.82±12.52 2.18 36.45±14.26 .400 

 Middle school 28 34.43±11.37 (.107) 90.61±13.89 (.058) 38.75±17.54 (.849) 

 High school 82 30.68±13.43  91.55±13.24  40.81±15.31  

 Undergraduate 64 33.69±14.01  92.23±12.62  41.56±14.85  

 Graduate 8 39.50±12.80  93.75±14.56  37.62±18.01  

 Unknown 13 41.00±14.83  80.00±11.57  38.07±12.83  

Mother’s education Elementary
a
 9 39.22±19.12 1.05 82.44±17.00 2.54 42.00±12.68 2.10 

 Middle school
b
 35 36.46±13.42 (.386) 86.89±13.48 (.029) 33.22±15.98 (.066) 

 High school
c
 74 31.95±13.61  93.39±12.68 c, d > a, b 42.55±15.46  

 Undergraduate
d
 74 33.07±13.24  91.96±12.17  41.50±14.41  

 Graduate
e
 5 30.40±7.66  89.00±19.74  35.20±11.81  

 Unknown 9 29.33±14.91  84.33±12.28  39.11±17.26  

Father’s country of Korean
a
 137 31.99±13.45 2.76‡ 90.26±13.46 .689 39.78±14.96 1.47 

born NA
b
 27 33.56±13.78 (.019) 94.59±12.52 (.632) 45.37±15.18 (.200) 

 SA
c
 8 41.00±6.50 a, b < d 86.50±12.66  33.00±14.38  

 Russia
d
 16 42.38±12.11  89.88±12.60  36.12±15.79  

 Other
e
 3 41.33±18.50  92.33±17.78  49.33±16.25  

 Unknown 15 29.13±15.09  91.73±13.40  41.60±17.08  

Mother’s country of Korean
a
 18 38.67±12.65 3.07¶ 91.89±14.50 .879 47.66±13.75 2.76 

born NA
b
 78 32.09±13.37 (.017) 91.81±12.88 (.477) 39.07±16.43 (.029)

‡
 

 SA
c
 62 32.90±13.04 d > e 88.21±12.90  39.88±13.02 a >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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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
d
 25 39.16±14.47  91.36±12.90  34.64±14.61  

 Unknown 23 27.74±13.94  92.83±14.84  45.39±16.48  

Parent’s  

regular worker 

 

No 49 36.24±14.60 1.74 88.90±14.96 -1.05 36.95±12.94 -1.72 

Yes 157 32.36±13.30 (.083) 91.38±12.66 (.297) 41.26±15.85 (.086) 

Family economic status ≤ 20
a
 51 38.59±12.25 5.71† 86.41±13.47 4.05 37.29±11.80 1.94 

(annual/million won) 20-30
b
 42 33.38±13.90 (<.001) 91.31±11.98 (.002) 38.35±16.27 (.089) 

 30-40
c
 31 31.35±13.14 d, e<a 94.84±14.67 d >a, 40.54±16.19  

 40-50
d
 17 23.29±8.54  98.65±13.76  46.35±17.78  

 ≥ 50
e
 27 26.85±11.65  93.85±12.83  46.14±17.50  

 Unknown 38 36.66±14.96  87.11±10.30  39.07±13.77  

Type of family  Traditional
a
 145 31.16±13.05 4.53 92.10±13.44 1.67 41.31±15.67 .804 

structure† Single parent
b
 27 39.63±14.13 (.004) 87.30±14.08 (.174) 37.44±15.27 (.493) 

 Grand parent
c
 4 42.75±13.17 a<b 90.25±9.57  38.00±6.87  

 Stepfamilies
d
 30 36.57±14.05  87.67±11.23  37.86±14.12  

Type of school General  150 29.31±12.85 6.12 91.75±13.56 -1.71 43.18±13.84 -3.28 

among adolescents Multicultural 56 42.09±11.57 (<.001) 88.21±12.09 (.088) 34.64±15.32 (.001) 

NA: Northeast Asia, SA: Southeast Asia, †Scheffe test,‡LSD test, ¶Bonferroni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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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r = 674, p < .001), 지역사

회 공동체 의식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444, 

p <. 00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r = -.507, p < .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관계(r = 

-.522, p < .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도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r = -.317, p = .001).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국내 중도 입국의 경우, 거주기간

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 = .192, p = .047), 사회

적 지지 또한 거주기간에 따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192, p = .047). 사회

적 지지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445, p < .001).  

Table 11. Correl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N=206) 

Variable 
  1           

r (p) 

  2                      

r (p) 

  3    

r (p) 

  4    

r (p) 

  5    

r (p) 

1. Period residency in Korea 1     

2. Social support 
.197 

(.042) 
1    

3. Sense of community 
.192 

(.047) 

.445 

(<.001) 
1   

4. Acculturative stress 
-.175 

(.072) 

-.522 

(<.001) 

-.317 

(.001) 
1  

5. Well-being 
.016 

(.871) 

.674 

(<.001) 

.444 

(<.001) 

-.507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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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는 Dahlgren-Whitehead(2006)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모델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가설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의 경로를 분석하고 변수 간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

형 검증을 위한 절차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시

행하였다(Figure 6). 가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경로의 유의성과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6.1. 가설 모형의 타당도 검증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AFI), 상대적합지수

(Relative Fit Index, RFI),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 PFI)로 평가한다

(이정열, 2016). 모형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다음 Table 12, Table 14와 같다.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AFI)는 수집된 자료와 연구자가 구축한 모형

과의 일치도를 평가하며, 구축된 모형이 실제 자료를 근접하게 반영할수록 좋은 모형

으로 평가한다(이정열, 2016). 본 연구의 절대적합지수를 평가하는 여러 지수 중 카

이제곱(χ2) = 329.419 (p  <. 001)로 p값이 .05 이상이 적합한 모델이나 카이제곱

(χ2)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민감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적합도 지수를 함

께 고려해야 한다(우종필, 2018). 상대카이제곱 값은 3.0 이하가 정상 범위로 본 연

구의 Normed χ2(CMIN) = 2.046로 양호하였고, 적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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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0.9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

서 GFI = .86으로 0.9 근접하였다.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squared 

Residual, RMR), 수정적합도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AGFI)의 정상 범위는 

RMR은 .05 이하, AGFI는 0.9 이상이 적합한 모델이며, 본 연구에서 RMR = .160, 

AGFI = .818에서 정상 범위에서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다.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는 통계량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판단하는 적합

지수로 .05이하(아주 좋음), .05 ~ .08 (양호), .10 이하(보통)을 의미하는 지수로 본 

연구의 RMSEA= .071으로 양호하였다.  

상대적합지수(Relative Fit Index, RFI)는 구축된 모형과 영가설 모형에서의 관찰

변인과 상관관계, 잠재요인 간 상관관계가 없는 모형의 차이를 평가하는 지수이며, 

0~1 사이가 정상 범위로 모두 0.9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이정열, 2016). 본 

연구에서의 상대적합지수 중 Normed Fit Index(NFI) = .893, Comparative Fit 

Index(CFI)) = .942, Incremental Fit Index(IFI) = .942, Tucker-Lewis Index(TLI) 

= .931 로 모든 값이 > .90 이상으로 정상 범위에 있다.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는 모형의 간명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두모

형의 비교에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이정열, 2016). 

Parsimonous Goodness of Fit Index(PGFI) = .798로 0.6~0.9 사이에 있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모델의 간명도가 높고, Parsimonous Normed Fit Index(PNFI) = .757으로 

0.6~0.9 사이에 있으며 지수가 클수록 높은 간명도를 가진 모델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χ2, Normed χ2, GFI, RMR, RMSEA, NFI, 

IFI, TLI, PGFI, PNFI 값이 양호하므로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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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odel Fit Indices and Acceptable thresholds 

 Fit Index Acceptable level Value 

Absolute fit index Chi-square(χ2, CMIN)  329.419 

 p-value > 05 < . 001 

 Normed χ2 (CMIN/DF) ≤ 2.0(excellent fit) 2.046 

  ≤ 3.0(good)  

 GFI  .860 

 AGFI  .818 

 RMR ≤ .05 .160 

 RMSEA ≤ .05(excellent fit) .071 

  ≤ .08(good)  

  ≤ .10(moderate)  

Incremental fit NFI > .90 .893 

index CFI > .90 .942 

 IFI > .90 .942 

 TLI > .90 .931 

Parsimonous fit PGFI 0.6 ~ 0.9 .798 

index PNFI 0.6 ~ 0.9 .757 

 

Table 13. Covariance between the Latent Variables 
Variables Estimate SE CR p 

AS ↔ SS -.253 .041 -6.126 <. 001 

AS ↔ SOC -.232 .052 -4.477 <. 001 

AS ↔ WB -.899 .145 -6.183 <. 001 

SS ↔ SOC .157 .030 5.163 <. 001 

SS ↔ WB .623 .097 6.438 <. 001 

AS: Acculturative stress, SS : Social support, SOC : Sense of community. WB: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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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Y1 

X11 

X10 

X9 

X8 

X7 

X6 

X5 

X4 

X3 

X2 

Y9 

Y8 

Y7 

Y6 

Y5 

Y4 

Y3 

Y2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Well-being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0 

e11 

e12 

e13 

e14 

e15 

e16 

e17 

e18 

e19 

e20 

.82 

.17 

.54 

3.30 

-.90 

.62 

.66 

-.23 

-.25 

.16 

.73 

.95 

1.00 

1.17 

1.28 

1.00 

1.00 

1.10 

1.05 

1.03 

.91 

.95 
.58 

.58 

.81 

.55 

.79 

.82 

.71 

1.00 

.15 

.59 

.07 

.18 

.26 

.24 

.19 

.15 

.11 

.17 

.25 

.66 

3.20 

1.51 

.88 

1.70 

1.26 

2.26 

6.11 

1.78 

X1: Perceived discrimination, X2: Korean language 

skill, X3: Feel isolated, X4: Peer support, X5: Family 

support, X6: Teacher support, X7: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in the community, X8: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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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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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모형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  

 

Table 14. Factor Lording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B β S.E. C.R. p AVE CR 

Acculturative X1 .727 .868 .041 17.802 <. 001 .807 .945 

stress X2 .945 .745 .069 13.678 <. 001   

 X3 1.000 .960      

Social support X4 1.172 .749 .136 8.613 <. 001 1.33 1.09 

 X5 1.281 .721 .153 8.379 <. 001   

 X6 1.000 .642      

Sense of X7 1.000 .909    1.04 1.00 

community X8 1.054 .895 .053 19.811 <. 001   

 X9 1.100 .880 .072 15.347 <. 001   

 X10 .912 .800 .059 15.578 <. 001   

 X11 1.032 .879 .054 18.979 <. 001   

Well-being Y1 .947 .904 .061 15.478 <. 001 .887 .926 

 Y2 .576 .505 .078 7.411 <. 001   

 Y3 .579 .651 .058 9.971 <. 001   

 Y4 .808 .843 .058 14.014 <. 001   

 Y5 .554 .611 .060 9.232 <. 001   

 Y6 .793 .789 .062 12.786 <. 001   

 Y7 .815 .702 .074 10.964 <. 001   

 Y8 .712 .464 .106 6.736 <. 001   

 Y9 1.000 .806      

Model fit: χ2 (CMIN) = 329.419, Normed χ2 (CMIN/df) = 2.046, GFI = .860, RMSEA 

= .071, IFI = .942, CFI = .942, PNFI = .757 

B: No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 : 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Critical Ratio, 

X1 : Perceived discrimination, X2 : Korean language skill, X3: Feel isolated, X4 : Peer support, X5 : 

Family support, X6: Teacher support, X7: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in the community, X8: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with peers, X9: Satisfaction of needs and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X10: Opportunities for influence X11 : Sense of belonging, Y1 : Positive emotion, Y2 : 

Negative emotion, Y3 : Engagement, Y4 : Relationships, Y5 : Accomplishment, Y6 : Meaning, Y7 : 

Health, Y8 : Loneliness, Y9 :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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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가설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및 효과분석 

 

가설 모형 분석 결과 구조 모형의 모수 추정은 다음 Figure 6과 같다. 다문화가

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사회적 지지(β = .792, p 

= .005),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β = .220, p = .019)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β = - .698, p = .006)을 보

였고, 경제적 수준은 사회적 지지(β = .275, p = .014)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β 

= .190, p = .023)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학교의 유형 역시 사회적 지지(β 

= .226, p = .007)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β = .201, p = .007)에 정적(+)인 영향

을 나타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높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청소

년의 안녕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

았으며,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50.3%, 사회적 지지는 12.7%, 지역사회 공

동체 의식은 7.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은 69.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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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가설모형의 효과분석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의 분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변수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15, Table 

16과 같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인 경제적 상태(β = .275, p = .014), 학교의 

유형(β = .226, p  = .007)은 사회적 지지에 직접효과를 주며, 사회적 지지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β = -.698, p = .006)에 직접효과를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인 경제적 상태(β 

= .190, p = .023), 학교의 유형(β = .201, p  = .007)이 직접효과를 보였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직접효과를 보인 요인은 사회적 지지(β = .792, 

p = .005)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β = .220, p =  .019)이 유의하였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간접효과에 유의한 요인은 환경적 요인인 경제적 

상태(β = .246, p = .010)와 학교의 유형(β = .211, p = .007)였으며, 문화적응 스

트레스는 간접효과에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총효과에 유의한 요인은 사회적 지지(β = .745, 

p = .002),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β = .215, p = .019), 경제적 상태(β = .246, p 

= .010), 학교의 유형(β = .211, p = .007)이었고 출생 국가, 건강행위, 문화적응 스

트레스는 유의하지 않았다.  

Dalhgren-Whitehead (2006)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모델에서 제시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환경적 요인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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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영향을 설명하였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Normed χ2 (CMIN/df) = 2.570, GFI 

= .778, RMSEA = .088, IFI = .869, CFI = .942, PNFI = .706). 

 

Table 1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Acculturative Social support -.698(.006)  -.698(.006) 

stress Sense of community -.075(.246)  -.075(.246) 

 Economic state - -.206(.018) -.206(.018) 

 Type of school - -.173(.011) -.173(.011) 

Social support Economic state .275(.014)  .275(.014) 

 Type of school .226(.007)  .226(.007) 

Sense of community Economic state .190(.023)  .190(.023) 

 Type of school .201(.007)  .201(.007) 

Well-being Native country .068(.455)  .068(.455) 

 Health behavior .224(.185)  .224(.185) 

 Acculturative stress .067(.427)  .067(.427) 

 Social support .792(.005) -.047(.457) .745(.002) 

 Sense of community .220(.019) -.005(.341) .215(.019) 

 Economic state - .246(.010) .246(.010) 

 Type of school - .211(.007)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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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Model Fit Indices and Acceptable threshold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it Index Acceptable level Value 

Absolute fit index Chi-square(χ2, CMIN)  678.578 

 p-value > 05 < . 001 

 Normed χ2 (CMIN/DF) ≤ 2.0(excellent fit) 2.570 

  ≤ 3.0(good)  

 GFI  .778 

 AGFI  .727 

 RMR ≤ .05 .199 

 RMSEA ≤ .05(excellent fit) .088 

  ≤ .08(good)  

  ≤ .10(moderate)  

Incremental fit NFI > .90 .803 

index CFI > .90 .868 

 IFI > .90 .869 

 TLI > .90 .850 

Parsimonous fit PGFI 0.6 ~ 0.9 .764 

index PNFI 0.6 ~ 0.9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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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including Control Variables 
Edogenous variables 

 ← Exogenous variables 
β SE CR p SMC 

Acculturative stress      

 ← Social support -.698 .167 -6.900 <.001 .503 

 ← Sense of community -.075 .050 -1.262 .207  

Social support      

 ← Economic status .275 .023 3.569 <.001 .127 

 ← Type of school .226 .066 2.988 .003  

Sense of community      

 ← Economic status .190 .041 2.759 .006 .076 

 ← Type of school .201 .119 2.917 .004  

Well-being      

 ← Acculturative stress .067 .274 .646 .518 .690 

 ← Native country .068 .180 1.29 .197  

 ← Health behavior .224 1.88 1.06 .289  

 ← Social support .792 .622 5.54 <.001  

 ← Sense of community .220 .127 3.81 <.001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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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Perceived discrimination, X2: Korean language skill, X3: Feel isolated, X4: Peer support, X5: Family support, X6: Teacher support, X7: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in the community, X8: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with peers, X9: Satisfaction of needs and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X10: Opportunities for influence, 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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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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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가설 모형 구축은 Dalhgren-

Whitehead(2006)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모델을 토대로 개인적 요인, 사회적·지역

사회 네트워크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

해 개인적 요인(학교급, 출생 국가, 건강행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환경적 요인(경제적 상태, 학교

의 유형)을 포함하였다. 

구축된 모형에 따라 각 요인 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안녕감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개인적 

요인,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69.0%였다. 

 

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 

 

본 연구는 13~18세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대상이며, 표집방법은 지역 분포율을 

고려한 편의표집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은 평균 보다 약간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안녕감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은 평균보다 높았고, 하위영역은 긍정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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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감정, 참여, 관계, 의미, 성취, 건강, 외로움, 행복감으로 하위영역의 수준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총 점수에 비해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중 하위영역에서 

부정적 감정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행복감, 관계, 건강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성취, 외로움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호주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대규모의 안녕감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 보다 안녕감 

수준이 모두 높았으며, 하위영역에서는 부정적 감정, 참여, 성취, 의미의 순으로 가장 

높았고, 낮은 영역은 긍정적 감정, 건강의 순으로 나타났다(Butler & Kern, 2016). 

이는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결과와 호주의 연구에서 하위영역을 비교해 볼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행복감과 건강 영역이 높은 반면 호주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과 건강 영역이 낮았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성취 수준이 낮고 

외로움이 높은 반면 호주의 연구에서는 참여와 성취 수준은 높았고, 두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 영역은 공통적으로 모두 높았다(Butler & Kern, 2016). 국내에서 동일한 

도구로 안녕감을 적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신승배,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평균 수준으로(유인영 & 이정애, 2013) 일반 

청소년에 비교해 낮았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낮은 성취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는 개인의 수준과 특성, 한국어 수준, 학습 수준에 맞는 교과 참여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부정적 감정과 우울이 높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와 연계된 Wee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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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한다.  

안녕감은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삶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신체 건강을 

포함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Dodge et al., 2012). 안녕감의 하위영역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포함되는 개념이나 안녕감의 평가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조하므로(Kern et al., 2015), 하나의 항목만으로 전반적인 안녕감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주관적 건강상태 항목은 단일 항목인 기타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다(통계청, 2017).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건강 격차와 

건강 불평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안녕감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로써(Belhadj Kouider et al., 2014)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안녕감 측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일 항목을 이용한 측정도구 외에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을 제언하는 바이다.  

 

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은 개인적 특성(학교급, 가족구조, 거주 지역)과 

건강행위(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 성관계 경험, 학교폭력 경험, 음주 및 흡연 

경험 유무)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학교급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안녕감 수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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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은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회 현상으로 연결되는 측면이다(이상록, 김은경, & 윤희선, 2015). 그러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학교급에 따라 안녕감 수준이 

취약한 그룹을 중점으로 상담과 프로그램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문화 가족구조 중 일반 가족구조에 비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 속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이 낮았다. 이는 백지숙 등(2014)의 연구에서도 

한부모가족 비율이 높고, 일반가족에 비해 가족해체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다문화가족 일지라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 속한 경우, 

상대적으로 안녕감이 낮은 취약한 집단으로 더욱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지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수련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 활동 지원을 통해 일반 가족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지지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수준은 강원도와 인천이 높고 충청북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정책적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박신규, 2016) 거주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녕감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행위 중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안녕감 

점수는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그룹보다 1시간 이상~3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그룹에서 안녕감 점수가 높았다.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대에 익숙한 청소년은 

문자나 단체 대화방 등을 이용한 매체를 선호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는 성향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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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계망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박소영, 2015)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이 1시간~3시간 미만으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멘토, 상담, 오프라인 모임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성관계, 학교폭력,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비해 안녕감 수준이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다. 문제 

행위는 한가지만 발생하는 것보다 여러 문제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음주와 흡연 행동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였다(박근영 et al., 

2013; 이래혁 & 김지선, 2019). 성경험은 일반가족 청소년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남수정, 2015). 외국인 부모의 경우, 성에 대한 

문화적 가치관이 다르며, 한국으로 중도입국한 청소년은 성관련 지식이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식 정도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 문화에 부합한 성교육을 

가정과 학교, 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기보다 흡연, 음주, 학교폭력, 성교육 등 문제 

행위와 관련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평가는 

전반적인 건강 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와 함께 상담 시 올바른 건강 습관에 대한 

교육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신체활동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일반 청소년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일반가족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 모두 신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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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에서 주관적 행복감과 건강상태가 

높았다(이승범 & 조원제, 2017). 이에 학교에서는 정기적인 체육활동과 동아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학교 별 특색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구 학교 대항전을 통해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은 부모의 출신 국가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에 따라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긍정적 인식, 한국 생활 적응, 차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전경숙 & 송민경, 2011)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와 달리 다문화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정부 정책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육을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에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있다(김미진 & 김경은, 2018). 

이러한 정책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모의 배경에 따라 자녀의 안녕감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학교급, 가족구조, 거주지역)과 

건강행위에 따라 안녕감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안녕감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사회적 차별을 받거나 취약계층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자원 활용이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교육과 중재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103 

 

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과 관련된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본 연구는 Dalhgren-Whitehead(2006)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개인의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 영향 요인이며,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안녕감 모형에서 외생변수는 출생 국가, 건강행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경제적 수준, 학교의 유형이었으며, 

내생변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안녕감으로 

구성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 영향요인은 사회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 환경적 

요인(경제적 수준, 학교의 유형)이 유의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중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직접효과와 총효과에 유의하였으며, 간접효과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감정, 자기 가치,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Chu et al., 

2010). 백지숙 등(2014)의 연구에서 일반가족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일반가족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확장되고 

꾸준히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친구를 사귀는데 소극적이고 

어려움을 경험하므로(백지숙 et al., 2014),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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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지 측면에서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에서 공유되는 정보로부터 소외되어(김은경. & 유하나., 2018) 자녀 양육에 

충분한 정보적 지지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녀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 결정, 

학업 문제 등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므로 대학생 및 다문화 관련 단체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또래지지와 가족지지의 

수준은 평균보다 높고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교사지지는 두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사지지는 청소년에게 사회적·정서적 안녕감에 중요한 

자원이며(Suldo et al., 2009),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도 관련된다(Suldo & Shaffer, 

2008).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녕감과 교사지지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교 관계자의 지지가 안녕감에 강한 연관성을 보고하였다(Chu et 

al., 2010). 따라서 교사지지를 통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기반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질적 평가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교육과 

문제행위에 대한 정보는 보건교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가족-학교-지역사회가 원스탑(one-stop) 시스템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제공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안녕감에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있었고 간접효과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 시기에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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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심리사회적 유대감을 발달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는 것은 십대 청소년에게 중요한 발달과제이다(Chung & Lim, 2014).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정서적 안녕감에 보호적인 역할을 하며(Kitchen, Williams, 

& Gallina, 2015), 지역사회 소속감은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기 가치관의 향상과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 애착을 갖게 한다(Krause, 2011). 국내에서 본 도구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한 도구로 유럽에서 시행된 일반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수준은 한국의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Chiessi et al., 2010).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하위 영역은 지역사회 참여도와 만족도, 또래지지와 친밀도, 지역사회 지지와 

친밀도, 소속감, 지역사회 참여 기회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에서 유럽의 일반 

청소년은 한국의 다문화가족 청소년보다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높게 

나타났다(Chiessi et al., 2010). 이는 한국에 비해 유럽이 정치적 참여 기회가 높고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활성화된 점에서 지역사회 참여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사회 참여는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관련성이 있으며,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젊은 

세대들의 안녕감이 높았다(Chiessi et al., 2010). 또한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는 

것은 개인이 환경과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가는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간호실무에 적용하고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Hagerty, Lynch-Sauer, 

Patusky, Bouwsema, & Collier, 1992),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강한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높은 정서적 안녕감을 나타낸 점은(Salami et al., 2017)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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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로,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었고 안녕감 수준 또한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따른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장애요인과 강점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 지역별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관되게 본 연구 모형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은 안녕감 증진에 접근성을 높이는 자원으로써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강조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본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긍정적인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다문화 협회나 유관기관에서는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일반가족과 분리하여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제한적인 그룹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만 

부각되어, 일반 청소년과의 융합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일반가족 청소년이 같이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혜정 & 유진이, 2009). 따라서 일반가족과 함께 참여하거나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 상태나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 관계가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107 

 

보였다(유인영 & 이정애, 2013; 이봉숙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그룹보다 4,000만 원~5,000만 원의 소득 

그룹에서 안녕감 점수가 높은 것은 지지되었다. 과거와 달리 최근 국내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자체의 원인보다는 사회경제적 계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조명하기 시작하였다(양계민 & 김주영, 2017). 즉, 전체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최저 생활 계층이나 결혼이민자 중 교육수준과 가구 

소득이 낮고, 체류 기간이 짧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김혜련, 2010). 특히, 이들 자녀에 대한 건강과 교육 

지원의 어려움은 가족 건강의 수준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김혜련, 2010)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표적화하여 지역사회 지지기반을 활용한 멘토 지원 사업, 

교육과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환경적 요인 중 학교의 유형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은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있었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다문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안녕감 수준이 높았다. 이는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일반 학생들과 차별 없는 통합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 빠른 

흡수를 유도하여 주류 문화에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진로, 학업,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에 더욱더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학교의 

유형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출신 국가의 비율은 일반 학교에는 국내 출생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많았고, 다문화 대안학교는 국내로 중도입국한 청소년 비율이 

높았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은 언어 문제, 새로운 가정에 대한 적응, 한국 문화적응 

등 여러 환경적 조건 때문에 국내 출생의 청소년 보다 안녕감 수준이 낮게 나타난 



 

 

108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학교 생활이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일반가족 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중도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비교해 환경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양계민 & 김주영, 2017). 이를 위해 안녕감 수준이 낮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적응 단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어, 교육, 건강 관리를 포함한 

통합된 안녕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재 

일반학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대안학교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언어와 교과과정에만 치중되어 있으므로 안녕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중재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민자와 같은 다문화집단 건강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며, 

모국 문화에서 이주한 새로운 문화로 전이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Berry, 2006).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경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보다 낮았으며(김민주 & 윤기봉, 2018), 변화 궤적을 추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평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폭 감소하였다(은선민, 이수현, & 

이강이, 2019). 미국의 이민자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보았다(Sirin, Ryce, Gupta, & 

Rogers-Sirin, 2013b). 국외에서 이민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한 연구에서 세대가 

지날수록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건강이나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Lemos, Nunes, & Nunes, 2013),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경감되었다(모상현, 2018).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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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중재는 안녕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주요 쟁점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건강 성과 간의 매개효과를 나타낸 결과를 보인만큼(김민주 & 윤기봉, 

2018; 이덕희, 2016) 추후 다문화 청소년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안녕감에 직접효과와 

총효과에 유의하지 않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김은경과 김종남(2016)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수준과 중도입국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해 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권구택(2016)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본 연구의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국내 출생자보다 국외 출생 후 한국으로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결과는 일치하였다. 최근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국내 출생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양계민 & 김주영, 2017) 본 연구의 국내 출생자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출신 

부모의 국적이 선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저개발 국가 출신에 따라 

자녀들의 문화적응 유형과 자존감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이현주 & 강현아, 2011), 

국내 출생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일지라도 부모의 출생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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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안녕감의 

수준을 향후 국가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제언한다.  

 

4. 간호학적 의의 

 

4.1. 간호이론 

안녕감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합의된 정의 없이 다양한 단어로 해석되거나 사용되

어 왔으며 심리학 분야에서는 안녕감의 개념을 개발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인과관계에 의한 명확한 개념적 기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국내에서 다

문화 연구는 학교 적응, 진로, 문화 적응, 문제행동, 심리적 문제 등 하나의 주제를 중

심으로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차 자료 분석과 질적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 간호학 분야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을 포괄한 안녕감의 개념을 다

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적용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으며, 본 연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간호 지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안녕감의 영향요인을 국내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된 주요 개념들을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의 근거에 따라 

안녕감의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적 기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질병의 노출과 건강 악화가 단순한 개인의 요인을 

넘어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자신의 안녕 수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근거를 바

탕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녕감 향상을 위한 중요성이 강조

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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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간호실무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

를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녕감 관리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청소년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파

악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실무 

분야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3. 간호정책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로드맵은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

라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시기이다. 곧 자녀들

이 급성장하는 시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진로, 이중언어 

정책, 학습과 관련된 매우 제한적 주제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진정한 보호와 긍정적 성장 발달을 위한 정책은 계획되어 있

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의 근거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안녕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련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함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일원으로 건강한 안녕감을 형성하여 불평등과 건강격차가 발

생하지 않도록 다문화 지원 및 향후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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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Dalhgren-Whitehead(2006)의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안녕감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각 요인 간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출생 국가, 건강행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환경적 요인(경제적 수준, 학교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모형을 구축한 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조 모형의 검증 결과 안녕감에 직접효과와 총효과를 나타낸 외생변수는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었으며 간접효과와 총효과에 유의한 외생변수는 

경제적 수준과 학교의 유형으로 총 8개로 지지되었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있어서 개인적 요인을 넘어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환경적 요인이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안녕감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 기반을 

연계한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활용한 간호중재를 계획될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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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 수준이 향상되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연구방향과 간호실무 

분야에서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모형의 투입된 변수 중 건강행위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한 문항으로 구조 모형의 설문지에 

맞게 구성하였다. 그러나 식습관의 형태,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시간, 흡연 및 

음주의 횟수, 학교폭력 횟수 등을 측정한 문항 구성이 하나의 건강행위 범주로 묶는 

것은 도구의 측정 오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건강행위에 

관련된 검증된 도구로 사용하여 구조 모형에 대한 재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편의표집이었으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역 

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8개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남의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대안학교를 중점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모집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상자의 거주지역, 연령, 학교의 유형 등 일반적 

특성과 안녕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국내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각 지역별, 학교 유형별, 국내와 

중도입국자 출신자를 구분한 대규모의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국가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내용 중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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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 문제 행위로 보고된 음주, 흡연, 성관련 경험, 학교폭력 경험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빈도 수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학교 기반의 설문지 회수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시 나타나는 올바른 행동에 기입하려는 성향은 

통제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향후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진행 시 학교 외에 다양한 단체를 통하거나 온라인 조사 방법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우리나라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념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난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중도입국자 등 

여러 형태로 국내로 입국한 아이들을 모두 다문화가족이라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국내 출생의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국외 출신의 중도입국자의 안녕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학교 현장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정립과 국내 출생, 난민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분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후에 각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실무에서도 각 유형에 맞는 안녕감 증진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정책 연구들이 급증하였다. 더불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성장하여 학교 교육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연구가 대부분 

학교적응과 진로에 중점되어 이루어져 왔다. 반면, 건강 및 안녕감과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의존한 이차자료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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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사회적 균형을 나타내는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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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헌고찰 결과 요약표 

저자 
 (연도) 

연구

지역 

연구 

종류 

이주민 

그룹 

이론적 

배경 

대상자 

나이(N) 
분석방법 연구변수 분석결과 결론 

Lee, Hyunchul 

(2012) 
한국 

 

횡단적 서술

적 조사연구 

국가별 제

시 안됨 

없음 11-16 

(227) 

Correlation 

SEM 
부모자녀관계, 교사와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부모관계, 교우관계가 다문화가족청소

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며 직접 영향 

-교우관계 매개 시 삶의 만족도에 간접

영향 

삶의 만족도는 부모, 또래관

계에 의해 유의한 영향요인

임 

유인영 

(2013) 

한국 횡단적 서술

적 조사연구 

 

이차분석 

국가별 제

시 안됨 

없음 14-19 

(550) 

 

t-test 

ANOVA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성별, 학교급, 도시규

모, 경제적수준, 다문

화부모, 학업성적, 건

강행위, 정서적특성, 

주관적건강상태, 행복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3.81점)와 주관적 행

복정도(3.60점) 보통이상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경제적수준, 학업성적에 유의함 

-건강행위와 정서적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근력강화운동, 중등도 신체활

동, 우울, 자살생각, 스트레스, 수면시간

의 만족감 유의함 

-주관적건강상태와 주관적 행복정도는 

정적상관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영향요인: 

주관적행복정도, 근력강화운

동, 중등도 신체활동, 수면

시간에 대한 만족감, 스트레

스, 경제적 수준으로 

18.3%의 설명력 

주관적 행복 영향요인: 수

면시간에 만족감, 스트레스, 

경제적수준,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30.8%설명력 

이봉숙 

(2013) 

한국 횡단적 서술

적 조사연구 

 

이차분석 

국가별 제

시 안됨 

없음 14-19 

(379) 

t-test 

ANOVA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성별, 학교유형, 도시

규모, 다문화부모, 부

모학력, 학업성적, 경

제수준, 주관적 건강상

태, 스트레스인지, 수

면시간 만족도, 우울, 

자살생각, 자살시도, 

건강행위 

-주관적 건강상태(3.73점) 

-주관적 건강상태: 남학생이 높고, 스트

레스가 낮고, 수면시간 만족도가 높을수

록, 신체활동을 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에 유의함.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요

인: 스트레스 인지, 수면시

간 만족도, 중등도의신체활

동이 11.2% 설명력 

김건숙 

(2014) 

한국 

(전북) 

질적연구 필리핀, 일

본, 중국 

없음 14-18 

(14) 

Strauss & Cobin 

(1990)근거이론, 

Eliot(1989)집중적

과정분석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친밀한 

또래관계를 방해하는 요인: 외모 차이, 

소수자로서 소외감 등 어려움을 극복하려

고 함 

-또래관계 친밀감의 의미: 함께함, 잦은 

접촉, 도와줌, 말이 통함, 편안함, 위로 

제공, 자기를 드러냄, 믿고 의지함 

함께 할 기회가 많은 농촌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 문화

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친

밀 한 또래관계 형성에 도

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 

김정민 

(2015) 

한국 횡단적 서술

적 조사연구 

 

이차분석 

국가별 제

시 안됨 

 없음 14-19 

(666) 

t-test 

Logistic regression 
학업 성적, 경제력, 폭

력 경험, 가족 형태, 

스트레스, 수면시간, 

주관적 행복감, 폭력 

경험, 우울 경험 

-주관적 행복감: 다문화 가정이 한국 가

정보다 약간 높으나 유의한 차이 없음 

-스트레스 정도: 경제력, 가족형태에 유

의한 차이가 있음 

-수면시간: 한국가정평균보다 다문화가

정 청소년이 유의하게 많음 

-자살계획경험, 자살시도, 자살시도 후 

병원치료경험, 폭력경험, 음주 후 성관계, 

임신경험, 성병경험 모두 일반가정에 비

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유의함. 

-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정

신 건강 상태 간 차이 없음 

- 우울 경험이 자살 시도에 가장 큰 요

인, 폭력이 더 큰 상관관계 임 

성관계 경험, 음주 후 성관

계 경험, 임신 경험, 성병 

경험, 약물 경험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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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김은경 

(2016)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중국, 필리

핀, 일본, 

태국, 기타 

  없음 14-16 

(206) 

Correlation 

Hierarchical analysis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

정체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적응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

스가 높으면 자아정체감, 지각된 사회

적지지는 낮고,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는 유의하게 높음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

적응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

회적 적응 관계에서 자아정

체감이 매개효과가 있음 

김현식 

(2016)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이차분석 

국가별  

제시 안됨 

Social control 

theory, 

Strain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14-16 

(272,839) 

t-test 

Logistic regression 
부모 출신국, 부모동거유

무, 부모학력, 사회경제

적 지위, 성별, 도시규모, 

학교유형, 음주 및 흡연

경험, 인터넷 중독, 성관

계경험,  

-어머니만 외국출생인 청소년: 일반가

정청소년에 비해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고 음주경향은 낮음 

-아버지만 외국출생인 청소년: 일반가

정 청소년에 비해 성관계 경험, 약물남

용 위험 높음 

-양부모가 외국출생인 청소년: 일반가

정에 비해 음주를 제외한 모든 일탈위

험 행동이 높음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처

한 가족 및 사회적 환경이 

건강과 건강행위에 많은 결

정 요인이 됨 

안인영 

(2016)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이차분석 

국가별  

제시 안됨 

없음 14-16 

(617) 

Chi-square test 

Logistic regression 
연령, 성별, 학교유형, 도

시규모, 학업성취도, 사

회경제적 수준, 음주 및 

흡연행위, 우울감, 자살

사고, 자살시도, 폭력경

험 

-음주행위: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족 청

소년의 유의한 차이는 없고 흡연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유의하게 높음 

-우울감과 자살계힉은 유의한 차이 없

으나 자살시도, 폭력경험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높음 

흡연행위는 여러 비행행동 

중 하나가 아닌 자살시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행위

임. 

이지연 

(2016)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Coping  

strategies 
만10-15 

(211)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포함

하여 227쌍 

Hierarchical analysis 연령, 성별, 어머니 출신국, 

생활만족도(Diener,1985), 

차별경험(Arauko, 2004),  

대처전략(Carver, 1997)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강도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적극적 문제해결을 보일수록 생활만

족도도 높이지나 심한 차별 상황에서

는 적극적 문제해결이 오히려 생활만

족도를 낮춤, 소극적 문제해결은 차별

의 부정적 영향을 더 증폭시킴 

-심한차별 상황에서는 회피가 더 적응

적인 결과를 보임, 지지추구는 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킴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차별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의

미를 가지며, 차별과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영

향요인이 됨. 

김경숙 

(2017) 

 한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중국, 일본,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태국 

없음 12-20 

(108) 

t-test 

ANOVA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성별, 연령, 부모국적, 부

모교육수준, 어머니의 연

령, 스트레스 대처 방식

(Folkman & Lazarus, 

1988),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 무

망감(Beck, 1974)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대처방식(4

점만점)2.37~2.92점, 자아존중감 

2.91점, 긍정적 희망감 2.99점, 부정적 

무망감 2.71점. 

-문제중심 대처나 정서적 지지 추구하

는 적극적 대처를 할수록 긍정적 희망

감을 높이고 부정적 무망감은 낮아짐.  

문제를 대처하는 유형에서 

소극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

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무망감을 더 높이는 영향 

요인이며 부정적 사고는 문

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시사함 

이영주 

(2017) 

한국 종단연구 

 

이차분석 

중국(조선족,  

한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Berry’s 

Acculturation 
11-15 

(1348) 

Correlation 

Chi-square test 

MANOVA 

성별, 거주지, 어머니의 

한국거주기간, 어머니출

신국, 경제상태, 언어사

용, 이중문화 수용태도

(노충래, & 홍진주, 2006), 심

리적 적응, 학교적응, 집

단괴롭힘 피해경험(이혜

경 & 김혜원, 200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 한국

문화 친밀형, 외국문화 친밀형, 이중문

화 소외형으로 구분되며 이중 이중문

화 소외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다문화청소년이 한국문화 친밀형을 

보이는 경우 적응을 가장 잘하며, 이중

문화 소외형의 청소년은 심리적,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문화 소외형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을 도

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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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효연 

(2017) 

한국 종단연구 

 

이차분석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없음 11-16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포함 

(1,381가구) 

Correla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문화적응 스트레스 

(Sandhu, & Asrabai, 1994), 가

족지지(Dubow, & Ulman, 

1989), 삶의 만족도(김

신영, 2006)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

족도,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을 보임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

족도와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서로 종단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함 

-다문화청소년의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서로 유의하게 예측함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가

족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높아지며, 삶의 만족

도가 높은 의미는 가족지지

도 높은 경향을 보임 

모상현 

(2018) 

한국 종단연구 

 

이차분석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Berry’s 

Acculturation 
11-16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포함 

(1,349) 

Chi-square test 

Multiple regression 
성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SAFE), 가족지지 

(Dubow, & Ulman, 1989) 

-남녀 청소년 모두 사회적 위축에 대

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직접효과(+)

가 있으며 사회적지지(교사, 또래)는 

사회적 위축에 직접효과(-)를 나타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사회적지지(또래)의 조절효과(-)

는 여자청소년에게만, 사회적지지(교

사)는 남자 청소년에게만 유의하게 나

타남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

적지지의 교사지지, 또래지

지의 유형에 따라 다문화청

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임 

이소연 

(2018) 

한국 종단연구 

 

이차분석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없음 11-16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포함 

(1,597) 

Correlation 

SEM 
이중문화수용태도(노충래, 

& 홍진주, 2006), 문화적응 

스트레스(SAFE), 국가정체성

(성한기, 2001), 자아존중

감(박난숙, & 오경자, 

1992), 우울(김광일 외, 

1984), 사회적위축(김선

희, & 김경연, 1998), 어

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

스(Asrabadi, 1994), 어

머니의 문화적응유형 

(Berry, 200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

도의 변화궤적은 초등학교까지 증가하

다가 중학교 입학 이후 감소하는 ∩ 

모양의 비선형모형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

도 변화의 예측변인: 청소년의 문화적

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문

화적응스트레스, 통합, 동화, 주변화임.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

화요인보다는 청소년이 지

각하는 통합적 문화적응에 

상응하는 이중문화 수용태

도가 청소년의 심리정서 적

응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Telzer, E. H. 

(2009) 
미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Asian,  

Latin,  

European 

없음 14-15 

(752) 

Correlation 

ANCOVA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Lambton 

& Mahlmeister) 

 

Daily family assistance, 

Number of family assistance 

behavioral, Family cohesion 

(Olson, Sprenkel, & Russell, 

1979)  

-가족을 위한 일상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을 도움으로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가짐, 가족을 위한 

일상지원과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청소년들에게 가족을 위한 

일상적 지원은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되며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이루고 삶에 

의미 있는 활동이 됨 

Hwang, W. C. 

(2010) 
미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Chinese  

American 
없음 14-18 

(105) 

SEM Acculturation family 

distancing(Hwang, 2006), 

Depression(Hamilton, 1960; 

1967), Family conflict (Kessler et 

al., 1994), Language fluency gap, 

Mainstream acculturation & 

heritage enculturation gap(Ryder, 

2000), Place of birth, Age 

-이민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화적응 

가족 거리감은 의사소통, 문화적 

가치의 차이, 문화적 차이에 의함. 

-문화적응 가족거리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과 관련. 가족갈등은 

청소년들에게 부분적 매개효과임.  

-어머니 문화적응 가족거리감은 

우울에 직접적 영향, 어머니-자녀 

문화동화의 불일치는 문화적응 

가족거리감이 높음. 

-어머니-자녀 주류문화동화와 언어 

차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문화적응 가족거리감은 

다른 문화 적응 현상이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이해하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세대 

간 문화적 가치와 차이에 

대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 

Kim, M. 미국 횡단적  Korean  Multidimensio 11-15 Correlation Asian American Multidimensional -어머니-청소년 문화동화의 낮은 이민자의 아버지-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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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서술적  

조사연구 

American nal model of 

acculturation. 

Acculturation 

process 

(Tardif-

Williams and 

Fisher 2009) 

부모포함 

(154) 

(77 pairs) 

Hierarchical 

regression 

Acculturation Scale (AAMAS; 

Chung et al. 2004),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PAC; Olson et al. 1982),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Symptoms:The Youth-Self Report 

(YSR; Achenbach and Rescorla 

2001) 

수준은 외현화 증상과 관련이 높음 

-청소년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은 문화동화 차이와 내현화 

증상 사이의 유의한 관계로 

매개효과가 있음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에 

따라 청소년의 외현화, 

내현화 문제 증상에 영향을 

미침 

Hjern, A. 

(2013) 
스웨덴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이차분석 

Asian,  

African 
없음 15 

(76,229) 

Multivariate  

two-level linear 

regression models 

Linear multivariate 

multilevel analysis 

KIDSCREEN-10 general well-

being index,  KIDSCREEN-

52( psychological well-being, 

moods,  emotions, peer relations, 

social acceptance (bullying) 

-이민자 고밀집지역에 사는 이민자 

청소년: 긍정적 안녕감을 가짐 

-이민자 저밀집지역에 사는 이민자 

청소년은 따돌림, 안녕감이 감소되어 

있으며 위험수준에 해당됨 

이주민이 거주지와 

관련하여 서로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함 

Sirin, S. R. 

(2013) 
미국 종단연구 Asian,  

Latino,  

African,  

West Indian,  

Other 

없음 15-17 

(332)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Repeated  

measures ANOVA,  

Growth curve model 

Grade, Gender,  

Generational status, 

Acculturative stress(SAFE-

Short; Mena et al., 1987), 

Mental health symptoms 

(Internalizing subscale of 

the Youth Self-Report 

(YSR; Achenbach, 1991),  

 

-내면화하는 정신건강문제는 고등학생 

때 유의하게 감소함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더 많은 노출 시 

철회, 불안, 우울 증상을 유의하게 예측 

-성별과 이민세대에 따라 내면화하는 

정신건강문제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이민자의 청소년은 성별과 

이주 세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라 

내면화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침 

Tummala-

Narra, P. 

(2013) 

미국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Caribbean,  

South America,  

Central America, 

Mexico,  

Asia,  

Middle East, 

Africa 

없음 13-19 

(95)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ge, Gender, Grade, Racial/ 

ethnic background, Parent’s 

education, Languages use at 

home, Adult & peer 

discrimination (Way et al.,2004), 

Depression symptoms (CES-DC; 

Weissman, 1980), Ethnic identity 

(Phinney, 1992), Social support 

(Fox et al., 2010) 

-지각된 차별과 우울증상사이의 관계에 

남녀 청소년 모두 유의하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우울 수준이 높음 

-본토 태생의 이민자의 청소년은 

성인과 친구에 의한 차별이 높을수록 

우울증상도 증가함 

-본토 태생의 이민자의 청소년은 우울 

증상에 지각된 성인에 의한 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킴 

-민족적 정체감은 지각된 동료 차별과 

우울 증상과 관계가 없음 

지각된 차별과 정신 건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청소년이 

어떠 사회적 지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Hilario, C. T. 

(2014) 
캐나다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이차분석 

Southeast  

Asian 

Ecological 

theory 
12-19 

(29,300) 

Chi-squir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General linear  

model 

General well-being scale 

(interest, emotional distress, 

despair), Social connectedness 

(family, school, culture), 

Acculturation 

-가족과 학교 연관성은 여학생의 

스트레스, 절망의 확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 

-높은 문화적 연관성은 여학생에서 

절망의 가능성이 낮았지만 스트레스 

확률이 더 높음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 

문화적응과 성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Belhadj 

Kouider, E. 

(2015) 

미국 

캐나다 

체계적 

문헌고찰 

국가별  

제시 안됨 

없음 11-20  DSM-5, CBCL, SDQ -본토 태생과 이민자 아동에 비해 

아시아 이민자 그룹은 발달과정에 

정신건강문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 

-가족기반 위험요소: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언어능력, 서구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부재, 자녀-부모의 

문화 지향의 불일치(집단주의, 부모의 

수용감정, 혹독한 양육) 

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 

과정울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필요함 

Runarsdottir, 

E. M. 

(2015) 

아이슬 

란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Asian,  

Polish, 

Other 

없음 11, 13, 15 

(11,561) 

ANOV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ES, Family structure, 

Parental employment, 

Family affluence, Social 

support (parent, friend,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비교 시 이민자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가 

높음 

-일반 가정 또래에 비해 사회적 지지 

이민자 가정의 사회인구학

적 조건과 사회적 지지 체

계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이민자 청소년을 지지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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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분석 classmates) 접근에 대한 경험이 낮고 사회경제적 환

경의 개선이 많이 필요시 됨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Tummala-

Narra, P. 

(2016) 

미국 질적연구 Southeast  

Asian 

(India,  

Pakistan, 

Bangladesh) 

Ecological 

theory 
14-18 

(16)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처 경험에서의 

4개의 영역:  

1) 가족, 지역사회, 문화유산과의 연결 

2) 문화적응에 대한 도전 

3) 문화적 맥락을 넘어 적응하는데 동반

되는 스트레스 

4) 대처와 극복력  

심리적 안녕과 이중문화 정

체성을 극복하는데 방해 요

인이 될 수 있는 집과 학교

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 중재가 필요함 

Yoon, E. 

(2017) 
미국 질적연구 Indian,  

Haitian,  

Korean,  

Taiwanese 

 14-18 

(13) 

CQR method  -민족 정체성 발달과 문화적 통합을 위

한 5가지 영역: 

1)민족적 정체성,인종적 사회화 

2)이중문화로 살아가는 것  

3)인종 맥락: 인종차별과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4)가족 맥락: 가족갈등과 부모 기대 

5)또래 맥락: 우정, 데이트 

이민자 청소년들이 주류문

화에 적응에 가는 과정을 

고려할 때 다차원적 맥락에

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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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도구 사용 승인 

2.1. 안녕감 도구(Well-being) 

2.2.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Accultura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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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한국어 버전) 

 

2.4. 사회적 지지 도구(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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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도구(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 S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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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자신의 건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과 신체적, 정서적 삶의 만족, 행복감, 건강을 나타내는 안녕감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연구결과는 여러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안녕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더 좋은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10분 정도이며,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아래의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잘 맞는 곳에 응답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설문 도중 원치 않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

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응답

한 내용은 반드시 비밀을 지킬 것이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 시,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귀한 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및 

연구자 신정은 드림 

(연락처: 010 - 0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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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 일에 집중(몰입)합니까?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3. 평소 얼마나 자주 즐거움을 느낍니까?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4. 평소 얼마나 자주 불안감을 느낍니까?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5. 자신을 위해 세운 중대한 목표를 얼마나 자주 달성합니까?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6.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안좋다        매우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7. 평소 어느 정도로 목적 의식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8.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 편입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 다음은 여러분의 삶의 만족, 행복, 건강을 나타내는 안녕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여

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Ⅴ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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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있고, 보람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0. 평소 어떤 일에 관심을 갖거나 흥미를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1. 평소 외로움을 얼마나 느낍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외롭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2. 현재 자신의 신체건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3. 평소 얼마나 자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4. 평소 얼마나 자주 화를 냅니까?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5.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자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6. 평소 얼마나 자주 슬픔을 느낍니까?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7.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편입니까? 

전혀 아니다        항상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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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같은 또래의 연령과 성별에 비해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9.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0. 평소 나의 인생에서 방향감(목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1. 친구, 선생님, 기타 나와 관계된 대인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2. 평소 얼마나 자신에 만족합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3. 나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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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

려해주는 것 같다.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9.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10.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11.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13.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14.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5.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7.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18. 우리 선생님은 날 잘 도와 주시는 것 같다.      

※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 가족, 선생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곳에  Ⅴ 

표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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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한다.      

2. 나는 우리 동네의 다른 청소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3. 우리 동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를 기꺼이 돕고자 한다.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5. 나는 우리 동네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소속감)을 느낀다.      

6.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우리 동네에서 대화상대를 찾을 수 있다.      

7. 우리 동네 청소년들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8. 우리 동네에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9. 나는 우리 동네에 사는 또래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10. 다른 동네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동네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11. 우리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

와 기회들이 있다. 

     

12. 우리 동네는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1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20.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

지 않다. 

     

21.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2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23.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2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 다음은 평소 내가 사는 지역(동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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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 동네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

는 일(문제)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우리가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한다면, 우리 동네의 젊

은 세대(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사항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고 생각한다. 

     

15.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단결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6.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동네에 무언가 특별한 그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우리 동네에는 젊은 세대(청소년)와 함께 경험과 관심사

를 공유할 수 있다. 

     

18. 우리 동네는 꽤 아름다운 곳이다.      

19. 우리 동네에는 젊은 사람들이(청소년) 즐길 수 있는 많

은 곳이 있다. 

     

20.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함께 협력한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를 멀리한다.      

2. 사람들은 말(언어)로 나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드러낸다.      

3. 나는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사귀지 않는다고 느낀다.      

4.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가까이 하기 싫어한다.      

5.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6.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친구들이 따돌린다.      

7. 사람들은 나의 문화적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8. 나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이 사회 안에서 나의 신분(지위)은 낮다고 느낀다.      

※  다음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

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Ⅴ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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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부정한다.      

10.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 받고 있다고 느낀다.      

11. 한국어 때문에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      

12.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3. 한국말로 의사소통 하려면 신경이 쓰인다.      

14. 한국어가 어려워서 학교 숙제를 하는 것이 힘들다.      

15. 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자주 혼자 있는다.      

16.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17. 나는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느낀다.      

 

 

거 주 지 
                시                

구               동 
성   별 남  □       여   □  

나   이 만                   세 태어난 나라  

키                        cm 몸무게                       kg 

만일, 한국 중도입국자인 경우 우리나라 거주기간                   년              개월 

외국인 부모님의 

본국 

외국인 부              이전국적                  *한국 국적을 취득전의 상황 

외국인 모              이전국적               

 

 

지난 7일 동안 여러분의 섭취한 음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먹 

지않음 

1-2회/ 

주미만 

3-4회

/주 

5-6회 

/주 

7회/주 

이상 

1. 신선한 과일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2. 탄산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 다음은 최근 식습관과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했던 가장 가까운 곳에 Ⅴ 

표시해 주세요.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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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름진 음식(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등)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4. 라면이나 컵라면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5. 과자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6. 식사 시 채소반찬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7. 우유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1. 지난 7일 동안 숨이 차는 운동을 60분 이상 한 날은 얼마나 됩니까? 

① 없다             ② 1회             ③ 2~3회             ④ 4~5회               ⑤ 5회 이상 

2.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③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④ 5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⑤ 8시간 이상 

3. 하루 평균 인터넷/핸드폰 사용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③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④ 5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⑤ 8시간 이상 

4.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5시간 미만                     ②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③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④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⑤ 8시간 이상 

5. 지금까지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① 없다             ② 1회              ③ 2~3회             ④ 4~5회             ⑤ 5회 이상 

6. 지금까지 학교 폭력(가해자 혹은 피해자)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이상균, 유

조안, & 그레이스정, 2015) 

① 없다             ② 1회              ③ 2~3회             ④ 4~5회             ⑤ 5회 이상 

⑥ 피해자           ⑦ 가해자           ⑧ 피해자, 가해자 모두 해당 

7. 최근 1년간 음주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없다            ② 1회~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 이상 

8. 최근 1년간 흡연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없다            ② 1회~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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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금까지 질병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 없이 편리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0. 지금까지 문화적 차이, 갈등으로 인하여 전문적 고민상담을 의뢰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없다            ② 1회~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 이상 

11. 가족의 경제적 상태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2천만원 미만            ②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③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④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⑤ 5천만원 이상 

12. 부모님의 직장은 정규직으로 안정적입니까(가족의 주 생계 책임자)? 

① 아니오               ② 예 

13.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14.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15. 여러분의 가족구조의 형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일반가정(부, 모, 자녀)           ② 한부모가정             ③ 조손가정(할아버지, 할머니, 본인) 

④ 재혼가정 

 

<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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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베트남어 번역본(Vietnamese Version) 

 

1. Bạn dành bao nhiêu thời gian để hoàn thành mục tiêu ( những mục tiêu mà bạn đề ra)? 

Hoàn toàn không        Luôn luô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 Bạn có thường xuyên tập trung (cảm thấy say mê) công việc bạn đang làm không? 

Hoàn toàn không        Luôn luô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3. Bạn có thường xuyên cảm thấy niềm vui trong cuộc sống không? 

Hoàn toàn không        Luôn luô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4. Bạn có thường cảm thấy bất an không? 

Hoàn toàn không        Luôn luô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5. Bạn có thường đạt được những mục tiêu quan trọng mà mình đề ra không? 

Hoàn toàn không        Luôn luô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6. Thường ngày, tình trạng sức khỏe của bạn thế nào? 

Rất không tốt        Rất tốt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7. Thường ngày, bạn có đang sống với mục đích có ý nghĩa không? 

Hoàn toàn không đúng       Rất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8. Khi gặp có khăn, bạn có thường nhận giúp đỡ hay hỗ trợ từ người khác không? 

Hoàn toàn không       Rất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9. Thường ngày, mức độ bạn cảm thấy hài lòng hay cảm thấy có ý nghĩa về những việc mình đang làm 

là bao nhiêu? 

Hoàn toàn không       Rất nhiều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 Dưới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về mức độ hài lòng về cuộc sống, cảm giác hạnh phúc hay sức khỏe của bản 

thân. Hãy đánh dấu Ⅴ vào lựa chọn gần nhất với suy nghĩ của b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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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hường ngày, mức độ bạn cảm thấy quan tâm hay thích thú với những công việc bạn đang làm là 

bao nhiêu? 

Hoàn toàn không       Rất nhiều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1. Thường ngày, mức độ bạn cảm thấy cô đơn là bao nhiêu? 

Hoàn toàn không       Rất cô đơn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2. Bạn có hài lòng về tình trạng thể chất hiện tại của bản thân không? 

Rất không hài lòng       Rất hài lò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3. Thường ngày, bạn có thường suy nghĩ tích cực không? 

Hoàn toàn không       Luôn luô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4. Thường ngày, bạn có thường tức giận không? 

Hoàn toàn không       Luôn luô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5. Bạn thường có trách nhiệm (cảm thấy có nghĩa vụ) với những công việc mình đang làm không? 

Hoàn toàn không       Luôn luô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6. Thường ngày, bạn có thường cảm thấy đau buồn không? 

Hoàn toàn không       Luôn luô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7. Bạn có thường cảm thấy không để ý đến thời gian khi làm những việc mình thích không? 

Hoàn toàn không        Luôn luô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8. Bạn cảm thấy thế nào khi so sánh tình trạng sức khỏe của bạn với các bạn đồng trang lứa thế nào? 

Rất không hài lòng       Rất hài lò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9. Mức độ bạn cảm thấy mình được yêu thương là bao nhiêu? 

Hoàn toàn không        Hoàn toàn đú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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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ình thường, bạn cảm thấy mức độ về việc có định hướng trong cuộc sống của bản thân là bao nhiêu? 

Hoàn toàn không 

có 

       Rất rõ rà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1. Mức độ bạn hài lòng về mối quan hệ của bản thân với giáo viên, bạn bè, … như thế nào? 

Hoàn toàn không        Rất hài lò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2. Bình thường bạn có hài lòng về bản thân mình không? 

Rất không hài 

lòng 

       Rất hài lòng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3. Tổng hợp lại tất cả các yếu tố về bản thân mình, bạn có cảm thấy hạnh phúc không? 

Hoàn toàn không        Rất hạnh phúc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Câu hỏi 
Rất 

không 

đúng  

Không 

đúng 

Bình 

thường 
Đúng 

Rất 

đúng 

1. Các bạn của tôi thích tôi.      

2. Các bạn của tôi hay xa lánh tôi.      

3. Các bạn thường lắng nghe suy nghĩ và lời nói của tôi.      

4. Khi gặp chuyện khó khăn, các bạn thường hay động viên và 

khích lệ tôi. 

     

5. Tôi và các bạn của tôi luôn giúp đỡ lẫn nhau.      

6. Các bạn của tôi quan tâm tới tôi.      

7. Các bạn của tôi thích chơi với tôi.      

8. Các bạn của tôi hiểu tôi.      

9. Gia đình tôi có vẻ không yêu thương tôi.      

10. Các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tôi thường giúp đỡ nhau.      

※  Sau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về mối quan hệ của bạn với gia đình, bạn bè và thầy cô giáo.  Hãy  

đánh dấu  Ⅴ  vào lựa chọn giống nhất với  tình trạng hiện tại của b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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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âu hỏi 

Hoàn 

toàn 

không  

đúng 

Không 

đúng 
Bình 

thường 
Đúng 

Hoàn 

toàn 

đúng 

1. Những người ở khu tôi sống thường nương tựa vào nhau.      

2. Tôi thường chơi với các bạn đồng trang lứa ở khu nhà tôi.      

3. Những người ở khu tôi sống thường cố gắng giúp đỡ lẫn 

nhau. 
     

4. Những người ở khu tôi sống đang cố gắng để cùng phát 

triển. 
     

11. Gia đình tôi rất hiểu tôi.      

12. Gia đình tôi thường chia sẻ mọi thứ với nhau.      

13. Khi tôi thấy mệt, gia đình tôi cho tôi thêm sức mạnh và dũng khí.      

14. Gia đình tôi thường lắng nghe suy nghĩ và lời nói của tôi.      

15. Đối với gia đình tôi, tôi là một thành viên quan trọng.      

16. Gia đình tôi quan tâm tới tôi.      

17. Tôi thân với giáo viên của tôi.      

18. Giáo viên của tôi rất hay giúp đỡ tôi.      

19. Tôi cảm thấy khó khăn khi nói chuyện với giáo viên của tôi.      

20. Giáo viên của tôi dường như không để ý tới cảm nhận của 

tôi. 

     

21. Giáo viên của tôi yêu mến tôi.      

22. Giáo viên của tôi rất quan tâm tới tôi.      

23. Giáo viên của tôi lo lắng khi tôi đau ốm hay gặp chuyện 

khó khăn. 

     

24. Giáo viên của tôi công nhận tôi là người quan trọng.      

※  Sau đây là các câu hỏi về nơi (khu dân cư) bạn sinh sống. Hãy điền dấu V vào lựa chọn 

gần nhất với suy nghĩ của b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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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ôi cảm thấy mình là một thành viên trong khu tôi sống.      

6. Khi tôi muốn nói chuyện, tôi có thể tìm thấy người để nói chuyện 

ở khu tôi sống. 
     

7. Thanh thiếu niên ở khu tôi sống có nhiều cơ hội để nói lên ý kiến 

của mình. 
     

8. Tôi có nhiều cơ hội để gặp gỡ bạn bè ở khu tôi sống.      

9. Tôi thích chơi với các bạn đồng trang lứa ở khu tôi sống.      

10. So với các khu khác thì khu dân cư tôi sống có nhiều điểm 

tốt hơn. 
     

11. Có nhiều địa điểm và nhiều cơ hội để thanh thiếu niên ở 

khu tôi sống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12. Tôi thấy khu dân cư nhà tôi là nơi đáng sống.      

13. Tôi nghĩ rằng những người sống ở khu dân cư nhà tôi có 

thể thay đổi những sự việc (vấn đề) không được thực hiện một 

cách triệt để trong cộng đồng xã hội. 

     

14. Nếu chúng tôi có thể tham gia nhiều hơn vào các hoạt 

động của cộng đồng, chúng tôi có thể giúp cải thiện nhiều vấn 

đề liên quan tới thế hệ trẻ là thanh thiếu niên. 

     

15. Khi những người ở khu dân cư của tôi đoàn kết lại chúng 

tôi sẽ có cơ hội đạt được mục tiêu mà mọi người mong muốn. 
     

16. Nếu có cơ hội, tôi nghĩ rằng những người ở khu dân cư 

của tôi có thể tạo nên một nhóm đặc biệt. 
     

17. Ở khu tôi sống, thế hệ trẻ (thanh thiếu niên) có thể cùng 

chia sẻ kinh nghiệm và những điều bản thân quan tâm. 

     

18. Khu tôi sống là một nơi rất đẹp.      

19. Ở nơi tôi sống, có nhiều nơi mà thanh thiếu niên có thể 

chơi đùa. 
     

20. Những người ở khu dân cư tôi sống rất hòa đồ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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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âu hỏi 

Hoàn 

toàn 

không 

đúng 

Không 

đúng 

Bình 

thường 
Đúng 

Hoàn 

toàn 

đúng 

1. Mọi người dùng hành đồng để xa lánh tôi.      

2. Mọi người thể hiện họ không thích ở gần tôi qua lời nói.       

3. Tôi cảm thấy mọi người không tiếp xúc với tôi vì họ 

nghĩ tôi là người nước ngoài. 

     

4. Mọi người không nói ra nhưng họ không muốn ở gần tôi.      

5. Bố mẹ tôi là người nước ngoài nên bị coi thường.      

6. Bố mẹ tôi là người nước ngoài nên tôi bị bạn bè xa lánh.      

7. Mọi người đánh giá không đúng về giá trị văn hóa của tôi.      

8. Vì nguồn gốc văn hóa của mình mà tôi cảm thấy có 

thân phận (vị trí) thấp trong xã hội. 

     

9. Mọi người không đồng ý với những điều tôi cho làm quan trọng.      

10. Tôi cảm thấy mình bị đánh giá là người thiếu năng lực.      

11. Tôi cảm thấy khó để theo kịp lớp học vì học bằng tiếng Hàn.      

12. Tôi cảm thấy căng thẳng vì nói tiếng Hàn không tốt.      

13. Tôi phải suy nghĩ nhiều khi định giao tiếp bằng tiếng Hàn.      

14. Tiếng Hàn khó nên làm bài tập rất mệt.      

15. Tôi thường ở một mình vì cảm thấy không thoải mái với người khác.      

16. Tôi cảm thấy mình không thuộc về nơi mình đang ở.      

17. Tôi cảm thấy mình nhỏ bé vì nguồn gốc văn hóa của tôi.      

※ Sau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về sự căng thẳng phát sinh do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của bố mẹ với văn hóa 

Hàn Quốc. Hãy đánh dấu Ⅴ vào lựa chọn giống nhất với  tình trạng hiện tại của b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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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ơi ở 
Thành phố   quận      

phường               
Giới tính Nam  □   Nữ   □  

Tuổi          tuổi 
Quốc gia 

bạn sinh ra 
 

Chiều cao           cm Cân nặng           kg 

Thời gian cư trú tại Hàn Quốc,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hập cảnh sau khi sinh tại nước ngoài. 
            năm         tháng 

Quốc tịch gốc 

của bố mẹ là 

người nước ngoài 

Bố là người nước              Quốc tịch trước đây                 

* Trước khi nhập quốc tịch Hàn Quốc  

Mẹ là người nước              Quốc tịch trước đây                 

 

 

 

 

Câu hỏi về thực phẩm bạn đã ăn trong 7 ngày gần đây. 

Hoàn 

toàn 

không 

ăn 

Nhiều 

nhất 

1~2 

lần/ 

tuần 

3-4 

lần/ 

tuần 

5-6 

lần/ 

tuần 

Nhiều 

hơn 7 

lần 

/tuần 

1. Bạn có thường xuyên ăn hoa quả tươi không?      

2. Bạn có thường uống nước có ga không?      

3. Bạn có thường ăn thức ăn dầu mỡ (như đồ ăn nhanh, đồ chiên 

rán, …) không? 

     

4. Bạn có thường ăn mỳ ăn liền hay mỳ gói không?      

5. Bạn có thường ăn bánh kẹo không?      

6. Trong bữa cơm, bạn có thường ăn đồ ăn làm từ rau củ 

không? 

     

7. Bạn có thường uống sữa không?      

1. Trong tuần qua, số lần bạn tập thể dục liêc tục trên 60 phút là bao nhiêu? 

① không        ② 1 lần       ③ 2~3 lần        ④ 4~5 lần           ⑤ trên 5 lần 

※ Dưới đây là những thông tin chung. Hãy điền nội dung đầy đủ vào chỗ trống. 

※ Dưới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về thói quen ăn uống và sinh hoạt gần đây. Hãy đánh dấu  Ⅴ  

vào lựa chọn gần nhất với  tình trạng gần đây của bạn. 

 

 



 

 

157 

 

2. Thời gian trung bình xem ti vi của bạn trong ngày là bao nhiêu? 

① Tối đa 1 tiếng          ② Trên 1 tiếng ~ dưới 3 tiếng         ③ Trên 3 tiếng ~ dưới 5 tiếng  

④ Trên 5 tiếng ~ dưới 8 tiếng             ⑤ Trên 8 tiếng 

3. Thời gian trung bình sử dụng internet hay điện thoại di động là bao nhiêu? 

① Tối đa 1 tiếng          ② Trên 1 tiếng ~ dưới 3 tiếng         ③ Trên 3 tiếng ~ dưới 5 tiếng  

④ Trên 5 tiếng ~ dưới 8 tiếng             ⑤ Trên 8 tiếng 

4. Thời gian ngủ trung bình hằng ngày của bạn là bao nhiêu? 

① Tối đa 5 tiếng          ② Trên 5 tiếng ~ dưới 6 tiếng         ③ Trên 6 tiếng ~ dưới 7 tiếng 

④ Trên 7 tiếng ~ dưới 8 tiếng             ⑤ Trên 8 tiếng 

5. Bạn đã từng quan hệ tình dục chưa? Nếu có, số lần là bao nhiêu? 

① Chưa từng      ② 1 lần        ③ 2~3 lần        ④ 4~5 lần        ⑤ Trên 5 lần 

6. Bạn đã từng là người gây hại hoặc người bị hại trong bạo lực học đường chưa? Nếu có, số lần là bao 

nhiêu? 

① Chưng từng      ② 1 lần       ③ 2~3 lần        ④ 4~5 lần          ⑤ Trên 5 lần 

⑥ Người bị hại     ⑦ Người gây hại      ⑧ Từng là người gây hại và người bị hại 

7. Trong 1 năm gần đây, bạn có uống đồ uống có cồn không? Nếu có, số lần là bao nhiêu? 

① Không        ② 1~2 lần       ③ 3~4 lần        ④ 5~6 lần         ⑤ Trên 7 lần 

8. Trong 1 năm gần đây, bạn có hút thuốc lá không? Nếu có, số lần là bao nhiêu? 

① Không         ② 1~2 lần       ③ 3~4 lần        ④ 5~6 lần         ⑤ Trên 7 lần 

9. Tính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bạn có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sử dụng các dịch vụ chăm sóc y tế do bệnh 

tật không? 

① Không               ② Có 

10. Tính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bạn đã từng tham gia hoặc nhờ tới chuyên gia tư vấn do các vấn đề mâu 

thuẫn hay khác biệt văn hóa chưa? Nếu có, số lần là bao nhiêu? 

① Không        ② 1~2 lần      ③ 3~4 lần       ④ 5~6 lần         ⑤ Trên 7 lần 

11. Thu nhập của gia đình bạn thuộc mức độ nào sau đây? 

① Dưới 20 triệu won      ② Trên 20 triệu won ~ Dưới 30 triệu won      

③ Trên 30 triệu won ~ Dưới 40 triệu won 

④ Trên 40 triệu won ~ Dưới 50 triệu won                 ⑤ Trên 50 triệu won 

12. Bố mẹ bạn hiện đang có công việc ổn định không (người làm chủ kinh tế gia đình l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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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hông               ② Có 

13. Trình độ học vấn của bố bạn là? 

① Chưa tốt nghiệp tiểu học           ② Tốt nghiệp trung học cơ sở           

③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④ Tốt nghiệp đại học             ⑤ Trên cao học 

14. Trình độ học vấn của mẹ bạn là? 

① Chưa tốt nghiệp tiểu học           ② Tốt nghiệp trung học cơ sở         

③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④ Tốt nghiệp đại học            ⑤ Trên cao học 

15. Hình thái gia đình của bạn thuộc loại hình nào sau đây? 

① Gia đình phổ biến (bố, mẹ, con cái)          ② Gia đình bố mẹ đơn thân              

③ Gia đình ông bà (ông, bà, bản thân)          ④ Gia đình tái hôn 

 

< Bản khảo sát đến đây là kết thúc.  

Bạn hãy kiểm tra lại một lần nữa xem đã điền đầy đủ các nội dung hay chưa> 

 

<Cảm ơn các b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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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문지 중국어 번역본(Chinese Version) 

 

 

1.为了实现目标（自己树立的目标），你会花费很多时间吗？ 

一点儿都不会        总是会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 你会总是集中（投入）在自己所做的事情上面吗？ 

一点儿都不会        总是会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3.你平时总会感受到快乐吗? 

一点儿都不会        总是会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4. 你平时会经常感到不安吗? 

一点儿都不会        总是会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5. 为了自己，你会总是努力实现自己树立的重要目标吗？ 

一点儿都不会        总是会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6. 你平时的健康状态怎样？ 

非常不好        非常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7. 你平时总是带着某种目的过有意义的生活吗？ 

一点儿都不是        总是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 以下是与心理幸福感（对生活、幸福、健康的满意度）相关的提问。请用V选出你认为跟你

想法最一致的选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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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当需要帮助的时候，你会向其他人寻求帮助或支援吗？ 

一点儿都不会        总是会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9. 你平时做的事情都非常有意义，总能感受到满足感吗？ 

一点儿都不会        总是会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0. 平时你总是对自己所做的事情非常的关心或感兴趣吗？ 

一点儿都不会        总是会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1. 平时你经常感到孤单吗? 

一点儿都不会        总是会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2. 你对当前自身的身体健康状态感到满意吗? 

非常不满意        非常满意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3. 平时你的想法总是积极的吗? 

一点儿都不是        总是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4. 平时你经常生气吗? 

一点儿都不是        总是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5. 你对吩咐给你的事情总是有责任感（义务）地去做吗？ 

一点儿都不是        总是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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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平时你总是感到悲伤吗? 

一点儿都不是        总是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7. 你在做喜欢做的事情的时候，总是非常的投入而忘却时间吗？ 

一点儿都不是        总是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8. 与同龄和同性别的其他朋友相比，你的健康状态怎样？ 

非常不满意        非常满意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9. 你总能产生一种被爱的感受吗？ 

一点儿都不会        总是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0. 平时你在生活中总有人生方向感（目标）吗？ 

一点儿都没有        非常有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1.你对你和朋友、老师等其他人际关系感到满意吗？  

一点儿都不满意        非常满意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2. 平时你对自己感到满意吗? 

非常不满意        非常满意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3. 从总体来看，你认为自己非常的幸福吗？ 

一点儿都不是        非常是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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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 
一点

儿都

不是 

不是 一般 是 
非常

是 

1. 我朋友好像都很喜欢我。      

2. 我朋友好像都很排挤我。      

3. 我朋友能够接受我的想法和倾听我说话。      

4. 当我遇到困难时，我朋友会安慰和鼓励我。      

5. 我和我朋友之间互相帮助。      

6. 我的朋友们都很关心我。      

7. 我的朋友们都喜欢我和一起相处。      

8. 我的朋友们都很理解我。      

9. 我的家人都不怎么喜欢我。      

10. 我的家人都会互相帮助。      

11. 我的家人都很理解我。      

12. 我的家人都会与家人们一起分享自己所拥有的事物。      

13. 在我辛苦的时候我的家人都会给我勇气和力量。      

14. 我的家人会接受我的想法和倾听我说话。      

15. 我的家人都认为我是重要的人。      

16. 我的家人都很关心我。      

17. 我和我的老师关系非常的亲近。      

18. 我的老师经常帮助我。      

※ 以下是关于你和朋友、家人以及老师之间关系的提问。请使用V在最符合自己情况的选项处作出标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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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 
一点

儿都

不是 

不是 
 一

般 
是 

非常

是 

1. 我们小区的人都互相支持，      

2. 我和我们小区的其他青少年经常在一起相处。      

3. 我们小区的大部分人都很乐意互相帮助。      

4. 我们小区的人为了发展共同努力。      

5. 我能感受到我是我们小区里的一员（归属感）。      

6. 我想要找人谈话时，能够在我们小区里找到谈话对象。      

7. 我们小区的青少年们有很多机会表达自己的意见。      

8. 在我们的小区有很多遇见朋友的机会。      

9. 我喜欢和住在我们小区里的同龄朋友一起相处。      

10. 与其他小区相比时，我们小区有很多优点。      

11. 我们小区有青少年可以共同参与的各种场所和机会。      

12. 我认为我们的小区很适合生活。      

19. 我好像很难跟老师沟通。      

20. 我的老师好像不太关心我的心情。      

21. 我的老师好像很喜欢我。      

22. 我的老师好像很关心我。      

23. 当我生病或发生什么事情的时候，我的老师会为我担心。      

24. 我的老师认为我是非常重要的人。      

※ 以下是关于平时我对我生活的地区（小区）的看法的提问。请使用V在最符合自己想法的选

项处作出标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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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我相信我们小区的人们有足够的能力改变在地区社会没

有正式实施的事情（问题）。 

     

14. 如果我们能够更多地参与到地区社会事务当中的话，相

信我们能够为我们小区的年轻一代（青少年）改善很多事

项。 

     

15. 如果我们小区的人们团结一心的话，能够为实现人们的

目标创造很好地机会。 

     

16. 如果提供机会，我相信我们的小区能够成立什么特别的

团体（Group）。 

     

17.在我们的小区能够与年轻一代（青少年）一起进行体验

和共享大家所关注的事情。 

     

18. 我们的小区非常的美丽。      

19. 我们的小区有很多年轻人（青少年）玩乐的地方。      

20. 我们小区的人们彼此关照。      

 

 

 

 

问题 
一点

儿都

不是 

不是 
 一

般 
是 

非常

是 

1. 人们从行动上疏远我。      

2. 人们用话（语言）表明不愿意与我靠近。      

3. 我感到人们因为我是外国人不愿意与我交朋友。      

4. 虽然人们嘴上不说，但是我能感到不愿与我靠近。      

5. 因为父母都是外国人，所以被人看不起。      

6. 因为父母是外国人，所以被朋友排挤。      

7. 人们不能正确地评价我的文化价值。      

8. 因为我的文化背景，在社会中我感到我的身份（地位）很

低。 

     

※  以下是关于因为父母的文化与我的韩国文化差异可能导致出现的压力的提问，请使用V在最

符合你想法的选项处作出标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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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对于我认为重要的事物，人们并不赞同。      

10. 我感觉我被当作能力不足的人对待。      

11. 因为韩语不怎么好在学校上课很难跟上。      

12. 因为韩语不好感到有压力。      

13. 因为很难用韩语沟通所以很烦心。      

14. 因为韩语很难，所以学校布置的作业很难完成。      

15. 我怕给别人带来不便，所以总是独处。      

16. 我在我所处的地方感受不到归属感。      

17. 我因为我自身的文化背景，总是感到畏缩。      

 

 

居住地区       市     区     洞 性别 男  □   女  □ 

年龄 满         岁 出生国家  

身高           cm 体重           kg 

如果为中途入境韩国者的话，那么在韩国的居住时间为             年          个月 

外国人父母的 

祖国  

外国人父亲              之前国籍                 

*取得韩国国籍之前的情况  

 外国人母亲              之前国籍                 

 

以下是跟过去7天你的饮食相关的提问。 

一 点

儿 都

不吃 

1-2次

/ 

每周 

3-4次

/ 

每周 

5-6次 

/每周 

每周7

次以

上 

1. 你多久吃一次新鲜的水果?      

2. 你多久喝一次碳酸饮料?      

3. 你多久吃一次油腻的食物（快餐、油炸食物等）？      

※以下为一般性的提问。请认真填写，防止遗漏。 

※ 以下是跟最近的饮食习惯和日常生活习惯相关的提问。请用V在你认为最符合的选项处作出标

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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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你多久吃一次拉面或杯面？      

5. 你多久吃一次零食？      

6. 你在吃饭时，多久吃一次没有荤腥的菜？      

7. 你多久喝一次牛奶？      

 

1. 过去一周里你做过几次时间超过60分钟使人气喘吁吁的运动？ 

① 无            ② 1次             ③ 2~3次           ④ 4~5次         ⑤ 5次以上 

2. 你平均每天看几小时的电视? 

① 不足1小时            ② 1 小时以上~ 不足3小时        ③ 3小时以上 ~ 不足5小时  

④ 5小时以上 ~ 不足8小时 ⑤ 8小时以上 

3. 你平均每天上网/使用手机几小时？ 

① 不足1小时       ② 1小时以上 ~ 不足3小时     ③ 3小时以上 ~ 不足5小时  

④ 5小时以上 ~ 不足8小时             ⑤ 8小时以上 

4. 你平均每天的睡眠时间为? 

① 不足5小时     ② 5小时以上 ~不足6小时        ③ 6小时以上 ~ 不足7小时 

④ 7小时以上 ~ 不足8小时              ⑤ 8小时以上 

5. 到目前为止你有过性生活经历吗? 如果有的话，有过几次? 

① 无           ② 1次          ③ 2~3次         ④ 4~5次             ⑤ 5次以上 

6. 到目前为止，你有过学校暴力（加害者或受害者）经历吗？如果有的话，有过几次？ 

① 无           ② 1次          ③ 2~3次         ④ 4~5次             ⑤ 5次以上 

⑥ 受害者               ⑦ 加害者               ⑧ 既是受害者也是加害者 

7.最近一年内你有过饮酒经历吗? 如果有的话，有过几次? 

① 无         ② 1次~2次       ③ 3~4次         ④ 5~6次       ⑤ 7次以上 

8. 最近1年内你有过抽烟经历吗？如果有的话，有过几次？ 

① 无         ② 1次~2次       ③ 3~4次         ④ 5~6次        ⑤ 7次以上 

9. 到目前为止，你在生病使用保健医疗服务时是否感到很方便？ 

① 不是               ② 是 

10. 到目前为止，你是否因为文化价值、矛盾而委托过或接受过专业的困惑咨询？如果有的话，有过几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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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无          ② 1次~2次       ③ 3~4次         ④ 5~6次         ⑤ 7次以上 

11. 你的家庭的经济状态程度是? 

① 不足2千万韩元    ② 2千万韩元以上 ~ 不足3千万韩元         

③ 3千万韩元以上 ~ 不足4千万韩元 

④ 4千万韩元以上 ~ 不足5千万韩元    ⑤ 5千万韩元以上 

12. 你父母是否是正式稳定的职业？ (家庭主要的生计负责人)? 

① 不是               ② 是 

13. 你爸爸的文化水平是? 

① 小学毕业以下                  ② 初中毕业                      ③ 高中毕业 

④ 大学毕业                      ⑤ 研究生毕业以上 

14. 你妈妈的文化水平是? 

① 小学毕业以下                  ② 初中毕业                      ③ 高中毕业 

④ 大学毕业                      ⑤ 研究生毕业以上 

15. 你家庭的组成形态是? 

① 一般家庭(父亲、母亲、子女)           ② 单亲家庭              

③ 祖孙家庭(爷爷、奶奶、自己)           ④ 再婚家庭 

 

< 调查问卷结束。请再次确认有无遗漏的问题。> 

 

<感谢你参与问卷调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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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설문지 러시아어 번역본(Russian Version) 

 

 

 

1. Сколько Вы тратите времен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цели (цели, которые Вы поставили)?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 Как часто Вы погружаетесь в какое-то дело (сосредотачиваетесь на нем)?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3. Как часто Вы ощущаете радость?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4. Как часто Вы ощущаете беспокойство?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5. Как часто Вы достигаете важных поставленных перед собой целей?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6. Каково Ваше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в обычное время? 

Очень плохое        Очень хорошее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7. Насколько значимую жизнь Вы ведете, имея цели?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Ответьте на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о том, на сколько Вы довольны жизнью, о Вашем 

уровне счастья и состоянии здоровья. Поставьте знак Ⅴ в месте, которое наиболее 

точно описывает Ваше состоя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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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В случае, если требуется помощь склонны ли Вы получать ее от других людей?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9. Насколько в обычное время вы ощущаете значение, совершаемых Вами дел и 

насколько сильно чувствуете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0. Насколько Вы ощущаете интерес к Вашему занятию?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1. Как часто Вы ощущаете одиночество в обычное время?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Очень одинок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2. Насколько Вы довольны своим физическим здоровьем? 

Оченьнедоволен        Очень довол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3.. Как часто Вы мыслите позитивно?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4. Как часто Вы злитесь?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5. Как часто Вы выполняете дела ответственно (обязанности)?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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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Как часто Вы ощущаете грусть?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7.  Как часто Вы настолько сосредотачиваетесь, что не замечаете, как проходит время?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8. Каково Ваше состояние здоровь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ровесниками того же пола? 

Оченьнедоволен        Очень довол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19.  Насколько Вы чувствуете, что Вас любят?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0. Насколько Вы ощущаете направление (цель) в Вашей жизн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1. Насколько Вы довольны отношениями с друзья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и др.?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2. Насколько Вы довольны собой в обычное время? 

Очень недоволен      Очень довол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23. Насколько Вы считаете себя счастливым в целом?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гласен     Полностью согласен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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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прос 

Соверше

нно Не 

подходит 

не 

подх

одит 

Средне 

 

Подхо

дит 

Очень 

Подхо

дит 

1. Мои друзья меня любят.      

2. Мои друзья меня игнорируют.      

3. Мои друзья прислушиваются к моим словам.      

4. Когда у меня случается что-то, мои друзья меня 

утешают и поддерживают. 

     

5. Я и мои друзья помогаем друг другу.      

6. У моих друзей ко мне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7. Мои друзья любят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со мной.      

8. Мои друзья меня хорошо понимают.      

9. Моя семья меня не любит.      

10. Члены моей семьи помогают друг другу.      

11. Члены моей семьи меня хорошо понимают.      

12. Члены моей семьи делятся тем, что у них ес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13. Когда мне тяжело, члены моей семьи дают мне 

силы и мужество. 

     

14. Члены моей семьи прислушиваются к моим словам.      

15. Члены моей семьи считают меня важным человеком.      

16. У членов моей семь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о мне.      

17. Я в хороших отношениях с мои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18. Мое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мне много помогает.      

※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о Ваших отношениях с друзьями, семьей, учителями.  

Поставьте знак Ⅴ в месте, которое наиболее точно описывает Вашу ситуаци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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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прос 

Соверше

нно не 

подходит 

Нет Средн

е 

 

Подход

ит 

Очень 

Подходи

т 

1. Жители моего района друг другу помогают.      

2. Я много времени провожу с другими 

подростками из нашего района. 

     

3. Люди из нашего района стремятся быть 

ближе друг к другу. 

     

4. Люди из нашего района стараются 

развиваться вместе. 

     

5. Я чувствуют, что я принадлежу нашему району.      

6. Когда я хочу с кем-то поговорить, я ищу человека 

в своем районе. 

     

7. У подростков в нашем районе много 

возможностей высказать свое мнение. 

     

8. В нашем районе много возможностей 

встретить друзей. 

     

9. Я люблю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с ровесниками, 

которые живут в нашем районе. 

     

10. У нашего района много достоинст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19. Мне трудно заговорить с учителем.      

20. Мой учитель не считает мое настроение важным.      

21. Я нравлюсь своему преподавателю.      

22. У моего преподавателя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о мне.      

23. Когда мне больно или когда у меня что-то случается, 

м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беспокоится обо мне. 

     

24. М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ризнает меня важным человеком.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о место (районе), где я живу. Поставьте знак Ⅴ в месте,   

которое наиболее точно описывает Вашу ситуаци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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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В нашем районе есть множество мест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подростков.  

     

12. Я считаю наш район хорошим местом дя жизни.      

13. Я считаю, что жители нашего района могут 

изменить то, что еще не действует в районом 

сообществе, как следует. 

     

14. Я считаю, что если мы больше буде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жизни района, то многие проблемы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дростков) могут быть 

решены. 

     

15. Если жители нашего района объединяться, то мы 

сможем достичь желаемых целей. 

     

16. Если у нас есть шанс, то мы можем 

создать особенную группу в нашем районе. 

     

17. В нашем районе делятся опытом и интересами 

с молодым поколением (подростками). 

     

18. Наш район - это очень красивое место.      

19. В нашем районе много мест, где могут 

развлечься молодые люди (подростки). 

     

20. Люди из нашего района сотрудничают 

друг с другом. 

     

 

 

 

Вопрос 

Совершен

но не 

подходит 

не 

подхо

дит 

Сред

не 

 

Подход

ит 

Очень 

Подходит 

1. Люди стараются отдалиться от меня.      

2. Люди словами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не 

хотят со мной общаться. 

     

3. Я чувствую, что люди не хотят со мной 

общ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я иностранец(-ка). 

     

※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о стрессе, которые возникает из-за различий между культурой 

родителей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Поставьте знак Ⅴ в месте, которое наиболее точно 

описывает Ваше состояни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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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Люди не говорят это прямо, но они не 

хотят со мной дружить. 

     

5. Меня игнорируют, потому что мои 

родители иностранцы. 

     

6. Друзья меня обижают, потому что мои 

родители иностранцы. 

     

7. Люди неправильно оценивают мои 

культурные ценности. 

     

8. Я считаю, что мое положение в этом 

обществе низкое. 

     

9. Люди не согласны с тем, что я считаю 

важным. 

     

10. Я чувствую, что меня считают неумехой.      

11. Мне сложно дается учеба, из-за того, что 

я плохо знаю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2. Из-за того, что я плохо знаю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я испытываю стресс. 

     

13. Когда я говорю по-корейски, я очень 

волнуюсь. 

     

14. Мне трудно делать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из-

за того, что я плохо знаю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5. Я часто бываю один, потому что чувствую 

неудобство с людьми. 

     

16. Я не чувствую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месту, 

где нахожусь. 

     

17. Я чувствую, как я комплексу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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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Город       район  

улица 
Пол 

□ Мужской    

□ Женский 

Возраст ______________лет 
Страны 

рождения 
 

Рост           см Вес           кг 

Сколько лет Вы прожили в Корее (если не 

родились здесь) 

                  Лет              

мес.  

Родина 

иностранных  

 родителей 

Отец-иностранец ______________Прошлое гражданство ___________  

 Мать-иностранка______________Прошлое гражданство                       

* до пол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Вопросы о еде за последние 7 дней. 

Совсем 

не ел. 

1 -2 

раза/в 

неделю 

3 -4 

раза/в 

неделю 

5 -6 

раз/в 

неделю 

Более 

7 раз/ в 

неделю 

1. Как часто Вы едите свежие фрукты?      

2. Как часто Вы пьете газированные напитки?      

3. Как часто Вы едите жирную пищу (фаст-

фуд, жареные блюда и др.)? 

     

4.  Как часто Вы едите лапшу рамён?      

5. Как часто Вы едете печенье или другие сладости?      

6. Как часто Вы едете овощные салаты?      

7. Как часто Вы пьете молоко?      

 

1. Сколько раз за прошлую неделю вы интенсивно занимались спортом больше 60 минут? 

① не занимался(-лась)   ② 1 раз      ③ 2-3 раза    ④ 4-5 раз   ⑤  более 5 раз 

2. Сколько в среднем в день Вы смотрите телевизор? 

※ Далее общие вопросы. Заполните пропуски 

※Далее вопросы о питании и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Поставьте знак Ⅴ в месте, 

которое наиболее точно описывает Вашу ситуаци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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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не менее 1 часа        ② от 1 часа до 3 часов    ③ от 3 часов до 5 часов   

④ от 5 до 8 часов         ⑤ более 8 часов  

3. Сколько в среднем в сутки Вы используете интернет/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① не менее 1 часа       ② от 1 часа до 3 часов       ③ от 3 часов до 5 часов  

④ от 5 до 8 часов          ⑤ более 8 часов 

4. Сколько в среднем в день Вы спите? 

① не менее 5 часов        ② от 5 часов до 6 часов        ③ от 6 часов до 7 часов 

④ от 7 до 8 часов          ⑤ более 8 часов 

5. Есть ли у Вас опыт сексуальных связей? Если да, то сколько эпизодов? 

① нет      ② 1 раз      ③ 2-3 раза       ④ 4-5 раз        ⑤ более 5 раз 

6. Есть ли у Вас опыт школьного насилия (как жертвы, так и причинителя вреда)? 

Если да, то сколько эпизодов? 

① нет         ② 1 раз        ③ 2-3 раза        ④ 4-5 раз     ⑤ более 5 раз 

⑥ жертва      ⑦ причинитель вреда    ⑧ жертва и причинитель вреда 

7. Есть ли у Вас опыт распития спиртных напитков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Если да, то 

сколько эпизодов? 

① нет       ② 1 -2 раза         ③ 3-4 раза        ④ 5-6 раз       ⑤ более 7 раз 

8. Есть ли у Вас опыт курения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Если да, то сколько эпизодов? 

① нет       ② 1 -2 раза        ③ 3-4 раза      ④ 5-6 раз      ⑤ более 7 раз 

9. Удобно ли вам получать доступ к медицинск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при наличии 

заболеваний? 

① Нет                        ② Да 

10. Есть ли у Вас опыт получения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причине культурных различий 

или конфликтов? Если да, то сколько эпизодов? 

① нет       ② 1 -2 раза      ③ 3-4 раза        ④ 5-6 раз      ⑤ более 7 раз 

11. Каково финансовое состояние Вашей семьи? 

① не менее 20 миллионов вон             ② от 20 до 30 млн. вон                 

③ от 30 до 40 млн. вон   ④ от 40 до 50 млн. вон          ⑤ более 50 млн. вон 

12. Является ли работа моих родителей стабильной (семейный источник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① Нет                                ②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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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Каков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отца? 

① Ниже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② Средняя школа       ③ Старшая школа  

④ Университет                  ⑤ Магистратура 

14. Каков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матери? 

① Ниже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② Средняя школа        ③ Старшая школа  

④ Университет                    ⑤ Магистратура 

15. Каков состав Вашей семьи? 

① нуклеарная семья (мать, отец, ребенок)              ② неполная семья        

③ Дедушка, бабушка, ребенок                          ④ Повторный брак 

<На этом опрос завершен. Еще раз проверьте, что Вы ответили на все 

вопросы.> 

<Спасиб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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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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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pproximately 310,000 multicultural households in Korea, and the 

country is witnessing a shift in its population from traditional families consisting 

of a single ethnic group to members of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Unlike their traditional counterparts, multicultural families live in a dual cultural 

environment where foreign and Korean parents coexist within the same household. 

These families encounter language problems and discrimination due to differences 

in physical appearanc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rom parent-child conflict, 

alienation by peers, bullying, violence and school dropout. Being exposed to these 

potential problems,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 show higher distress 

than their native peers. Compared to native adolescents, they are more frequently 

exposed to stress and face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 their ow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systems, which may possibly threaten their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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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re is a lack of concrete discussion on policies basic in South Korea 

due to insufficient available data on the the well-being levels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well-being via a theoretical model of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by Dahlren-Whitehead (2006). The findings will help in developing a 

reference guide for practice and policymaking on ways to improve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roots. 

Data were collected from a convenience sample of 206 adolescents (aged 13-

18) who were selected from 16 general schools and 3 multicultural schools across 

8 large cities in South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5.0 

through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al coefficient,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odel fit of the hypothetical structural equation 

was checked by perform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The following effects were seen in the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economic status of their family (β = .275, p = .010) and the type of school 

they attended (β = .226, p = .010) had a direct effect on social support which, 

in turn, directly inflenced their acculturative stress (β = -.698, p = .010). 

Among family environment facto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conomic status 

(β = .190, p = .015) and school type (β = .201, p = .010) had a direct effect 

on their sense of community. Social support (β = 3.44, p < .001) and sense of 

community (β = .484, p = < .001) also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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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Meanwhile, family economic status (β = .211, p = .010) and type of 

school (β = .211, p = .010)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ir well-being, whereas 

the indirect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was not significant. Thus, factors that 

wielded a significant total effect on the their well-being turned out to be social 

support (β = .745, p = .010), sense of community (β = .215, p = .010), 

economic status of family (β = .246, p = .015), and type of school (β = .211, p 

= .010), while country of birth, health behavior, and acculturative stress were not 

significant in terms of total effect. Also, the goodness of fit of the structural model 

was overall good(Normed χ2 (CMIN/df) = 2.570, GFI = .778, RMSEA = .088, 

IFI = .869, CFI = .942, PNFI = .706), with these variables having an explanatory 

power of 50.3%.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not only the individual factors but also social and 

community network factors as well as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e the well-

being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study recommends that 

nursing interventions through various activities along with participation from not 

only families but also from the community and school is essential in improving 

their well-being. Maintaining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of these adolescents in crucial as it enables them to grow into healthy adults. 

 

 

Key Words: Cultural diversity, Adolescents, Well-bein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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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요 약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troduction 

There are approximately 310,000 multicultural households in South Korea, 

and the country is witnessing a shift in its population from traditional families 

consisting of a single ethnic group to members of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The sharp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calling for concrete policies and an environment that would 

embrace children of those families in education, culture, community and other 

areas, and helping them grow up healthy into a future member of our society is 

one of the vital tasks in the perspective of population quality (Kim, 2010) 

Unlike their traditional counterparts, multicultural families live in a dual 

cultural environment where foreign and Korean parents coexist within the same 

household, these family encounter language problems and discrimination due to 

different in physical appearanc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rom parent-child 

conflict, alienation by peers, bullying, violence, and school dropout (Park, Choi & 

Kim, 2013; Yu, & Kim, 2015; Lee, 2016). Being exposed to these potential 

problems,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show higher distress than 



 

 

182 

 

their native peers (Lim, & Park, 2014). Compared to native adolescents, they have 

more frequently exposed to stress and face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 their 

family, school and community systems, and which may possibly threaten their 

well-being. 

Well-being is useful when investigat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overall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tatus as well as their performance of social 

functions in the context of the environment they belong to, and any sign of 

worsening well-being should be detected in early stage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becoming the vulnerable (Belhadj Kouider et al., 2014). According to Dodge 

et al. (2012), when individual face a challenge, they utilize resources they possess 

and strike a balance in life, thereby reaching a status of well-being (Dodge et al., 

2012). If such balance is lost, it is expressed through inter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sleep disorder as well as external behavior that causes 

oppositional defiance disorder or delinquency (Kim et al., 2003). A longitudinal 

study conducted in Canada found that immigrants in the early settlement period 

were in a sound state of well-being, but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tend to 

be in lower levels of well-being (Kwak, 2016). Also, teenagers who immigrated 

to a host country we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socioeconomic hardships, and 

those who were in a lower social status or had more economic difficulties 

presented lower well-being (Runarsdottir & Vilhjalmsson, 2015). Studies on 

immigrant adolescents conducted overseas examined their well-being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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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dicator in order to find a solution and offer proper policy measur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concrete discussion on policies in South Korea due to 

insufficient available data on the well-being levels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 such, there is a need of a study that looks into which 

factors affect well-being of those adolescents.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H) are defined a broad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individual health outcomes by 

Dahlgren and Whitehead (2006), an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8) 

as “the conditions in which people are born, grow, live, work, and age”, “these 

conditions or circumstances are shaped by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by the 

distribution of money, power, and resources at worldwide,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affected by policy choices at each of these levels”. The health of 

adolescents is strongly affected by peer, family, community and nation, that is, 

social influence (Viner et al., 2012), and health and health behaviors are very 

consist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Viner et al., 2012). According to the 

study in United States,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 account for about 75% of 

the health outcomes (Dignan, 2001) and, if not solving the causes of inequalities 

about racial or ethnic groups, low income, education, the health disparity will be 

worsening, increasing the incidence of illiness, and the burden of medical costs 

(Woolf & Braveman, 2011). Based on the model of Dahlgren and Whitehead 

(2006),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hat affect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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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ulticultural family classified into individual factors, social and community 

network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mong SDH levels, individual factors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sychological conflicts such as acculturative stress, low self-

esteem, and depression due to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life (Deng, 

Kim, Vaughan, & Li, 2010; Juang, Syed, & Cookston, 2012; Park, 2009). 

Compared to native peers,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d low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igh risk of problem behaviors such as internet 

addiction, sexual intercourse, smoking, alcohol, and substance abuse (Kim, 2016). 

Social and community network factors in SDH levels are crucial factors 

influencing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includes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For adolescents, peer support, 

family support and teacher support are the most important types of social support, 

and the more support they get from their peers, the more positive results they 

experience in terms of adjustment to school and self-esteem (Hwang & Park, 

2010).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et relatively less family support 

than native peers (Byun & Kim, 2012), and teacher support can make a difference 

in how easily multicultural adolescents adjust to school (Beak, Kim, & Jeong, 

2014).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are closely linked to each other as one’s 

level of well-being can be determined by how much assistance they earns from 

peers, family and teachers (Chu, Saucier, & Hafner, 2010). In this sens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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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check well-being level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ending on 

social support they get so that we can understand their strength and weakness in 

terms of obtaining support from peers, family and teachers, and look into why they 

cannot have enough support from specific support systems. 

Sense of community is known to a significant factor on SDH and which 

includ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idence-related factor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engagement and attitude (Kim & Kim, 1998). 

There is no other study related to SOC in South Korea, it is need to the specific 

SOC affects the well-being of multicultural family among adolescents.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SDH includes the family environment and type 

of school they attended, it is impact on the health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according to the cultural backgound of foreign parents (Ju, Park, & Lee, 

2017), and the unstable family structure (Yoo, & Kim, 2015). 

What’s worth noting about living areas is that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can discover their social identity and develop it in a positive direction by 

forming a relationship with neighbors, school, peers or any adult who can make an 

important impact on their life (Cicognani, Zani, & Albanesi, 2008). Although no 

research has been done domestically to see how those immigrant areas are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it is regarded as local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affects well-be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arranting a study on 

thi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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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Factors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Social and Community 

Networks 

Environment Conditions 

Well-being 

-Grade(Age) 

-Sex 

-Ethnic Background 

-Health Behavior 

-Eating Habits 

-Health Care Service or 

Counselling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Parent’s Education 

-Parent’s Employment 

-Economic Status 

-Type of Family Structure 

-Type of School 

-Living area 

Figure 1. A conceptual framework for well-being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General Socioeconom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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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m it all up, well-being is less about a specific disease, but can be seen 

as results of a complex mutual relationship formed by individual, family, 

community and social factors (Helliwell & Putnam, 2004; Kern, Waters, Adler, & 

White, 2015) As such, if one loses balance keep close ties with the factors, or is 

put under a more vulnerable situation while growing up, it could affect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entire life (Kim et al., 2003). 

Nevertheless, there is almost no baseline data in South Korea that show the statu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terms of well-being, leading to lack of 

detailed discussion on their well-being. In this respec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well-being via a theoretical model of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by Dahlren-Whitehead (2006) (Figure 1). The 

findings will help in developing a reference guide for practice and policy making 

on ways to improve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roots.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well-being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reby developing and testing a model which explains 

well-being of those adolescents. The following are the specific objectives it 

attempts to accomplish. 

1) To examine degree of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how factors of well-being are related to each other 

2) To establish a model that can explain well-being of such adolesc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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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its goodness-of-fit 

3) To confirm direct effect among factors affecting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investigate direct, mediating and indirect effect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on well-being 

 

Methods 

Study Design 

This is a modelling study designed to develop a hypothetical model of SDH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o explain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verify its goodness-of-fit by collecting and examining relevant data. 

Participants and Data Collection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study are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currently living in South Korea, and its accessible population were selected by a 

convenience sampling from 16 regular and 3 alternative schools that have enrolled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gional 

levels. The participation selection criteria included 1) teenagers aged 13 to 18; 2)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s defined by Korea’s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s well as youth of those families who moved to Korea in the middle; 

and 3) those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However, the exclusion criteria were determined as 1) those who entered the 

country as refugee; 2) adolescents who have a severe disorder or a proble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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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physical or mental health; and 3) North Korean defectors as some 

previous research suggest they could suffe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process of entering Korea (Kim et al., 2015; Baek, Gil, Yoon, & Lee, 2007). As 

for sample size, this study originally targeted 180 samples based on several 

grounds that a structural equation typically takes samples of more than 10-20 

times for each measurement variable (Mitchell, 1993); at least 100-150 samples 

are required according to maximum likelihood, one of the most common estimation 

methods (Hair Jr, 2006); but around 200 samples are appropriate in general. 

However, targeting 180 samples in this study, it ultimately determined the sample 

size of 198-216 by taking into account a 10-20 percent of invalid answers. 

Ethical Considerations 

An approval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at Y University Hospital (Y-2018-

0132) was obtained prior to this study,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after a 

preliminary survey. As the participants were aged 13 to 18, consent of their legal 

guardians as well as themselves was secured in advance. The adolescents were 

informed that they could freely decide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upon getting consent from their parents and could change or suspend the decision 

at any time of the study if they wished to withdraw themselves from it. There was 

no disadvantage for the withdrawal, and no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is 

study was collected. The participants were told that the data on them which would 

be collected from the survey shall be used for the research purpose on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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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response to the survey as well as all the other information about them would 

be kept in secret. Also, it was notified that their phone numbers, via which an 

online coupon would be sent, would be collected anonymously and be deleted after 

the coupon was sent. Finally, the participants were told that each of the survey 

forms they submitted would be given a unique identifying number and coded, and 

be kept in a secured place so that no one else could access them. 

Research Instruments 

In order to collected data, this study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a total of 114 items - 23 items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well-

being, 40 items on individual factors as categorized by a conceptual framework (6 

on general characteristics, 17 on health behavior and 17 on acculturative stress), 

44 items on social and community network factors (24 on social support and 20 

on sense of community), and 7 items on environmental factors (6 on family, 1 on 

type of school). 

Well-being 

The participants ’  well-being was examined using a instrument that 

measures a total of 8 areas – 5 subcategories of well-being as defined by 

Seligman (2011), that is positive emotion, engagement, relationships, meaning and 

accomplishment and 3 additional areas of negative emotion, loneliness and 

physical health added by Butler & Kern (2016). In fact, the effectiveness of the 

PERMA-Profiler has been proven by a large-scale verification test conduct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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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6 people including both minors (younger than 18) and adults. It consists of 

23 items – 3 on positive emotion, 3 on engagement, 3 on relationships, 3 on 

meaning, 3 on accomplishment, 3 on negative emotion, 3 on physical health, 1 on 

loneliness and 1 on happiness. It’s on a 11-point scale from 0 ‘Not at all’ to 

10 ‘Completely’ (Butler & Kern, 2016). Higher points are seen as greater 

level of well-being. While Cronbach’s α was .88 when the instrument was 

developed, that in this study was .92. 

Individual Factors 

Acculturative stress 

The participants’ acculturative stress was measured using a modified and 

supplemented version of Lee (1995) ’ s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 This tool was originally developed by Sandhu & 

Asrabadi (1994), and Lee (1995) translated 36 items of the scale in Korean to 

use it for foreigners studying in Korea. Again, in order to develop a instrument 

for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some of the items were removed, revised 

or supplemented to extract 17 items ultimately, which can be divided to 3 subareas 

– perceived discrimination, Korean skills and sense alienation. The instrument is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The total scores can range from 17 to 85, and recording higher points means being 

under more acculturative stress. As for Cronbach’s α, it was .96, .83 and .85 

for each subarea, and .93 as a whole at the time of the development, wherea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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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as .93 for perceived discrimination, .92 for Korean skills and .83 

for sense of alienation, and .95 for the entire tool. 

Health behavior 

Based on the Youth Health Behavior Web-based Survey in South Korea, a total 

of 17 items were given for health behavior, which were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y, time of watching TV, time of using the Internet,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how many times),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f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whether they had encountered any difficulty when 

using healthcare services and whether they had requested advice from a 

professional counselor when faced with a cultural conflict. Firstly, items on eating 

habits asked about what kind of food they had consumed for the previous 7 days, 

and the respondents could choose from ‘none’ , ‘1-2 times/w’ , ‘3-4 

times/w’ , ‘5-6 times/w’ , or ‘7 times or more/w’ . These are the 7 

questions that were given to the participants; ‘how often did you have fresh 

fruit?’; ‘how often did you drink soda?’; ‘how often did you have greasy food 

(e.g. fast food, fried food)?; ‘ how often did you have ramen or cup noodles?’; 

‘ how often did you have snacks?’; ‘how often did you have vegetables during 

meals?’; and ‘how often did you drink milk?’ To the question on physical 

activity, ‘how many days did you do a workout for 60 minutes or longer that 

made you out of breath in the previous 7 days?’, the respondents could select an 

answer among ‘none’, ‘one time’, ‘2-3 times’, ‘4-5 times’ and ‘fiv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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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ore’. As for watching TV, using the Internet or a cell phone, and sleeping, 

the items asked about how many hours on average they spent a day doing so. The 

rest items were about whether they had had a sexual intercourse before and, if 

they had, how many times; whether they had been involved in school violence and, 

if they had, whether they were the assailant, the victim or both; whether they had 

had alcohol and, if they had, how many times as well as whether they had smoked 

and, if they had, how many times in the previous 12 months; whether they were 

able to easily access healthcare services; and whether they had sought 

professional counseling due to cultural difference and conflic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6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 grade, sex, height, weight, country of birth and, in case of those who 

moved to Korea after being born overseas, how long they had stayed in Korea. 

Social and Community Factors 

Social support 

To measure the participants’ social support, this study used a instrument Han, 

(1993) developed by referring to various scales from Dubow & Ulman (1989)’s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 and Scale of Available Behavior (SAB) for 

children, Cohen & Hoberman (1983)’s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 Lemper et al. (1998) ’ s Parenting Questionnaire (PQ) to other 

instruments developed by Kim (1995), Seong (1993) and Han (1993).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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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instrument consists of 24 items, or 8 items each in 3 subareas of family 

support, peer support and teacher support. The items are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and scoring higher 

total points is interpreted as having greater social support. When the instrument 

was developed, Cronbach’s α for the instrument as a whole was .91, while that 

for each subdomains- peer support, family support, and teacher support 

was .87, .88 and .83, respectively. In this study, the figure stood at .89, .90, 

and .85 for the same subdomains, and the entire Cronbach’s α was .92. 

Sense of community 

Having sense of community refers to feeling sense of belonging and sharing 

interest and issues about each other as a community member, thereby being 

satisfied with their community. The Sense of Community Scale for Adolescents 

(SOC-A) developed by Cicognani & Albanesi (2008) to examine such sense 

comprises 36 items, which are divided to 5 subdomains -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with peers, sense of belonging 

and opportunity for involvement (Cicognani et al., 2008). In this study, however, 

a contracted version of the scale (Chiessi et al., 2010) was used. This scale is 

made up of 20 items which are rated from 0 (Strongly disagree) to 4 (Strongly 

agree), and scoring higher points is interpreted as having greater sense of 

community. While Cronbach’s α of this scale were .82, .90, .81, .85 and .71 for 

each subdomain and .88 as a whole at the time of development, those measured 



 

 

195 

 

in this study were .84, .85, .80, .81 and .90 for subdomains and .95 for the entire 

scale. 

Environmental Factors 

There were 6 items in total about environmental factors, some of which were 

about family environment such as employment status (regular or non-regular) of 

the breadwinning parent, 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 type of family structure 

and ethnic background of parents, while the rest asked about type of school 

(general or multicultural alternative) they were attending. 

 

Data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5.0.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factors of the participati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grade, sex, country of birth, eating habit, health behavior 

and acculturative stress), social and community network factors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and environmental factors (economic status and school 

type) were tested by independent t-test and ANOVA. In case of adolescents who 

entered the country in the middle, how long they resided in Korea,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as well as their sense of community were analyzed b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validity of the structural equation was checked by perform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normality of major variables was tested for by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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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and multicollinearity among variables 

were examined by coefficient, tolerance and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In 

order to evaluate the fit of the model on factors affecting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oretical framework analysis an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s, absolute, 

relative and parsimonious fit indices were examined. Also, after identifying factors 

of the adolescents’ well-being,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ose factors 

were analyzed again based on the proven model. 

 

Resul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grade, living area, average time of using 

cell phone and internet per day, sleeping time,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f alcohol drinking and experience of 

smoking (Table 1). Concerning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scored higher points 

for well-being than high school students (t = 2.14, p = .003). When it comes to 

living area,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Gangwon province 

presented the highest points for well-being, and the participants living in Incheon, 

Gangwon and Chungna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ell-being from their 

counterpart in Chungbuk (F = 5.69, p < .001). On difference in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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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how long they used their cell phone or the Internet per day, 

participants who spent 1-3 hours on their cell phone or on the Internet exhibited 

greater well-being than those who used them for 8 hours or more (F = 3.71, p 

= .03). As for well-being and sleeping time, adolescents who slept for 8 hours or 

more marked higher scores than those who slept for less than 5 hours at night (F 

= 2.75, p = .029). Also, higher level of well-being was observed among 

participants who had not had a sexual intercourse than those who had (t = 2.21, 

p = .028), those who had no prior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than those who 

had involved in it (t = 2.63, p = .009), and those who had not tried drinking alcohol 

than those who had (t = 2.70, p = .007). Finally, as far as difference in well-

being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participants who had not smoked before 

showed higher well-being than those who had (t = 5.24, p < .001). 

Table 1. Differences in Well-being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6) 

Characteristic Category n  
Well-being 

M ± SD t or F (p) 

Sex Male 96 152.43±30.63 .56(.152) 

 Female 110 149.85±34.96  

Grade Middle school 126 154.94±33.60 2.14(.033) 

 High school 80 144.93±31.16  

BMI(kg/m2)† Low 103 155.27±30.34 1.69(.186) 

 Normal 86 146.73±35.71  

 High 17 151.05±32.96  

Country of birth Domestic 94 155.45±35.03 1.76(.079) 

 International 112 147.36±30.79  

Country before entering Domestic 94 155.45±35.03 1.05(.378) 

Korea NA 52 145.44±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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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29 149.41±29.34  

 Russia 29 147.27±27.63  

 Other 2 169.00±7.07  

Living area† 

 

Seoula 31 148.09±31.85 5.69(<.001) 

Gyeonggib 26 141.88±34.98  c, d, f>e 

 Incheonc 21 161.61±32.19  

 Gangwond 35 164.26±23.33  

 Chungbuke 26 123.80±27.86  

 Chungnamf 52 159.61±32.53  

 Gyeongbukg 9 156.22±33.73  

 Jeonnamh 6 128.33±22.91  

Physical activity None 50 145.10±33.31 1.22(.30) 

(times/week) ≤ 1 44 147.84±29.87  

 ≥ 2-3 62 153.08±32.61  

 ≥ 4-5 25 153.24±36.78  

 > 5 25 161.24±33.76  

Time of watching  None 4 166.50±11.78 1.53(.18) 

TV(hour/day) ≤ 1 121 150.39±35.07  

 ≥ 1-3 58 155.41±27.05  

 ≥ 3-5 11 154.45±38.87  

 ≥ 5-8 9 136.77±34.61  

 >  8 3 111.33±6.65  

Time of using cell phone  > 1a 8 132.00±30.29 3.71(.006) 

& internet(hour/day)† ≥ 1-3b 57 159.28±36.31 b>e 

 ≥ 3-5c 72 155.11±28.33  

 ≥ 5-8d 43 146.46±30.03  

 > 8e 26 135.26±35.81  

Sleep time(hour/day)‡ <  5a 12 126.50±34.70 2.75(.029) 

 ≥ 5-6b 36 145.44±29.57   a<e 

 ≥ 6-7c 73 154.64±30.74  

 ≥ 7-8d 44 149.61±34.12  

 > 8e 41 158.34±35.06  

Experience of sexual No 199 152.00±32.98 2.21 

intercourse  Yes 7 124.14±18.73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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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school No 180 153.32±32.02 2.63 

Violence Yes 26 135.34±35.66 (.009) 

Experience of alcohol No 171 153.83±32.49 2.70 

Drinking Yes 35 137.51±32.32 (.007) 

Experience of smoking No 197 152.42±32.90 5.24 

 Yes 9 121.22±16.39 (<.001) 

Barriers to access health  No 141 153.81±33.21 -1.77 

care services Yes 65 145.07±31.84 (.077) 

Consult to cultural  No 187 151.88±33.20 1.12 

Problem Yes 19 142.94±30.13 (.261) 
†Scheffe test  ‡Bonferroni test 

 

Difference in Well-being according to Individual Factor of Eating Habits 

When it comes to well-be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eating habi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how often they had 

fresh fruit, instant ramen or cup noodles or vegetables per meal for the previous 

7 days (Table 2). More specifically, adolescents who had fresh fruit 3-4 times 

per week marked higher points for wellbeing than those who had it for 1-2 times 

per week (F = 4.83, p = .001). When it comes to difference made by how often 

they had instant ramen and cup noodles, participants who never had them at all 

exhibited more wellbeing than those who ate them 7 or more times per week, 

while those who had them 1-2 times per week recorded greater wellbeing than 

those who had them 3-4 times or 7 or more times every week (F = 2.44, p 

= .048). Finally,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had vegetables during a meal 5-6 

times per week presented higher points for wellbeing than those who ate none at 

all (F = 3.65, p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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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Well-being according to Eating Habits of Individual factor (N=206) 

Characteristic Category n  
Well-being 

M ± SD t or F (p) 

How often did you have  Nonea 8 127.62±45.13 4.83(.001) 

fresh fruit? (times/week)† 1-2b 63 139.34±29.06 c>b 

 3-4c 70 158.40±32.91  

 5-6d 37 156.10±30.93  

 >7e 28 159.07±31.82  

How often did you drink  None 28 142.46±37.70 1.52(.197) 

soda (coke, sprite)? 1-2 94 155.81±30.27  

(times/week) 3-4 61 149.85±33.10  

 5-6 9 135.22±22.79  

 >7 14 151.71±41.76  

How often did you have  None 14 146.57±27.17 2.11(.080) 

greasy food? (times/week) 1-2 114 155.58±31.99  

 

 

3-4 53 149.81±34.23  

5-6 14 138.57±29.91  

 >7 11 131.72±39.91  

How often did you have  Nonea 13 160.30±37.68 2.44(.048) 

instant ramen? (times/week)‡ 1-2b 117 155.11±32.30 a>e 

 3-4c 52 143.09±32.33  b>c, e 

 5-6d 16 150.87±29.06  

 >7e 8 128.75±34.50  

How often did you have  None 17 143.88±40.85 1.28(.279) 

snacks or chips? (times/week) 1-2 77 153.57±34.46  

 3-4 72 152.18±30.69  

 5-6 26 154.11±28.36  

 >7 14 134.50±31.91  

How often did you have  Nonea 13 130.84±39.28 3.65(.007) 

vegetables per meal? 1-2b 38 144.60±34.70 a<d 

(times/week)† 3-4c 81 148.87±30.52  

 5-6d 48 163.60±25.15  

 >7e 26 154.2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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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often did you drink  None 24 148.66±34.82 .63(.636) 

milk? (times/week) 1-2 42 147.19±34.03  

 3-4 43 147.48±27.59  

 5-6 45 155.60±32.08  

 >7 52 154.30±36.32  
†Scheffe test, ‡LSD test 

 

Difference in Well-being according to Environment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that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ell-being were 

household income, type of family structure and type of school (Table 3). 

First of all,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o earned 40-50 million won 

per year showed higher well-being than those with 20-30 million won of annual 

household income (F = 3.72, p = .003). Next, about well-being according to 

family type, participants of the traditional type of families marked more points 

than those who were living with a single parent or grandparent(s) (F = 3.83, p 

= .011). Finally, as for school type,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went to a 

general school presented greater sense of well-being than those attending a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t = -3.91, p < .001). 

Table 3. Differences in Well-being according to Family, School and Environmental Factors(N=206) 

Characteristic Category n  
Well-being 

M ± SD t or F (p) 

Fathe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11 143.90±46.91 1.40 

 Middle school 28 153.39±35.71 (.222) 

 High school 82 156.59±30.38  

 Undergraduate 64 148.68±32.38  

 Graduate 8 136.62±22.14  

 Unknown 13 137.69±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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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9 138.77±42.22 1.48 

 Middle school 35 143.54±36.32 (.197) 

 High school 74 155.55±31.26  

 Undergraduate 74 153.75±31.52  

 Graduate 5 149.80±22.84  

 Unknown 9 134.11±34.82  

Father’s country of born Korean 137 153.52±31.97 1.58 

 NA 27 155.03±33.05 (.165) 

 SA 8 134.75±37.50  

 Russia 16 133.87±22.22  

 Others 3 158.00±41.32  

 Unknown 15 147.00±43.23  

Mother’s country of born Korean 18 144.50±36.61 1.14 

 NA 78 149.39±34.40 (.337) 

 SA 62 152.69±30.67  

 Russia 25 146.08±29.50  

 Unknown 23 162.82±34.10  

Parent’s regular worker 

 

No 49 143.14±35.59 -1.93 

Yes 157 153.52±31.81 (.054) 

House income  ≤ 20a 51 138.17±34.04 3.72 

(annual/million won) 20-30b 42 151.35±31.11 (.003) 

 30-40c 31 155.03±33.59 a<d 

 40-50d 17 173.58±33.72  

 ≥ 50e 27 158.07±30.52  

 Unknown 38 149.71±28.39  

Type of family structure‡ Traditionala 145 154.93±30.96 3.83(.011) 

 Single parentb 27 139.25±36.38 a > b, c 

 Grand parentc 4 113.00±38.68  

 Stepfamiliesd 30 148.00±34.10  

Type of school General  156 156.36±31.99 -3.91 

 Multicultural 56 136.83±31.53 (<.001) 
†Scheffe test, ‡L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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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between Major Variables 

Correlations between major variable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Table 4).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r = 674, p < .001), and their sense of community and well-

being were also positively related to each other (r = .444, p <. 001). Meanwhile, 

the adolescents’ well-being was in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cculturative 

stress (r = -.507, p < .001). It was found that acculturative str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r = -.522, p < .001), as well as with sense of 

community (r = -.317, p = .001). In cas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moved 

to Korea in the middle, how long they had been staying in Korea was in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sense of community (r = .192, p = .047), and also with 

social support (r = .192, p = .047). Finally,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r = .445, p 

< .001).  

Table 4. Correl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N=206) 

Variable 
  1           

r (p) 

  2                      

r (p) 

  3    

r (p) 

  4    

r (p) 

  5    

r (p) 

1. Period residency in Korea† 1     

2. Social support 
.197 

(.042) 
1    

3. Sense of community 
.192 

(.047) 

.445 

(<.001) 
1   

4. Acculturative stress 
-.175 

(.072) 

-.522 

(<.001) 

-.317 

(.001) 
1  

5. Well-being 
.016 

(.871) 

.674 

(<.001) 

.444 

(<.001) 

-.507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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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Effect of the Hypothetical Model 

The hypothetical model developed by this study was analyzed by examining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using bootstrapping,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presented in Table 5 and Figure 2. For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economic status of their family (β = .275, p = .010) and the type of school they 

went to (β = .226, p = .010) made direct effect on social support which, in turn, 

directly affected their acculturative stress (β = -.698, p = .010). Among family 

environment facto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conomic status (β = .190, p 

= .015) and school type (β = .201, p = .010) had a direct effect on their sense 

of community.  

Social support (β = 3.44, p < .001) and sense of community (β = .484, p = 

< .001) also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ose adolescents’ well-being.  

Meanwhile, family economic status (β = .211, p = .010) and type of school 

(β = .211, p = .010) had an indirect effect on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ereas the indirect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was not 

significant enough.  

Factors that wielded a significant total effect on the adolescents’ well-being 

turned out to be social support (β = .745, p = .010), sense of community (β 

= .215, p = .010), economic status of family (β = .246, p = .015) and type of 

school (β = .211, p = .010), while country of birth, health behavior and 

acculturative stress were not significant in terms of tot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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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Perceived discrimination, X2: Korean language skill, X3: Feel isolated, X4: Peer support, X5: Family support, X6: Teacher support, X7: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in the community, X8: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with peers, X9: Satisfaction of needs and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X10: Opportunities for influence, X11: 

Sense of belonging, Y1: Positive emotion, Y2: Negative emotion, Y3: Engagement, Y4: Relationships, Y5: Accomplishment, Y6: Meaning, Y7: Health, Y8: Loneliness, Y9: 

Happiness 

 

Figure 2.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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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Acculturative Social support -.698(.006)  -.698(.006) 

Stress Sense of community -.075(.246)  -.075(.246) 

 Economic state - -.206(.018) -.206(.018) 

 Type of school - -.173(.011) -.173(.011) 

Social support Economic state .275(.014)  .275(.014) 

 Type of school .226(.007)  .226(.007) 

Sense of community Economic state .190(.023)  .190(.023) 

 Type of school .201(.007)  .201(.007) 

Well-being Native country .068(.455)  .068(.455) 

 Health behavior .224(.185)  .224(.185) 

 Acculturative stress .067(.427)  .067(.427) 

 Social support .792(.005) -.047(.457) .745(.002) 

 Sense of community .220(.019) -.005(.341) .215(.019) 

 Economic state - .246(.010) .246(.010) 

 Type of school - .211(.007) .211(.007) 

 

Discussion 

This study analyzed a path to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eveloped by Dalhgren-Whitehead 

(2006). The well-being model established in this study comprised of exogenous 

variables, such as country of birth, health behavior,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economic status and school type, as well as 

endogenous variables, including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en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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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and wellbeing. As a result, social and community network factors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and environmental factors (economic status, 

type of school)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dolescents’ well-being, and 

the following can be discussed on each of the factors. 

Social support, a social and community network factor, had significant direct 

and total effects on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but its 

indirect effect was not significant enough. Social support refers to the use of 

support systems related to individuals who can act as a buffer against 

psychological stress and is related to positive emotions, self-worth, and well-

being (Chu et al., 2010). Baek (2014) found similar results about social support 

for such adolescents, which was significantly less than for adolescents of native 

families. Adolescence, in particular, is a period when teenagers expand and 

increase social support through relations with friends, but multicultural 

adolescents are passive and have difficulty in making a friend, compared to native 

adolescents (Baek, 2014). In terms of family support, if parents of foreign 

backgrounds are not fluent in Korean, they cannot give full support for child 

upbringing due to exclusion of information shared in family relationships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im & Yoo, 2018) As children get older, they need 

to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to address or satisfy many issues such as 

career decision and studies. Therefore, support such as college students, 

community service centers and counseling serves should be provid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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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s they have an inadequate support system. 

What has also noting ab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marked lower points for teacher support than for peer 

support or family support. Teachers support is a key resource for adolescents’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Suldo et al., 2009), and is strongly related to 

their life satisfaction (Suldo & Shaffer, 2008). Hence, devoted teachers must be 

in place to enhance multicultural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

being through more support, and a qualitative evaluation on the adolescents and 

the teachers must be performed in a regular basis for systematic management. In 

addition, there must be a governmental support system where families could 

receive health education and information on problematic behavior through 

coordination with school nurses as well as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community 

agencies. This way, they would be able to make sure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can get enough social support and keep expanding it. 

Sense of commun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direct and total effects 

on their wellbeing, but its indirect effect was not significant. During adolescence, 

teenagers acquire a social understanding of the external world and form 

psychosocial bonds, and having a positive feeling about the community they are 

living in is one of the vital developmental tasks (Chung & Lim, 2014). Sense of 

community is known to protect psychological wellbeing (Kitchen et al., 2015), and 

feeling a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munity lowers depression, improves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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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th and facilitate emotional attachment to others (Krause, 2011). Since there 

is no other domestic study that used the same instrument to examine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it is difficult to draw a direct comparison, but native 

adolescents in Europe examined by the same instrument and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had a similar level of sense of community (Chiessi 

et al., 2010). Sense of community is divided into subdomains of satisfaction of 

needs and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with 

peers,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in the community, sense of belonging, 

opportunities for influence, among which native adolescents in Europe had more 

opportunity to be involved in community than Korean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Chiessi et al., 2010). The higher points European adolescents recorded 

for involvement opportunity may be attributable regional differences as well as 

the fact that European countries give their people more chances to participate 

politically and offer a lot of programs for adolescents’ social involvement.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community particip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establishing psychological,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and young people 

who feel greater sense of community tend to have higher level of well-being 

(Chiessi et al., 2010), which is in line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Moreo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rresponds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that having a sense 

of belonging to community is an emotional experience of individuals feeling 

integrated as part of an environment or a system, which should be appli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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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services (Hagerty et al., 1992), and immigrants who felt stronger sense 

of belonging to their community presented higher level of emotional well-being 

(Salami et al., 2017). The results suggested by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as 

well as the results proved by the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indicate sense 

of community is a vital element that community should stress to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well-being. To promote a sound 

sense of community among the adolescents, more opportunities for community 

involvement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y can display their abilities as a member 

of our society. Meanwhile, multicultural associations or relevant community 

centers are running programs that separate multicultural families or their children 

from other native families. As this may constrain them in the boundaries of 

multicultural family and reduce opportunities for them to be involved in community 

events, there should be programs where multicultural adolescents can participate 

or cooperate with those from host families (Kim & Yoo, 2009). Such programs 

could help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naturally integrate into our society, 

which is very important for them to establish a sound well-being. 

Meanwhile, another environmental factor, parents’ economic status had both 

indirect and total effects on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corresponding to the finding of previous research that socioeconomic indice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adolescents’ well-being or subjective happiness 

(Yu, & Lee, 2013, Lee, Kim, & Kim, 2013). In this study, participants whos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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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income amounted to 40-50 million won marked higher points for well-

being than those with a yearly household income of 20 million won. Unlike 

previous research, some of the recent stud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look at not 

multiculturalism itself, but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ies (Yang, & Kim, 

2017). In other words, they suggest we narrow our focus from the entire 

multicultural families to those who live below the level of subsistence, marriage 

migrants who have low educational level or low income, or families who are 

socioeconomic vulnerable group since they have just come to Korea. Since such 

families have difficulty in providing healthcare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ir 

children (Kim, 2010), specific assistance measures based on community help 

system, including mentoring services, education and cultural benefits, must be 

targeted at adolescents from vulnerable population groups. 

Among environmental factors, school type had indirect and total effects on 

well-be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participants who went to a general 

school showed a higher degree of well-being than those who were attending a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It is probably because the adolescents at a general 

school received the same comprehensive education as native students, which 

helped them get absorbed into Korean society fast and assimilate with the 

mainstream culture, feeling more stable in terms of career, school work as well 

a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Nevertheless, when percentag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t each type of school by country of birth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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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those who were born in domestic were more likely to attend a general 

school while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s had a higher percentage of 

adolescents who moved to Korea in the middle. In other words, immigrant 

adolescents had to overcome various environmental difficulties, such as language 

barrier, adaptation to a newly formed family and adjustment to Korean culture, 

which made them have lower level of well-being than those who were born in 

domestic. While multicultural adolescents born in Korea live with nearly the same 

factors affecting their school life or adaptation as native adolescents, adolescents 

who moved to Korea in the middle or children of foreign families face a very 

different environment, compared with domestically born multicultural adolescents 

(Yang, & Kim, 2017). It means there should be intensive measures to boost well-

being of adolescents who were born overseas and entered the country. Also, as 

multicultural preliminary school, multiculturalism-centered school and 

multicultural alternative school, which are run by general school, are focused on 

language and educational course of multicultural students, it might be a good idea 

to build specialized personnel who would be in charge of improving the students’ 

well-being. 

This study found acculturative stress was not significant in terms of its 

indirect and total effects on well-be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Acculturative 

stress is an important concept for immigrants and represents the stress 

experienced in transitioning from a native culture to a new culture (Berr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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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under less than average acculturative 

stress, which is similar to what Kim, & Kim, (2016) found in their study. However,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were born overseas 

and moved to Korea afterwards suffered relatively more acculturative stress than 

those who were born in Korea. Also, it was found that immigrant adolescents 

examined by Kwon (2016) felt greater acculturative stress than multicultural 

students born in Korea examined by this study.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nd this study suggest adolescents who were born in a foreign country and then 

entered Korea tend to experience more acculturative stress than those who were 

born in Korea. Some of the recent studies conducted on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from 2011 to 2016 claim acculturative stress does not apply 

to people born in Korea (Yang, & Kim, 2017) which explains why participants in 

this study who were born in Korea showed low degree of acculturative stress. 

However, adolescents presented different results in acculturation type and self-

esteem, depending on whether their parent of foreign backgrounds was from an 

advanced nation or an underdeveloped nation, which is categorized as developing 

country (Lee, & Kang, 2011). In other words, even if they were born in Korea, 

they can have totally different outcomes according to their parents’native 

country. In this study, too, adolescents classified as other groups showed different 

levels of well-being according to acculturative stress, so future studies must 

analyze difference in well-being by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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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eld of nursing, there has been no study that included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tability in the concept of well-being. Therefore, this 

study offered a new conceptual framework about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t has a practical meaning, too, in that it identified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well-being, thereby offering a availuable sufficient data that 

can serve as a guideline for a well-being management program that schools or 

communities can implement for them. As the roadmap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s still focused on marriage migrant women, there are not enough policy 

measures for children and youth in those families. Although they are expected to 

make rapid growth soon, existing agenda are mostly designed to address very 

limited issues they face such as career, bilingualism and learning, and none of 

them provide genuine protection or promote positive development for those who 

are undergoing such a sensitive period of adolescence. In this res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useful data to create an environment and 

policy measures that w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of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help them pursue higher levels of well-

being through practical measures.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troduction of multicultural support and policy programs 

that could eliminate health inequality and gap of the important members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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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level of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s affected by their social, community network, and 

environmental factors beyond just individual factors, as well as what exactly 

influences their well-being. The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model shows that, 

among many exogenous variables,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had 

both direct and total effects while economic state and type of school presented 

significant indirect and total effects, supporting 8 hypotheses, which proves the 

goodness-of-fit of the structural model.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 nursing intervention using various activities and 

engagement programs which involve not just the families, but also community and 

school can help improve well-being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is highly crucial for them to maintai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and to grow into a healthy adult. Yet, one of the variables adopted into the study 

model, health behavior, was modified to suit the questionnaire of the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Youth Health Behavior Web-based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mbining multiple items on 

eating habit, how long they use cell phone and internet, how often they smoke and 

drink alcohol and commit school violence into a single category of health behavior 

cannot rule out a possible error of measurement.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reverify the structural model by using a proven health behavior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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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while the data were collected via a convenience sampling, the 

participants were selected across 8 big cities by consider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owever, suggest that the participants presented different levels of well-being 

depending on where they live and which type of school they go to, which warrants 

a follow up study that performs a large scale multilevel analysis after dividing 

subjects by region, school type and whether they were born in Korea or immi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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