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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한

국어 능력,학교 응의 반 인 경향을 살펴보고,문화 응 스트 스와

국어 한국어 능력이 학교 응과 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는 국어 능력 압박,한국어 능력 압박,한국

문화 응 압박, 국문화유지 압박의 하 역으로 구성되며,학교 응은 공

부,친구,교사,생활 차원의 응으로 구성된다.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인천 소재 화교 학교에 재학 인 고등학생으로부터 수집하 으며,총 424

명의 자료를 기술통계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학교공부 응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문화 응스트 스와 련

해서 한국문화 응 압박이 화교 고등학생들의 학교공부 응에 부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언어능력과 련해서는 국어 능력과 한

국어 능력이 모두 학교공부 응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화교 고등학생의 연령이 낮을수록,부모의 교육년수가 길수록 학교공

부 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학교친구 응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문화 응스트 스와 련

해서 국어 능력 압박과 한국문화 응 압박이 심할수록 학교친구 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언어능력과 련해서 화교 고등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친구 응을 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부모의

교육년수가 길수록 화교 고등학생들이 학교친구 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학교교사 응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문화 응스트 스와 언어

능력 등은 학교교사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부모의 교육년수가 길수록 화교 고등학생들이 학교교사에 한 응

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학교생활 응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문화 응 스트 스 에

서 국어 능력 압박이 심하면 학교생활 응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능력과 련해서는 국어능력과 한국어능력 모두 학교생활 응

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부모의 교육년수

가 길수록 학교생활 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화교 고등학생의 학교 응 개선 방안

으로 화교사회에 맞는 교재개발,화교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이 언어 구

사 능력 향상 노력 수단 강구,상이한 가정배경을 감안한 학교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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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결혼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비교 짧은 시간

동안 다문화가정이 격하게 증가해왔고,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

족 청소년의 수 역시 처음 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9,289명에서

2012년 46,954명으로 약 5배가량 증가하 다.학교 별로 볼 때 등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교육과학기술부,2012)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고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생의 수가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다민족,다문화로 조화롭게 발 하기 해서는 한국내 다문화집단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그런데 한국 사회의 단일민족주의와 외국인에 한

배타 인 분 기로 인하여 화교가 오랜 정착한 역사에 비해 화교에 한 정

책 배려나 사회 이해는 지 까지 간과되어 왔다.한국의 다문화집단

하나인 화교는 120년이 넘는 이주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이다.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2008년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국 의 외

국인 수는 21,844명으로 체 인구의 약 0.04%를 차지한다.화교에 한 공

식 집계가 없으므로 이들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지만 한국 화교의 다

수가 만국 이라는 을 고려할 때 만국 외국인 수와 비슷할 것으로

상된다.

다문화 집단으로서 화교를 이해하기 해서는 거시 측면의 근과 미

시 측면의 근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화교가 가진 자본과 경제

,화교 조직,정치 등 거시 측면에서 화교에 한 연구가 진행

된 반면,화교청소년의 정체성에 한 연구(양리리,2003)외에 고등학생의

발달이나 심리사회 역,학교 응 등 미시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특히 화교 고등학생은 화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동

시에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있으며,국가 측면에서도 다양해지는

사회구성원과 문화를 포용하여 우리나라 발 의 잠재력을 가진 화교로서 기

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 고등학생들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의 발 에도

필수 이라고 하겠다.

화교 고등학생에게 학교 응은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일반 으로

청소년에게 학교는 교사와의 소통,친구와의 계가 맺어지는 사회 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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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청소년들은 일과의 부분을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 생활한다.특히 화

교의 경우,수능시험 없이 특별 형으로 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다른 다문

화가정의 청소년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며,상 으로 학원

에 다니는 학생이 어서 학교 외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제한되는 등 화

교 고등학생에게 학교는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생활의 부분이 이루어지

는 곳이다.그러므로 학교에서의 경험 성취가 이후의 사회 응에도 상당

한 향을 미치므로 화교 고등학생에게 학교의 의미는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잘 응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정 태도를 가지며,이로

인한 정서 만족을 경험하여 바람직한 사회・정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문은식,2002;민하 ,권기남,2004).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은 래

계에 있어 인정이나 수용을 많이 받거나 친구들과 의견 일치가 잘 되는

경우에 반 인 학교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윤정,2007),원만

하지 못한 교우 계 교사와의 계,입시 주의 교육과 획일 인 교과

과정은 학교생활 부 응의 요인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왕 선,2000;이혜승,200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 부 응의 원인 하나로 문

화 응 스트 스가 확인되었으며(Hovey,1998;Romero& Roberts,2003),

문화 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는 심리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노충래,2000).화교들은 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

의 문화와 외국인 부모의 소수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문

화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박선희,2010)이 문화에 응해야 하는 필수

인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문화 응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 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요한

맥락이 된다.문화 응에 하여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기 에 가졌던 문화

유사성과 차이에 한 인식도 응에 향을 미치게 되며,특히 새로운

언어에 한 어려움은 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 스원 의 하나가 된

다(Bhattacharya,2000). 부분의 화교 고등학생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생

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더 친숙하고 매체 인터넷의 사용으

로 국어보다는 한국어에 한 노출이 더 크다.가정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

용하다 보니 국어를 할 기회가 어들고 있다.따라서 화교 고

등학생들은 화교 학교에 입학할 때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어

려움을 겪게 되고,화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국어를 제 로 사용하지 못

해 곤란함을 겪기도 한다.결과 으로 한국어 국어 언어 구사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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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하될 수 있는 것이다.

화교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한 연구(두언문,2013)에서 화

교 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 응과정에서 학교생활을 돌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특히 쓰기가 약하며,매우 소극 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지 하며,심리 으로 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

편견을 스스로 인식함에 따라 소외감이나 고립감,차별감 등을 경험하고 있

다고 보고하면서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심리 인 축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화교학교에서 수업은 기본 으로 국어로 진행되지만,학

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은 한국어로 설명하여 학습에 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따라서 화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와 한국

어를 섞어 쓰면서도 한 언어에 해 깊이 공부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 언어 능력이 하되는 상을 보이며,언어 능력의 압

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두 가지 언어를 습득하는 과업은 화교

고등학생에게 요한 과업이며,그 과업의 성공 인 수행여부는 학교 응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화교 고등학생들의 문화 응 스트 스와

국어 한국어 능력,학교 응의 반 인 경향을 알아보고,화교 고등

학생들의 문화 응 스트 스와 국어 한국어 능력이 학교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화교 고등학생들의 학교 응을 다룸으로써 화교 학생들에게 한 심을

고조시키고,학교생활에 보다 잘 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2.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화교 고등학생을 상으로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한국어 능력,학교 응의 반 인 경향을 살펴보고,문화 응 스트 스

와 국어 한국어 능력이 학교 응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문화 응 스트 스와 국어 한국어 능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학교 응을 종속변수로 한다.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한국어 능

력,학교 응의 반 인 경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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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한국어 능력

- 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문화 응 스트 스

- 국어 능력 압박

-한국어 능력 압박

-한국문화 응 압박

- 국문화유지 압박

【연구문제 2】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한국어 능

력과 학교 응의 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를 살펴보기 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I-1>연구모형

학교 응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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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의

김명희(2012)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계 사람들을 지칭하는 포

인 용어이다.

두언문(2013) 국 이외의 나라에서 거주하는 국인을 가리킨다.

안미정,우양호(2015)
해외에 거주하는 국인을 가리키지만,그 가운데서도

화교는 국국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왕은미(2013)
일반 으로 화민국이나 화인민공화국의 국 을 소지

한 채 외국에 정주하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진석(2010)

외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국이민과 그 후손 는

국본토에서 해외로 이주한 국이민과 그 거주지에서 성

장한 자손의 총칭을 말한다.

이창호(2007)

해외 여러 곳에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

화 ,법률 ,정치 으로 유기 연 을 유지하는 국

인 는 그 자손을 말한다.

이혜원(2006)
국에서 태어났으며, 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국국

의 외국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다.

조재은(2014)

화교(華僑)라고 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계 사람

들을 지칭하는 포 인 용어로써, 화의 화(華)와 일시

거주를 뜻하는 교(僑)를 의미한다.

정은주(2015)
화교는 한국에 3세 이상 장기 체류하는 국 통인만

을 화교로 지칭한다.

II.연구의 배경 선행연구 고찰

1.화교 고등학교

1)화교의 정의 한국 화교의 특수성

일반 으로 화교는 국 이외의 나라에서 거주하는 국인을 의미하며,

한국에서 화교란 한국에 거주하는 국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화교의 구체 인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한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

을 통해 화교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화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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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 민족
통상

분류
명명

법

체류자격

한국에 정착한

만과 국

국 의 국인

만 국인 구화교

화교

외국인

국

국인 신화교

조선족 재외동포 한국계 국인

한국 국인 화인 귀화한 화교 내국인

한국 화교의 범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표 II-2>과 같다.

실 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국( 화인민공화국)국 과 만

( 화민국)국 으로 나뉘는데,이들 에는 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도

국 국 이므로 민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그 다고 ‘국’을 국

으로 보게 된다면 이른바 ‘구화교’로 지칭되는 만 국 의 화교들을 아우르

지 못하는 문제가 따른다.그리고 거주국의 입장에서 귀화한 화교는 화인으

로서 내국인으로 분류하지만,이들 역시 화인이라 해도 인도네시아,미국,일

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역사 ,사회 변동의 경험을 공유하여 형성되어

온 특성이 존재한다.따라서 한국, 국, 만이라는 세 개의 국가를 교차하

여 존재하는 한국화교는 간략히 말해 한국에 정착한 만국 과 국국 을

가지 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의 정의를 참고하여,본 연구에서의 화

교는 만국 와 국국 (조선족을 포함하지 않은)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표 II-2>한국 화교의 범주

출처:우양호,안미정 (2015:34)

화교는 세계를 망라하여 거주하고 있다.화교만의 독특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거 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향력이

매우 크다.김명희(2011)에 의하면 국인 그 자손들은 해외 90여 개국에

흩어져 있으며 숫자는 약 3,800만 명이고 이 거의 80%가 아시아에서 살

고 있다.화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757만 명이고,그 다음이

태국(705만 명),말 이시아(619만 명),미국(338만 명),싱가포르(268만 명)의

순이다.

한국의 화교는 다른 나라의 화교와는 다르다.이는 한국에서 화교의 법

지 ,외국인 등록,직업제한 방면에서 볼 수 있다.한국 국 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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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출생에 의한 국 취득’과 ‘외국인의 국 취

득’으로 분류한다.1948년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한 한국의 국 법 제정에 따라 화교는 한국인이

되기 해 복잡한 귀화 차를 밟아야 했다.

1976년 법룰 제2906호로 개정된 국 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출생한 당

시에 부가 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그 범 가 넓어졌으나 한국인 어머니 사

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민국 국 을 취득할 수 없었다.외국인의 국 취

득(귀화)의 조항을 보면(제5조)외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② 만 20세 이상으로 그 본국 법

에 따라 능력이 있을 것,③ 품행이 단정할 것,④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만

한 자산 는 기능이 있을 것,⑤ 국 이 없거나 는 한민국의 국 을 취

득함으로 인하여 6개원 내에 그 국 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그 요건을 갖춘

자는 법무부 장 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그런데 사

항 ③과 ④의 기 이 모호하고, 한 법무부 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는 조건으로 인해 화교들의 귀화는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국 법이 1997년 법률 제5431호로 면 개정되면서 귀화의 조건

이 많이 완화되었다.개정 후 ‘출생한 당시에 부 는 모가 한민국의 국민

의 자’로 그 범 가 넓어져 한국인 어머니와 화교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한민국 국 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

는 간이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귀화인은 제2국민에 포함되어 귀화에 따

른 병역 의부와 부담도 없다.

화교는 출입국 리법 제27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장기 거주 외국인으

로서 주민등록증 신 출입국 리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과거에 한국 화교는 일반 으로 장기거류비자(f-2)를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 는데 주기 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

편함이 있었다.2002년 김 통령이 통령 제17579호로 출입국 리법

시행령 수정령을 발포하여 f-2자격을 가진 외국인 한국에 만 5년 이상

거주자 해당자의 20세 미만의 자녀,그리고 합법 으로 신청하여 허가 받

은 자는 f-5 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 다(나여훈,2008).그래서 2002년

부터는 화교들이 비자를 갱신하지 않아도 주할 수 있데 되었다(박정동,

2004). 주권 제도인 f-5비자 도입은 화교가 보다 안정 으로 한국에서 사

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 고,한국 사회로의 동화를 진하는 계기가 된다.

화교들이 취업을 할 때에는 주로 국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특히 공직

과 련된 경우가 많은데,경찰공무원법상(제7조 제2항)의 경찰공무원,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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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제10조 제2항)의 장교, 사 ,부사 ,의무공무원법상(제8조 제2항)

의 의무공무원,국가정보직원법상(제5조의 3)의 경호실 직원은 동법의 규정

상 반드시 한민국의 국 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아니나 공공 단체 임직원의 취임에 있어서도 그 자격 요건에 한민국 국

이 아니면 결 사유로 하는 등 외국인에 한 제한이 있다.

2)화교 학교의 특수성 황

한국 내 화교 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 일 뿐 아니라 화교 사회의 정치

심으로서 화교 문화 형성에 요한 의미와 역할을 한다. 한 화교의

정체성을 지속시키고 화 의식을 계승 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족

교육 단체이다.그러므로 화교 학교와 화교 사회는 한 계를 맺고 있

고,각종 학교 행사와 활동에 학생들은 물론 화교 지도자들도 많이 참여한

다.이들의 화교 선후배 계를 통해 화교 사회의 인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에 한 학습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법상 화교 화교 학교의 법 지 문제는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다음의 내용은 박철민(2015)이 정리한 것으로,첫째는 화교 학

생이 국내의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여부이고,둘째는 국내 화교 학교

의 한국 학력 인정 여부이다.

우선 화교 자녀가 한국의 등학교에 취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행법

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취학을 원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해당 학교장의

입학 허가를 받으면 된다.아래 한 법 인 근거를 확인해 보면, 행

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는 아동이 국

내의 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 로 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리사무

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한 사실증명서 는 거류신고증( ,외국인 등록

증)을 거주지를 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서 제출함으로써 입학 는 학

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입학 등과 련해서는 시행령 제75조에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에 따라 학교에 입학, 학 는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등학교와 련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

항에 “외국인 학교에서 국내의 학교에 진학 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외국

인 학생은 동항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외국인은 한국 공사립

의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등은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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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일반 학,산업 학, 문 학,방송통

신 학 등에 입학할 수 있고,입학 시 일반 형 는 특별 형을 통하여 정

원 외 입학을 허가 받을 수 있다.실제로 화교 학교에 입학했다가 학교

2-3학년이 되면 한국 학교로 진학하는 화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

입학을 한국 학교로 하는 화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한국 학교보다 상

으로 고액의 학비를 내도 열악한 상황의 교육을 받는 화교 학교보다 더 좋

은 환경의 교육과 한국 친구들을 사귀며 한국 생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는 장 으로 한국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화교 학교의 학력 인정 여부이다.화교가 한국에 설립한 화교 학

교는 과거 출입국 단지 외국 단체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학교에 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가 없다.그 기에 법 형식상으로는 각종 학교 는 외

국 단체로 구분되고,운 의 실제 면에서는 교육 계 법령의 응을 받지

못했었다.그러나 1999년 교육부령 제741호로 ‘각종 학교에 한 규칙’을 개

정한 결과 각종 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법 지 가 다

소 안정되었다.하지만, 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다르고,교사 교

육 시설과 환경 등의 의유로 인하여 한국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하여 2006년 9월 국가 인권 원회에서 교육인 자원부에

화교 학교의 한국 학력 인정에 해 권고했었다.국가 인권 원회는 (1)다

른 외국인과는 달리 명실상부하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생활

하고 있는 화교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교육권 증진이 개선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권고되었

던 ,(2) 만에 있는 한국인 학교는 만 정부로부터 만 학력을 인정받

고 있다는 ,(3) 한민국이 가입,비 한 국제 인권조약이 소수 민족이 자

신들의 고유의 언어 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그 해석상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함이 명백한 ,(4)화교들

이 화교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의 문화유산을 소

하게 간직하며 살고 싶어 하는 소수 민족의 바람이며 이러한 인권을 존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을 들어 화교 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행 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

이에 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화교 학교 졸업생은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화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졸업 학교가 자국( 만)에서 학력을

인정받는다면,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로 학력을 인정받

아 일반학교에 편입학이 가능하다고 하 다. 한 외국인 자격이면 특별입학

형 등을 통해 한국 학입학도 가능하다고 언 하 다.그러나 화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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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교 학교에서 일반학교로 학 편입학이 어렵고,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이창호,2012).

한국 내 화교 학교들은 다른 외국인 학교와는 다른 고유한 특이성을 가

지고 있다.다음은 나여훈(2008)이 정리한 내용이다.첫째, 주하는 소수 민

족을 한 유일한 교육기 이다. 부분의 외국인 학교의 학생들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본국으로 돌아간다.하지만 화교 학교의 구성원들은 구

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둘째,서양권 외국인 학교와 국계

외국인 화교는 경제 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서양권 외국인 학교 학부모

들은 부분 다국 기업을 통해 자본을 들여오는 사업가이거나 변호사,교

수 등 고학력 문직 종사자들로서 상 층이다.반면에 화교 학교의 학부모

들은 상 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권 외국인 학교에 재학 인 한국계 학생들의 학교경험에 해 연

구한 서화진(2006)의 논문에 따르면 어권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는 유치원

때부터 한 학기 학비가 최소 천만원 이상이며,입학 과 다른 비용을 포함하

면 1년에 3,000만원을 넘는 수 이다.반면,화교 학교의 한 학기 학비는 100

만원에 가깝고,1년에 식비까지 포함해 300-400만원 정도이다.학비 측면에

서 화교 학교와 다른 어권 외국인 학교는 열 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화교 학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외국인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외국

인 학교와 본질 으로 다르다.한국의 화교 교육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

니고 있으며 화교 학교에 한 한국정부의 ‘불간섭,불인정’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그러나 법 제도가 바 면서 화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

지 않고 화교 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일한 범주에서 같이 리하게

되었다.이로 인해 외국인 학교에 한 규정 특히 한국 학생에 한 화교

학교 입학 규제는 학생수 미달로 인하여 학교 운 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할

경우 폐교하는 등 화교 학교 생존의 기를 래할 것이다(서화진,2006).

아래의 <표 II-3>는 2013년 재 화교 학교의 황이다.화교 학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화교 학교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이다.1994년 34개 던 화교 학교는 2015년 18개로 어들었다.교

육인 자원부에 따르면,화교 학교수의 감소와 더불어 한국인 어머니의 증가

로 인해 부모 모두 화교인 비율도 어들고 있다.과거에 화교 학교가 번성

한 배경은 화교 학교에 한 한국정부의 방침과 화교 교육을 지원한 만정

부의 정책에 있다.그러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화교의 요성이 약화되어

화교 학교에 한 정부의 지원과 심도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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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학교명 주소 설치과정

1 등포화교소학교 서울시 등포구 문래동

2 한성화교소학교 서울시 구 명동 유,

3 한성화교 ·고등학교 서울시 서 문구 연희동 ,고

4 부산화교소학교 부산시 동구 량동 ,고

5 부산화교 고등학교 부산시 동구 량1동

6 구화교소학교 구시 구 종로2가 ,고

7 구화교 ·고등학교 구시 남구 덕동

8 인천화교소학교 인천시 구 선린동

9 인천화교 고·등학교 인천시 구 선린동 ,고

10 의정부화교소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유, , ,고

11 원주화교소학교 강원도 원주시 원동 유,

12 춘천화교소학교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유,

13 청주화교소학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14 충주화교소학교 충북 제천시 앙로 2가

15 제천화교소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앙로 2가

16 천안화교소학교 충남 천안시 명동

17 온양화교소학교 충남 안산시 모종동

18 군산화교소학교 북 군산시 명산동

<표 II-3>한국 내 화교 학교의 황(2013년 기 )

출처:교육과학기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4.6)

국인의 민족 교육과 디아스포라 구축의 문화정치학에 해 연구한

Chung(2012)에 의하면 화교 학교가 처음 설립 을 때는 만 정부에서 교사

를 견하기도 했고, 만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한국으로 들

어와 교사가 되기도 하 다.하지만 교사 복지나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화교

학교는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사범학교를 나온 교사를 채용

하려면 만에서 빙해야 하지만 화교 학교에는 교사 연 등의 혜택이

없으며,교원 정년 제도도 없다.그러므로 교사들에 한 낮은 보수

조건으로 인하여 교사(특히 자연계열 교사)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새로운

교육 방법이나 수업 기술 등을 지속 으로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교사 성장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교사들의 교수 문성 개발에 어려움

이 있다.학교 학생 수의 감소가 학교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고,이는 열악한

학교 시설 환경,우수한 교원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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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육의 질이 하되는 상이 발생하고 있다(Chung,2012).

한국 화교 학교의 학제는 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이덕수(2012)의

논문에서 화교 학교가 만의 학제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의

화교 학교는 만 한국과 동일하게 등학교 6년, 학교 3년,고등학교

3년이며, 만 학제와의 상이 은 만의 경우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반

면 한국은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한국의 화교 학교는 사실상 만의 교민교육과정에 의해 만의 교육

과정을 기본 틀로 잡고,지역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과목을 추가하

여 가르치고 있다.화교 고등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국어( 국어),

한국어,수학,지리,역사,공민,한국역사,한국사회,한국지리,화학,물리,생

물,음악,미술,체육,컴퓨터 등이다.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로,필

기는 번자체로 작성한다.그러나 부분의 화교 고등학생들이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은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화교 학교 학

생들이 상당수여서 그들을 해 교사가 수업을 한국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학사 일정 한 만의 학사 일정에 따라 운 되고 있다.교과목의 민족 교

육 외에 국경일과 춘 에는 규모 행사를 진행하며,학생들에게 화 문화

를 알리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나가이,2004).

재 화교 학교에는 만에서 이주해온 배경의 학생뿐만 아니라 국에

서 이주해 온 학생들도 있다. 국 배경의 학생은 조선족 학생과 일반 국

학생으로 나 수 있다.방문취업제도를 실시한 이후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한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한 양국 교류가 활성화됨에 한국

에 와서 일하는 국 한족들도 많아지고 있다. 국에서 온 부모들은 자녀가

부분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힘들어

화교 학교를 선택하기도 한다.화교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에 일반 학교

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국 배경 학생의 유입은 구화교 학생의 감소,한

국 학생에 한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학생 수가 극감한 화교 학교의 인원

을 채워주는 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왕은미,2013).

화교 학교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화교 소학교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본 나여훈(2007)에 의하면,1995년도에 비해 2007년

에 국어 교육에 더 치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밝 졌다.화교를 상으로 하

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해 연구한 오 신(2008)은 화교 학교를 심으로 화

교 학생을 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에 해 논의하 다.정

미량(2009)의 연구에서는 화교 교육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나

갈 때 직면하게 되는 교육문제를 논의하 다.그는 한국정부가 다문화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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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하면서 민족 간 상호 이해를 해 소수민족의 교육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이와 같이 화교 교육에 한 교육 인 근을 하는 연구 이외에

화교 교육에 해 역사 인 검토와 함께 그들의 민족교육과 정체성 유지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석미령(1995)은 화교교육 연구의 선구 인 역할을 하 다.그 이 에 화

교교육에 한 자료는 주로 화교교육 측에서 만든 통계와 화민국에 의해

진행되어 부분 국어로 되어 있었다.그의 논문은 국어 자료들을 한국

어로 정리하면서 한국 화교교육을 역사 으로 찰하 다.김명희(2011)는

구술사 연구방법으로 한국화교들을 세 별로 면 하여 그들의 교육경험을

분석하 다.한국과 만의 정치 사회 변화로 화교 개인의 교육 경험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 살펴 으로써 각 세 화교교육의 경험을 보여주는

데 유용한 반면,주로 졸업생의 경험을 다루어 화교학교의 황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이덕수(2012)의 연구는 역사 문헌과 구술자료를 이용

하여 화교 역사의 개과정과 그 시기의 화교교육이 어떠한 계 속에 변화

했는지 살펴보았다.정은주(2015)는 화교학교에서 2년 동안 지 찰을 통해

인류학 에서 화교학교 내의 실제 교육 상황을 섬세하게 기록하며,화

교학교가 직면한 교육 문제와 공부에 해 소극 인 태도를 가진 화교 학생

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3)화교 고등학생의 특성

한국 화교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거의 유일하게

릴 수 있는 혜택은 외국인 특례입학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1990

년 부정입학 문제로 인하여 1991년에 교육법시행령이 수정되어 한국 학

교 특례입학의 상은 ‘외국인(부모 양쪽 다 외국인)과 외국에서 2년 이상

학교 과정을 수행하는 학생’의 경우에만 해당하게 되었다.하지만 재 화

교 학생들의 반 이상 어머니가 한국인이다(왕은미，2013).이 특례입학 조건

을 충족하기 해서 장 이혼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장 이혼이 실질

인 이혼으로 발 한 경우가 있다.

화교 고등학교 졸업생은 다양하게 진학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화

교 학교는 한국 학을 진학하려는 학생에게 특례입학 형에 맞는 교육과정

을 제공하는 반면, 국어권 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

시간을 이고 국어 수업 주로 제공한다.다시 말해,화교 학교는 학생

들의 진학방향에 따라 다양한 교과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한 외국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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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진학을 목 으로 형 인 서양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어권 외국인

학교와 달리,화교 학교는 만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지만,그 내용은 화

교들의 가치 에 따라 선택 으로 수용하는 상을 보인다.

사실 한국 화교들은 외국인이라는 지 를 이용하여 명문 를 졸업한 후

에도 한국이나 만 사회에서 주류로 진입할 가능성이 하게 낮다.한국

의 경우,화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취업과 직장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

는다. 만의 경우,화교들에게 신분증을 발 하는 정책이 취소된 후에는

만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워졌다.화교들은 명문 를 진학한다 하여도 졸업 후

에 그 학력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결국 화교 부분이 국집,여행업,무

역 행 등 형 인 화교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이러한 측면에서 화교 학교

는 실용 지식이나 상 계층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정부의 화교 학교에 한 정책 태도와 큰 련이 있

다.화교에 한 공공연한 차별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여 히 존재하는 사

회 인식으로 인해 그들은 사회에서 약한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다(박수 ,

2011).

두언문(2013)에 따르면 화교 학교는 한국의 일반학교에 비해 학습 분

기가 어수선하여 잘 잡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학입시의 스트 스가 거의

없으며,숙제와 학교 시험 방식이 학생들에게 공부에 한 긴장감을 주지 않

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화교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경

쟁의 압력을 받지 않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부터 취업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다.학교에서 경쟁을 경험하지 못한 화교 학교의 학생

들은 명문 학에 들어가도 학업 스트 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결국 학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두언문,2013).

와 같이 화교 학교는 한국 학교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지고 교과과

정을 운 하며,학생들의 학입시,교사와의 계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한국 내 화교 고등학생에 을 맞춘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양리리(2003)는 화교 청소년을 상으로 그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계를 분석하 다.연구결과 자아정체감 하 요인 친 성에서 한쪽 부모

만 국인인 집단이 부모가 모두 국인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한국

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화교 청소년은 학과 직업,국 의 선

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이는 화교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과는

질 으로 다른 고민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과 진로에 해 많은 고민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라,박혜원(2006)은 화교,조선족,한국 청소년들을 상으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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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개념발달에 한 차이를 보고 이들에게 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인

래,교사의 향력을 살펴보았다.학업 인 자아개념은 조선족과 한국 청

소년이 화교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기가치에 한 자아개

념은 조선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교,한국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

다. 반 으로 볼 때,조선족 청소년이 자아개념의 하 요인들에서 부분

높게 나타났고,그 다음 화교 청소년,한국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화교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래의 향이 가장 컸

고,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자아개념 반에 래와 교사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화교,조선족,한국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특히 연구가 미흡한 화교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살펴

으로써 그들에 한 실제 인 자료를 제공하 다.

그러나,양리리(2003)의 연구와 이사라,박혜원(2006)연구 정도를 제외

하고는 한국 내 화교 고등학생에 을 맞춘 연구를 찾기 어렵다.특히,

문화 응이나 이 언어 사용과 같이 이주 집단이라는 화교의 특성을 드러내

는 개념을 주요변수로 사용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오랜 정착의 역사에 비

해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화교 고등학생을 상으로 연구하는 것

은 그들과 주변 환경에 한 실증 자료를 제공하여 다문화사회에서 이들

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기 한 발 을 마련할 것으로 기 한다.

2.화교 고등학생의 학교 응

1)학교 응의 개념

학교 응 는 학교생활 응은 연구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소 다르다.

곽수란(2006)은 학교 응의 개념에 해 학교라는 환경에서 개인의 욕구 충

족을 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

는 과정에서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려는 극 이고 능동

인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문은식(2002)은 학교 응에 해서 학교생활과

깊은 련이 있는 학업 ,사회 ,정의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 으로 만

족시키기 해서 물리 이고 심리 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직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 ,내 행동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차

유림(2001)은 학교 응을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극 이고 창조 인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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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 다.Spencer(1999)는 학교생활 응에 해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

경의 다차원 인 성격 요구간의 교육 합성을 최 화하는 데 필요한

학교 순응 혹은 응의 정도라고 정의하 다.

한편,학교 응은 학교생활의 하 차원별 응으로 나 어 개념화할 수

도 있다. 를 들어,이규미와 김명식(2008)은 학생의 학교 응을 학교 공

부,친구,교사,생활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윤혜미(2005)는 학교 응에

해 학업성취, 래와 교사와의 계를 반 하는 학교생활에 한 태도,하나

의 사회인 학교 규범과 규칙에 순응하는 정도를 통합 으로 지칭하는 개념

으로 정의하 다.정애경(2009)은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 향을 통틀

어 학교생활이라고 지칭하 으며,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교에서의 비교육

향 역시 학교생활에 포함하 다.이에 학생들이 교과활동,학 활동,특별

활동,기타 학교생활에서 자기의 욕구를 합리 으로 해결하여 만족을 느끼

고,조화로운 계를 유지하여 교사 학생과의 계가 원만하고 만족스러

운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학교생활에 잘 응했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학

교 응에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정의를 내놓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규미,김명식(2008)의 정의를 참고하여 학

교 응이란 화교 고등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주된 역인

학교 공부,친구,교사,학교생활 등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하게 표 하

고 조 하면서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화교 고등학생의 학교 응의 요성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로,가정,사회와 함께 청소년

들이 사회에 나아가 바르게 응할 수 있도록 인지,정의,신체 능력과 태

도를 배울 수 있는 요한 곳이다.하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학입시와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은 더 어려워

져 가고 있는 것이 실이다.

청소년기의 심리,정서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

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응하는 힘을 배우고 길러

가게 된다. 한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기존과는 다른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고,이를 통해 그들에게 지 까지 형성되어 있는 인성이나 태도 등을 좀

더 성숙하게 하면서 변화도 가져오므로 학교에 한 응문제는 매우 요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응은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학교에서 만족감을 느끼며,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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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되는 스트 스를 이는 것이며,학교생활과 하게 련된 학업 ,

사회 측면에서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행동이

다.

청소년에게 학교는 교사와의 소통,친구와의 계가 맺어지는 사회 계

에의 장으로 청소년들은 일과의 부분을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 생활한다.

일반 으로 학교생활에 잘 응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정 태

도를 가지며,이로 인한 정서 인 만족을 경험하며 바람직한,사회,정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문은식,2002;민하 ,권기남,2004).다시 말하

면,학교생활에 잘 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한 감정이나,태도,동기가

정 이기 때문에 인 계가 원만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

인의 성장은 물론,학교에서의 성취가 이후의 사회 응에도 향을 미치게

되는 등 성인기 삶에 향을 수 있다는 에서 청소년의 학교 응은 매

우 요하다.

학생은 학교에서 래친구,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계를 유지해가고 역할을 수행한다.먼 친구는 공통 인 심과 고

민을 함께 나 는 계로서 소속감과 심리 안정을 주고,성인의 압력이나

간섭에 항하는 힘을 주는 거집단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김미란,

2002).그러므로 높은 수 의 도움,친 ,인정 등 정 특성이 강한 친구

계를 가진 다문화 청소년은 정서 ,물질 지원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

어 학교의 요구에 성공 으로 처하며 학교생활에 잘 응한다.반면,교육

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경쟁의식은 청소년의 학교 응에 부정 인 향

을 미치게 된다(차유람,2001). 한 친구 계에서 정 인 특성이 많은 경

우 청소년은 학교활동에 더욱 극 으로 참여하지만,부정 인 특성을 가진

경우에는 학교활동에 소극 이며 일탈된 행동을 보인다(Berndt& Keefe,

1996).

학교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

이다.교사는 학생과 두 가지 측면에서 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

나는 개인의 사회 ,심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 이고 자유로운 인

간 계이며, 하나는 학업의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한 학습활동을

심으로 한 인간 계이다.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정서 인 지지

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 응에 정 인 향을 받았고(정윤정,2007),교사와

친하고 교사를 자신이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학교 응이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다(정 ,2007).학생이 지각한 교사 행동

이 정 인 집단의 자아존 감과 학교 응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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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 졌다(이수정,2003).반면,교사가 가진 고정 념은 학생의 학업

성취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송길연 외,2005),교사의 인성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응도에 차이가 난다(권 숙,2002).

이상을 종합해볼 때,학교 응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을 자기에 맞게 수용하고,나아가 자신의 욕구와 환경들을

히 조 하여 원만하고 정상 인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학교 응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향을 미치고 이후의 삶에도 지

한 향을 수 있다.따라서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건

강하고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매우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와 학교 응

1)문화 응 스트 스의 개념

기 사회과학자들은 문화 응(acculturation)을 ‘둘 이상의 문화가 만나

는 가운데 생기는 일방 인 변동으로 직 인 달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정의하 다(노유성,2004).문화 응 과정은 개인의 특성과 이주자의 본국과

이주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 상황에 따라,이주자와 이주국가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서로 향을 주고받으면서 역동 으로 일어난다.

문화 응 스트 스란 문화 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즉 스트 스원

을 의미하기도 하며 스트 스원의 결과로 인한 스트 스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인선,2004).스트 스원으로서의 문화 응 스트 스란 이주 국가와의

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말한다.이주자들은 새로운 주류 사회의 가치, 습,

사회 기 의 향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며,문화 응 스트 스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과 불안을 겪게 된다.새로운 환경에의 문화 응 과정에서 심리

스트 스를 높이는 문화 응 스트 스원으로는 차별,언어 어려움,사회 ,

재정 자원의 부족,소외감 등이 있다.

한편,문화 응 스트 스는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주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경험한다. 를 들어,최근에 한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화 응 스트 스를 경험

했다면,이후의 세 는 국어를 잘 하지 못하거나 국문화를 유지해야 한

다는 압력을 느껴서 문화 응 스트 스를 경험할 수 있다.이러한 논리에 따

르면 문화 응 스트 스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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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스트 스와,고유한 언어를 유지하고 고유한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스트 스로 나 어서 근할 수 있다.이에 따라 Rodriguezetal.(2002)은 문

화 응 스트 스를 고유언어능력 압박(heritage language competence

pressure), 어능력 압박(English competence pressure),문화 응 압박

(pressure to acculturation), 고유문화유지 압박(pressure against

acculturation)의 네 가지 역으로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응 스트 스를 화교 고등학생들이 응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본 연구에서 문화 응

스트 스의 하 역은 Rodriguezetal.(2002)의 개념화를 화교 고등학생

의 상황에 용하여 국어 능력에 한 스트 스를 의미하는 국어 능력

압박,한국어 능력에 한 스트 스인 한국어 능력 압박,한국문화에 응해

야 한다는 한국문화 응 압박,한국의 문화 규범을 받아들이기보다 국문

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문화유지 압박과 같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Berry& Kim(1987)는 문화 응 스트 스는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 ,사

회 균형의 감소와 심리 신체 증상을 래한다고 보고하 다.문화 응

스트 스로 인해 개인의 신체 ,심리 ,사회 건강 상태를 해칠 수 있으

며,이 에 가지고 있던 사회 질서와 문화 규범에 한 심리 사회 균형

을 잃게 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래할 수 있다(남효진,2007). 이러한

문화 응 스트 스는 개인의 정신 ,심리 는 사회 으로 건강상태를 감

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이 에 보유하고 있던 사회질서와 문화 규

범에 한 심리사회 균형을 잃게 함으로서 혼란과 갈등을 래할 수 있으

며,집단 수 에서는 사회의 권 , 의범 의 유형이 달라지고 개인

수 에서는 감,불확실성,정체감 혼란,우울,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홍진주,2003).

2)문화 응 스트 스와 학교 응의 련성

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와 학교 응에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다문화 고등학생의 연구를 심으로 문화 응 스트 스

와 학교 응의 련성에 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문화 응 스트 스와

학교 응 간의 계를 살펴보면 최운선(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

들은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을 가졌다는 이유로 친구들로

부터 부러움의 상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다문화 배경으로 인

해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여 래 수용에 한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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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특히 두 나라의 문화권을 오고가며 생활한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 아

동의 경우,한국으로 돌아온 후 환경의 변화로 학습과 친구 계를 비롯한 학

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충래,홍진주(2006),최선화(2009),Chavez외(1997)등은 다문화 가정

의 자녀들은 자신에 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차별을 경험하는 과

정에서 문화 응 스트 스를 경험하며,문화 응 스트 스가 높을수록 학교

응과 더 나아가 심리사회 발달에 부정 향을 수 있고 문화 응

스트 스가 낮을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의 반 인 내재화 문제가 비교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Bhattacharya(2000)에 따르면,문화 응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응 상황을 이해하는 데 요한 맥락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 새로운 사회

에 도착하기 에 지녔던 문화 유사성과 차이에 한 인식 역시 문화 응

에 향을 주게 된다고 하 다.특히 새로운 언어에 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응 과정에서의 경험이 스트 스 요인 하나가 된다고 강조하 으며,다

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문화 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이 아이들

이 학교를 도에 그만 두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 응에 한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게 문화 응 스트 스의 강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 요인이다.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겪은 문화 응 경험은 그 자녀들의 문화 응 스트 스에 향을 주

는 요인이 된다.

은선경(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두 가지 언어와 문화

를 습득해야 하는 문화 응의 과업을 갖게 되면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

며 문화 응 스트 스가 높을수록 학교 응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고 하 다. 한 이러한 문화 응의 어려움은 학교 응과 련하여 부 응과

심리사회 부 응으로 연결되고 있다.즉,학교에서 교사와 래친구들로부

터 차별을 당한 경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나 학업능력에 한 자기

개념과 학업에 한 가치는 부정 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학교에서 문

제 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며,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경

험하게 되는 문화 응 스트 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활동,교우 계,교

사 계 등 학교 응 수 반과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지 수가 낮아진

다(김승경,2013).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 문화에 한 높은 스트 스는 래 계서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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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우의,인기,정서 ,사회 지지,갈등해결 등 정 래 계나 래지

지,사회 응과 부정 인 계가 있으며(노충래,홍진주,2006;신윤지,

윤창 ,2010;최선화,2009), 래 계 불만족,무시,갈등 립,일방 주도,

철회고립과 같은 부정 인 래 계와는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샤론,2009;신윤지,윤창 ,2010).최근의 연구들은 이 언어와 이

문화환경에 한 수가 높을수록 학교졸업과 학입학의 가능성이 높아지

며,인지발달과 이 언어가 상호 으로 강화하는 계임을 주장한다(Portes

& Rivas,2011).

진은 (2015)의 연구에서는 문화 응 스트 스에서 언어장벽으로 인한

포트 작성,강의 듣기의 어려움으로 나타났고,엄혜경(2004)의 연구에서는

공부의 압감,재정의 어려움,그리고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타났으며,장

심(2005)의 연구에는 교수와의 계 어려움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황해연

(2007)의 연구에서는 재한 국유학생의 인 계로 인하여 학생활 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문제로 학업 응에 향을 보임이 나타났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국인 유학생들의 학생활 응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미국에서 공부하는 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스트 스, 인 계에

서 어려움,사회 지지의 결여,경제 어려움,차별 등을 겪는다(Wang&

Mallincckordr,2006).특히 국인 유학생들은 학업 스트 스를 많이 보고하

는데,이는 국과는 다른 미국의 교육시스템 언어 장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Mori,2000).이와 비슷하게,국내의 국인 유학생들도 외로움,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업문제,경제 문제,미래에 한 불안,차별 등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결,2014).이와 같은 문화 응 스트 스는 유학생

들의 학생활 응에 부정 역할을 미친다. 를 들어,미국 학에 학

인 외국인 유학생은 문화 응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학생활 응

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내의 국인 유학생 응 수 이

낮으로 것으로 나타났다(곽용,2001;진결,2010).이러한 문화 응의 어려움

은 학교생활의 부 응을 야기하고,더 나아가 심리․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4.화교 고등학생의 한국어 국어 능력과 학교 응

1)화교 고등학생의 국어 한국어 능력

화교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한국어와 국어라는 두 언어에 노출된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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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습득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결정 시기 이 에 습득된다.결국

화교들은 두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언어 사용자가 된다.

1902년 인천에 처음으로 화교학교가 생긴 이래,한국 화교들은 학교에

서 국어와 한국어를 정식 교과과정으로 학습해 오고 있다(이재 ,2004).

그러나 재 부분의 한국 화교들은 화교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 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변형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한다.

장상언(1998)은 한국의 표 인 외국인 집단이며 이 언어 집단

(bilingualgroup)인 화교학생의 언어 활용 실태에 하여 가정,장면 상

황에서의 언어 선택,언어생활에서의 주된 매체를 조사하 다.연구 결과,일

상생활에서는 국어와 한국어 사용빈도가 비슷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

편,그들의 장면에 따른 실제 사용언어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

다.가정에서는 윗사람에 해서 국어 사용이 높게 나타나고,공공장소(버

스)에서는 한국어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그들은 장면에 따른 언어선

택을 행하고 있다.한 가지 특이한 은,한국어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개인 수 의 언어생활에서 보이듯이 수에 의한 계산은 국어로 한다는

이다.

장수 (2001)의 연구에 의하면 화교학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국어가 아닌 한국어 으며,이러한 상은 최근

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 부터 계속 진행되어왔다고 한다.최승 (2001)

에 의하면 한국화교들은 집,학교(직장),일상생활의 상황에서 국어와 한국

어를 혼용해서 쓰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집에서도 국어-한국어 혼용비율

이 64.6%에 달했으며, 국어만 사용하는 경우는 26.5%이었다.가정이나 학

교(직장)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답보다 국어만 사용한다는 답이

더 많았으나,일상생활에서는 국어보다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비율이 더 높

았다.화교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국어를 쓰더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

우가 있어서 교사들이 한국어로 설명해야 하고,그로 인하여 수업진도에

향을 받을 때가 많다고 한다.

두언문(2013)의 연구에 따르면,화교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 할

때 부분의 화 내용은 한국말로 이루어졌으며,학생들이 교사에게나 한국

어를 잘 하지 못하는 국학생에게만 국어를 하 다.이러한 상은 학생

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에 응한 것과 련이 있다.화교 청소년들

은 한국 문화에 더 친숙하고 매체 인터넷의 사용으로 한국어에 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많은 수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매일 사용하다가

화교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가정에서 한국어 주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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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국어를 할 기회가 어드는 것이다.학교 고등학생 만 출신

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어가 능숙하다.학교에서

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국어가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반면, 국

출신의 학생들은 국어가 능숙하지만 한국어가 취약한 상태이어서 화교 학

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2) 국어 한국어 능력과 학교 응의 련성

화교 고등학생의 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은 학교 응과 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화교 학생도 국어를 못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이에

해 모 화교 학교의 교장은 화교 학생들의 국어 수 이 하되는

것을 걱정하 다.이 교장은 부분의 학생들이 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

용하는 실태를 우려하여 한국어 사용을 지하는 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강소 ,2011).

화교 고등학교에서 학습 분 기가 하된 요인은 화교 학교의 시험과

과제 방식에 기인한다.모학교의 경우,과제의 양이 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들이 숙제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특히 학생들의 국어 쓰기 능력이

하되어 작문과 같은 한자를 많이 써야 하는 과제를 늦게 제출하거나 완성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두언문,2013).

두언문(2013)에 따르면 부분 연령이 높은 화교 교사들은 정확한 표

어가 아니라 국어와 한국어를 섞은 특유한 언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화

교 고등학생들의 학습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여기서 문제는 교사들이

국어와 한국어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언어

를 섞어서 화교의 특이한 말투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부정 인

향을 주는 데 있다.교사 스스로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교 고등학생들도 언어를 정확하게 배우기 힘든 것이다.뿐만 아니라 연

령이 높은 화교 학교 교사들이 사용하는 산동식 국어는 학생들이 아 알

아듣지 못하기도 한다.화교 고등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학교공부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어서 학교 응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두언문,

2013).

한편,언어 능력이 학교 응에 향을 미칠 것임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말하기,듣기,쓰기,읽기’와 같은 언어 역의 능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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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수 이 높았으며(정 ,2007),한국어를 잘 할수록 사회 지지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해정,2007).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특히

문해력이 부족하여 국어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기 지식이 필요

한 사회과목의 역사와 시사 인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러한

모습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장온정,2010).학생의 언어 인 문제는 교사,건강 다른 서비스 기

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이러한 언어장벽은 빈곤이나 부

모의 교육수 과 같은 요인들과 조합되어 학생의 발달에 결정 인 험요인

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김갑성,2006).

청소년시기에 언어능력이 부족,정체성의 혼란,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

해 학교에 응하지 못하고 도 탈락하는 다문화 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실제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독해와 어휘력,쓰기 능력이

히 떨어져 학교부 응 문제를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이종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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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방법

1.자료수집 조사 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인천 소재 화교 학교에 재학 인 학생과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국어로 작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

다.자료수집의 차는 다음과 같다.우선 2015년 10월에 두 개 학교를 방

문하여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하고 문

항의 타당도와 양호도,응답 소요시간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

다.설문지는 <부록 1>에 제시하 다.

본조사는 2015년 12월에 두 학교를 방문하여 장에서 실시하 다.본조

사에는 조사 당일 출석한 학생 비조사에 참여한 학생과 한국어 설문지

를 이해하지 못한 소수의 학생은 참여하지 않았다.설문지 응답자 에서 본

연구의 화교의 정의인 만 는 국 국 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부실기

재,부모 한 명 이상이 없는 학생을 제외한 총 42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 다.부모가 없는 학생을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부모의

인구학 특성을 포함하 기 때문이다.

조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표 IV-1>과 같다.성별에서 남자는 220

명(51.9%),여자는 204명(48.1%)로 남자가 약간 더 많았으며,응답한 학생의

국 은 만이 263명(62.0%), 국(한국계 이외)이 161명(38.0%)로 분포하고

있다.학생의 연령은 12세부터 19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15.4세 다.

학교 은 학생이 178명(42.0%),고등학생이 246명(58.0%)이었다.학년분포

를 보면 학교 1학년이 54명(12.7%), 학교 2학년이 59명(13.9%), 학교 3

학년이 65명(15.3%),고등학교 1학년이 82명(19.3%),고등학교 2학년이 76명

(17.9%),고등학교 3학년이 88명(20.8%)로 나타났다.화교학교 총 재학년수는

최소 1년에서 최 14년까지로 나타났으며,평균 8.2년이었다.

학생이 보고한 성 은 상 권이 122명(28.5%), 권이 241명(55.7%),

하 권이 61명(14.4%)로 나타났다.학생의 희망 교육수 은 고등학교가 24명

(15.7%), 문 학(2-3년제)가 41명(9.7%), 학교졸업(4년제)가 298명

(70.3%), 학원 졸업(석사 는 박사)가 61명(14.4%)로 분포하고 있었다.졸

업 후 생활하고 싶은 나라에서는 한국이258명(58.5%)로 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그 다음으로 만76명(17.9%),기타 64명(15.1%), 국 36명(8.4%)로

나타났다.아버지가 태어난 나라는 한국이 308명(72.6%), 국은 75명

(17.7%), 만이 38명(9.0%),기타 2명(0.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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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 편차

연령 15.4 1.8

화교학교 재학기간(년) 8.2 3.5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20 51.9

여자 204 48.1

학생국
만 263 62.0

국(한국계 이외) 161 38.0

학년

학교 1학년 54 12.7

학교 2학년 59 13.9

학교 3학년 65 15.3

고등학교 1학년 82 19.3

고등학교 2학년 76 17.9

고등학교 3학년 88 20.8

성

상 권 122 28.4

권 241 56.0

하 권 61 14.4

희망 교육수

고등학교 24 5.7

문 학(2-3년제) 41 9.7

학교졸업(4년제) 298 70.3

학원 졸업(석사 는 박사) 61 14.4

아버지 국 은 만이 275명(64.9%)로 제일 많았고,그 다음으로는 국

113명(26.4%),한국 33명(7.8%),기타 4명(0.9%) 다.아버지 최종학력은

등학교 졸업이 12명(2.8%), 학교 졸업이 18명(4.2%),고등학교 졸업이 142

명(33.5%),2-3년제 문 학 졸업이 18명(4.2%),4년제 학교 졸업이 169명

(39.9%), 학원 졸업(석사 는 박사)이 30명(7.1%)로 나타났다.어머니가

태어난 나라는 한국이 276명(65.1%)로 가장 많고,그 다음으로 국 88명

(20.8%),기타 24명(5.7%)등으로 분포하고 있다.어머니 국 은 만이 246

명(58.0%), 국이 101명(23.8%),한국이 38명(9.0%),기타 39명(9.2%)로 나

타났다.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등학교 졸업이 1명(0.2%), 학교 졸업이 55

명(13.0%),고등학교 졸업이 120명(28.3%)이고,2-3년제 문 학 졸업이 20명

(4,7%), 학원 졸업(석사 는 박사)이 17명(4.0%)로 나타났다.부모의 결혼

지 는 결혼한 부부가 82.8%,이혼했거나 별거 이 10.6%,결혼한 없음

1.2%,모름 2.4%로 나타났다.

<표 Ⅳ-1>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N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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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생활하고 싶은 나라

한국 258 58.5

만 76 17.9

국 36 8.4

기타 64 15.1

아버지 태어난 나라

만 38 9.0

한국 308 72.6

국 75 17.7

기타 2 .5

아버지 국

만 275 64.9

한국 33 7.8

국 113 26.3

기타 4 .9

아버지

최종학력

등학교 졸업 12 2.8

학교 졸업 18 4.2

고등학교 졸업 142 33.5

2-3년제 문 학 졸업 18 4.2

4년제 학교 졸업 169 39.9

학원 졸업(석사 는 박사) 30 7.1

어머니 태어난 나라

만 24 5.7

한국 276 65.1

국 88 20.8

기타 34 8.0

어머니 국

만 246 58.0

한국 38 9.0

국 101 23.8

기타 39 9.2

어머니

최종학력

등학교 졸업 1 .2

학교 졸업 55 13.0

고등학교 졸업 120 28.3

2-3년제 문 학 졸업 20 4.7

4년제 학교 졸업 172 40.6

학원 졸업(석사 는 박사) 17 4.0

부모의 결혼지

결혼한 부부 351 82.8

이혼했거나 별거 45 10.6

결혼한 이 없음 5 1.2

모름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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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학교공부 1,2,3,4,5,6,7,8 8 .83

학교친구
9,10,11,12,13,14,
15,16,17,18

10 .87

학교교사
19,20,21,22,23,24,
25,26,27,28

10 .90

학교생활
29,30,31,32,33,34,
35,36,37,38

10 .85

2.변수의 측정

1)학교 응

본 연구에서는 화교 고등학생의 학교 응 수 을 측정하기 해 이규

미,김명식(2008)이 개발한 학생 학교생활 응 척도를 화교 학교의 상황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이 척도는 4개의 하 역으로 구분되며,

학교공부(8문항),학교친구(10문항),학교교사(10문항),학교생활(10문항)의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학교 응 하 요인들의 측정 내용은 각각 다음

과 같다.

(1)학교공부:학교에서의 학업에 한 자기효능감,학교공부에 한 흥미 정

도,학습에 한 이해,학습태도를 측정한다.

(2)학교친구:친구와 조화로운 계 정도,친구에 한 심 여부,신뢰도,

잘못에 한 시인 수 을 측정한다.

(3)학교교사:교사와의 조화로운 계,선호도,자유로운 화,교사에 한

정 감정 표 의 성 여부 등을 측정한다.

(4)학교생활:학교에서의 규칙과 질서의 수여부,학교시설물의 활용,휴지

나 쓰 기 처리,학교생활에 한 정 인 태도 등을 측정한

다.

<표 IV-2>학교 응 하 요인별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

응답은 ‘ 그 지 않다’(1 ),‘가끔 그 다’(2 ),‘자주 그 다’(3 ),

‘항상 그 다’(4 )와 같이 4 리커트 방식으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

수록 학교생활에 잘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의 하 요인별 문

항 번호 신뢰도 계수 Cronbach’s값은 <표 IV-2>와 같으며 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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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모든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 다.

2)문화 응 스트 스

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다차원 문화

응 스트 스 척도(MASI:MultidimensionalAcculturativeStressInventory;

Rodriguezetal.,2002)를 사용하 다.다차원 문화 응 스트 스 척도는 미

국의 라틴계 이민자의 문화 응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하여 개발되었으나,

아시아계 이민자에게도 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astillo,Cano,

Yoon,Jung,Brown,Zamboangaetal.,2015).다차원 문화 응 스트 스 척

도 MASI는 고유언어능력 압박(heritagelanguagecompetencepressure:7문

항), 어능력 압박(English competencepressure:7문항),문화 응 압박

(pressure to acculturation:7문항),고유문화유지 압박(pressure against

acculturation:4문항)의 4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본 연구에서는 한

국 내 화교 고등학생이라는 조사 상을 고려하여 하 역을 국어능력

압박,한국어능력 압박,한국문화 응 압박, 국문화유지 압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 다.각 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국어 능력 압박:화교가 한국으로 이주하기 이 문화의 언어인 국

어 능력에 한 스트 스를 의미한다.

(2)한국어 능력 압박:화교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문화의 언어인 한국어

능력에 한 스트 스를 의미한다.

(3)한국문화 응 압박:이주 이후 문화인 한국의 문화 규범에 응해야

한다는 스트 스를 의미한다.

(4) 국문화유지 압박:한국의 문화 규범을 받아들이기보다 국문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스트 스를 의미한다.

척도의 번안은 연구자와 지도교수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작업하 고,한

국어와 어 모두에 능통한 제3자의 검토를 받았다.이어서 한국어와 어

이 언어 사용자에게 한국어 번안을 어로 역번역(backtranslation)하도록

한 후,척도의 어 원문과 역번역의 표 을 조하여 번안의 정확성 내

용 타당도를 검증하 다.최종 으로 사용한 문항은 <부록>의 질문지에 제

시하 다.

측정은 ‘ 아니다’1 에서부터 ‘매우 그 다’5 의 리커트 척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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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국어 능력 압박 1,2,4,5,6,7 6 .75

한국어 능력 압박 8,9,10,12,13,14 6 .86

한국문화 응 압박 15,16,17,18,19,20,21 7 .73

국문화유지 압박 22,23,24,25 4 .77

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문화 응 스트 스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 요인별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표 III-3>와 같

으며,하 요인별 모든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 다.신뢰도 분석과정

에서 신뢰도를 해하는 국어능력압박 1개 문항과 한국어능력압박 1개 문

항을 제거하여 신뢰도를 개선시켰다.

  <표 III-3>문항 응 스트 스 하 요인별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

3) 국어 한국어 능력

국어와 한국어 능력은 각각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얼마나 잘 한

다고 주 으로 평가하는지를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응답방식은

‘ 못한다’1 ,‘거의 못한다’2 ,‘보통이다’3 , ‘약간 잘 한다’4 ,

‘매우 잘 한다’5 으로 구성하 다.4개 문항의 내 일 성 계수인

Cronbach’s α는 국어 능력이 .91이고,한국어 능력이 .90로 둘 다 높은 수

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

4)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화교 고등학생의 성별,연령,국 ,화교학

교 재학년수,부모의 교육년수,부모의 결혼지 를 설정하 다.이 성별은

‘남자’0,‘여자’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 고,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

변수로 사용하 고,학생국 은 ‘국’은 1,‘만’은 0로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사용하 으며,화교학교의 재학년수는 화교 유치원에서부터 등학교, 고

등학교까지 화교학교에 재학한 기간을 연속변수로 사용하 다. 

부모의 교육년수는 실제 학교에 재학한 연수를 등학교 6년, 학교 9

년,고등학교 12년,2년제 학교 14년,4년제 학교 16년,석사학 이상은

18년으로 산정하여 부모의 평균값으로 재학년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부모의 결혼지 는 ‘기혼’은 1,‘이혼’,‘사별’,‘결혼한 없음’은 모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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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코딩한 더미변수를 사용하 다.

3.자료분석 방법

연구문제 1인 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스트 스, 국어능력 한국

어능력,학교 응의 반 인 경향을 알아보기 해 평균,표 편차 등의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해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교 응의 4가지 하 역

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해 분산팽창계수(VIF)를 검토하 다.이상의 통계

처리는 SPSS 로그램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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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
편차

국어
능력
압박

1 나는 국어를 잘 하지 못 한다.

2.19 .65

2 나는 국어만 할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국어로 이야기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5 내가 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하거나 불공평
하게 한다.

6 사람들이 내가 당연히 국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슬린다.

7 나는 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차별을 받은 이 있다.

한국어
능력
압박

8 나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 한다.

2.01 .75

9 나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차별을 받은 이 있다.

10 내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하거나 불공평
하게 한다.

12 내가 한국어를 할 때 국어 억양이 섞여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

13 나는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14 나는 한국어만 할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한국
문화
응
압박

15 사람들이 나에게 한국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면 거슬린다.

2.43 .73

16 나는 사람들이 국의 문화를 존 하지 않으면 거슬린다.

17 나의 문화 배경 때문에 한국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다.

18 사람들이 내가 한국의 방식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 하면 마음이 불편
하다.

19 나는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 국의 방식과 한국의 방식 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면 마음이 불편하
다.

21 국의 습을 따르면 사람들이 나를 얕보는 것 같다.

국
문화
유지
압박

22 내가 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
한 이 있다.

2.09 .70
23 한국의 습을 따르면 사람들이 나를 얕보는 것 같다.

24 사람들이 내가 국의 방식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25 나는 내 가족이 국의 방식을 몰라서 마음이 불편하다.

IV.연구결과

1.문화 응 스트 스, 국어 한국어 능력,학교 응의

반 경향

1)문화 응 스트 스의 반 경향

<표 Ⅳ-1>문화 응 스트 스에 한 기술통계

   문화 응 스트 스의 반 경향은 <표 Ⅳ-1>과 같다. 련 문항들은

‘ 아니다’1 ,‘별로 아니다’2 ,‘보통이다’3 ,‘약간 그 다’4 ,‘매

우 그 다’5 등으로 5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 다.그 에서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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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압박이 평균 2.43 (표 편차 .73)으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는 국

어 능력 압박의 평균이 2.19 (표 편차 .65), 국문화유지 압박의 평균이

2.09 (표 편차 .70),마지막으로 한국어 능력 압박의 평균이 2.01 (표 편차

.65)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화교 고등학생들은 한국문화에 응하

기 한 압박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한국어 능력에 한 압박은 가장

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어 한국어 능력의 반 경향

국어 한국어 능력의 반 경향은 <표 IV-2>와 같다.말하기,듣

기,읽기,쓰기 등의 문항에 해 ‘ 못 한다’1 ,‘거의 못 한다’2 ,‘보

통이다’3 ,‘약간 잘 한다’4 ,‘매우 잘 한다’5 등으로 조사하 다. 국

어 능력과 련한 문항 에서는 듣기 평균 4.14 (표 편차 .97),읽기 평균

3.96 (표 편차 1.07),말하기 평균 3.90 (표 편차 1.12),쓰기 평균 3.79

(표 편차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어 능력과 련한 문항 에서는 듣

기 평균 4.30 (표 편차 .91)으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읽기 평균 4.22

(표 편차 .95),말하기 평균 4.17 (표 편차 1.09),쓰기 평균 3.85 (표

편차 1.11)의 순이었다.조사 상자들은 자신의 국어와 한국어 능력을 반

으로 약간 잘 하는 수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말하기,듣

기,읽기,쓰기 네 가지 역 모두 한국어가 국어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화교 고등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국어 능력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네 가지 역을 합친 체 한국어 능력의 평균은 4.13이고, 국

어 능력의 평균은 3.94이다.

<표 Ⅳ-2> 국어 한국어 능력에 한 기술통계

문항 평균 표 편차

국어

말하기 3.90 1.12
듣기 4.14 .97

읽기 3.96 1.07
쓰기 3.79 1.11

체 3.94 .96

한국어

말하기 4.17 1.09

듣기 4.30 .91
읽기 4.22 .95

쓰기 3.85 1.11

체 4.1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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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
편차

학교공부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부분 이해할 수 있다.

2.50 .49

2 나는 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3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 한다.

4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5 나는 노력만 하면 지 보다 성 을 더 올릴 수 있다.

6 학교공부는 내가 훌륭한 인간으로 커 가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7 학교에서 배우고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
이다.

8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친구

9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3.03 .50

10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1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12 나와 함께 놀아 학교친구가 있다.
1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14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조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

15 우리 반 친구가 학습 비물을 미처 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
용한다.

16 나는 학교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한다.

17 나는 반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잘 귀담아 듣는다.

18 나에게는 고민을 나 학교친구가 있다.

학교교사

19 선생님들은 배울 이 많다.

2.24 .58

20 선생님들은 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한다.
21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심을 갖고 있다.

22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체로 마음에 든다.
2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체로 가까이 하기가 편하다.

24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25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3)학교 응의 반 경향

학교 응은 학교공부,학교친구,학교교사,학교생활의 네 가지 하 역

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가능 수범 는 1-4 이었다.학교 응의 반 경

향은 <표 IV-3>과 같다.학교친구의 평균이 3.03 (표 편차 .50)으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 학교생활은 평균 2.73 (표 편차 .52) 으로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 학교공부로 평균 2.50 (표 편차 .49)이고,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

는 것은 학교교사 평균 2.24 (표 편차 .58)이다.이를 바탕으로 화교 고

등학생들은 학교친구들과는 비교 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교사와는

상 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Ⅳ-3>학교 응에 한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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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
편차

26 내 마음속의 비 을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27 나는 선생님과 편하게 화할 수 있다.

28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학교생활

29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용 하려고 한
다.

2.73 .52

30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잘 지켜
야 한다.

31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 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32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33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34 나는 학교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35 나는 주변활동을 열심히 한다.
36 나는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37 나는 우리 학교의 특별한 행사(운동회 등)에 극 으로 참여
하고 있다.

38 나는 성공 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문화 응 스트 스, 국어 한국어 능력과 학교 응과의 련성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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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연령

1.00
2 성별(1=여)

-.03 1.00
3 학생국 (1= 국)

-.24** .09 1.00

4 화교학교 총재학년수
.26** .00 -.48** 1.00

5 부모 교육년수
.05 -.07 -0.81 .15** 1.00.

6 부모 결혼지 (1=기혼)
-.09 -.07 -.11* .28.** .22** 1.00 .

7 국어 능력 압박
-.04 .05 -.05 .11* .-.01 .08 1.00

8 한국어 능력 압박
.01 .03 .34** -.27** .00 -.16** .03 1.00

9 국문화유지 압박
-.01 .00 .17** -.10* .06 -.02 .27** .53** 1.00

10 한국문화 응 압박
-.17** .17** -.43** -.17** .02 .02 .07 .57** .53** 1.00.

11 국어능력
-.04 .10* .18** -.16** -.05 -.05 -.42** .14** -.05 .21** 1.00

12 한국어능력
.06 .19** -.25** .34** .06 .16** -.02 -.49** -.26** -.16** .12* 1.00

13 학교공부 응
-.18** -.03 -.01 -0.6 .08 .09 -.20** -.13** -.14** -.12* .21** .15** 1.00.

14 학교친구 응
-.04 -.01 -.14** .04 .09* .11* -.18** -.24** -.25** -.28** .09* .22** .37** 1.00.

15 학교교사 응
.05 -.03 .07 -.05 .11* -.00 -.13* .11* .05 .06 .13** -.07 .41** .11* 1.

00.
16 학교생활 응

.08 -.06 -.10* .12* .14** .07 -19** -.12* -.18** -.18** .04 .10* .44** .40** .40** 1.00.

* <.05.** <.01.

<표 Ⅳ-4>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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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통제변수

연령 -.06 .01 -.21***

성별(1=여) -.04 .05 -.04

국 (1= 국) .01 .20 .03

화교학교 총재학년수 .01 .01 -.04

부모 교육년수 .01 .01 .07*

부모 결혼지 (1=기혼) -.25 .15 -.08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능력 압박 -.02 .01 -.11

한국어 능력 압박 .00 .01 .00

국문화유지 압박 .00 .01 .02

한국문화 응 압박 -.02 .01 -.19**

국어 한국어 능력

국어 능력 .09 .03 .17**

한국어 능력 .07 .03 .13*

(상수) 3.0 .29

R2 .150

* <.05.** <.01.*** <.001.

1)학교공부 응과의 련성

문화 응 스트 스의 하 역인 국어 능력 압박,한국어 능력 압박,

국문화유지 압박,한국문화 응 압박과 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이 학

교공부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이들 독립변수들은 학교공부 응의 총분산을 15% 설명

하 다.

<표 Ⅳ-5>학교공부 응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문화 응 스트 스와 련해서 한국문화 응 압박이 학교공부 응에 통

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한국문화 응 압박이 심할수

록 화교 고등학생들이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01).

언어능력이 학교공부 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국어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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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1)과 한국어 능력( =.13, <.05)모두 학교공부 응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국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

록 학교공부에 응을 잘 하는 것을 나타낸다.특히 그 에서도 국어 능

력이 한국어 능력보다 학교공부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

통제변수 에서는 화교 고등학생의 연령과 부모의 교육년수가 학교

공부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화교 고등학생의 연령이 높

을수록 학교공부에 더 잘 응하지 못하고( =-.21, <.001),부모의 교육

년수가 길수록 화교 고등학생들이 학교공부에 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07, <.05).

2)학교친구 응과의 련성

국어 능력 압박,한국어 능력 압박, 국문화유지 압박,한국문화 응

압박, 국어 능력,한국어 능력 등이 학교친구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이들 독립변수들

은 학교친구 응의 총분산을 17.6% 설명하 다.

문화 응 스트 스의 하 역 에서 국어 능력 압박과 한국문화

응 압박이 학교친구 응에 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다. 국어

능력 압박이 심할수록 학교친구 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11,

 <.05),한국문화 응 압박이 심할수록 학교친구 응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001).

언어 능력이 학교친구 응에 미치는 향을 보면, 국어 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한국어 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따라서 화교 고등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친구에

한 응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 <.05).

통제변수 에서는 부모의 교육년수만이 유일하게 학교친구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정 향을 미치고 있는데( =.12, <.05),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화교 고등학생들이 학교친구 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

다.그러나 연령,성별,화교학교 총재학년수,부모 출생국,부모의 결혼지

와 같은 통제변수들은 학교친구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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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통제변수

연령 -.03 .01 -.11

성별(1=여) .01 .05 .01

국 (1= 국) -.02 .02 -.05

화교학교 총 재학년수 -.01 .01 -.03

부모 교육년수 .02 .01 .12*

부모 결혼지 (1=기혼) .12 .07 .09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능력 압박 -.08 .04 -.11*

한국어 능력 압박 -.05 .05 -.08

국문화유지 압박 -.07 .04 -.08

한국문화 응 압박 -.12 .05 -.18***

국어 한국어 능력

국어 능력 .04 .03 .08

한국어 능력 .08 .03 .13*

(상수) 3.41 .296

R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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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6>학교친구 응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3)학교교사 응과의 련성

국어 능력 압박,한국어 능력 압박, 국문화 응 압박,한국문화유지

압박, 국어 능력,한국어 능력 등이 학교교사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독립변수들은 학

교교사 응의 총분산을 6.1% 설명하 다.

문화 응 스트 스의 하 요인 어떤 변수도 학교교사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국어 한국어 능력도 학교교사

응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에서는 부모의 교육년수만이 유일하게 학교교사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05).

이는 부모의 교육년수가 길수록 화교 고등학생들이 학교교사에 한 응

을 잘 한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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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통제변수

연령 .01 .02 .04

성별(1=여) -.05 .06 -.04

국 (1= 국) .01 .02 -.05

화교학교 총재학년수 .00 .01 .01

부모 교육년수 .02 .01 .14*

부모 결혼지 (1=기혼) .02 .08 .01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능력 압박 -.04 .05 -.05

한국어 능력 압박 .07 .06 .09

국문화유지 압박 .02 .05 .03

한국문화 응 압박 -.02 .06 -.02

국어 한국어 능력

국어 능력 .06 .04 .09

한국어 능력 -.02 .04 -.03

(상수) 1.76 .36

R2 .061

* <.05,** <.01

<표 Ⅳ-7>학교교사 응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4)학교생활 응과의 련성

문화 응 스트 스의 하 역인 국어 능력 압박,한국어 능력 압박,

국문화유지 압박,한국문화 응 압박과 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학교

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이들 독립변수들은 학교생활 응의 총분산을 32.1% 설

명하 다.

문화 응 스트 스의 하 역 에서 국어 능력 압박만 유일하게 학

교생활 응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부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어 능력에 한 압박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 응 수 이 낮음을

알 수 있다( =-.15, <.01).언어능력과 련해서 국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 모두 학교생활 응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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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통제변수

연령 .00 .01 .01

성별(1=여) -.02 .04 -.02

국 (1= 국) .01 .02 -.05

화교학교 총재학년수 .00 .01 .04

부모 교육년수 .02 .01 .18*

부모의 결혼지 (1=기혼) .06 .05 .06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능력 압박 -.09 .03 -.15**

한국어 능력 압박 .02 .04 .04

국문화유지 압박 -.02 .03 -.15

한국문화 응 압박 -.06 .04 -.12

국어 한국어 능력

국어 능력 .04 .02 .09

한국어 능력 .03 .03 .08

(상수) 2.44*** .243

R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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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수 에서 부모의 교육년수가 학교생활 응과 통계 으로 유의한

정 련성이 있었다.즉 부모의 교육년수가 길수록 화교 고등학생의 학

교생활 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05).

<표 Ⅳ-8>학교생활 응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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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화교 고등학생을 상으로 문화 응 스트 스, 국

어 한국어 능력,학교 응의 반 인 경향을 살펴보고,문화 응 스트

스와 국어 한국어 능력이 학교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는 것이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소재 화교 학교에 재학 인

고등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총 42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해 연구문제별로 결론을 내리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한국

어 능력,학교생활 응의 반 인 경향은 어떠한가?

첫째,문화 응 스트 스는 4개 하 역이 있는데 그 에서 한국문화

응 압박의 평균이 제일 높고,그 다음으로는 국어 능력 압박, 국문화

유지 압박,마지막으로는 한국어 능력 압박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화교 고등학생들은 한국문화에 응하기 한 가장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는 반면,한국어 능력에 한 압박을 가장 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재 화교 학교에 재학 인 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서 자랐고 가정에서도 한국어로 화를 하기 때문에 화교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한국어 능력에 한 압박 수 은 가장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문화 응 압박 수 은 상 으로 높다.이는 화교 고등

학생들이 한국어에 한 압박과는 별개로 한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한국 문화에 응하는 과정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다.

둘째,화교 고등학생들의 국어 한국어 능력에서 체 한국어 능

력의 평균이 국어 능력의 평균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 한 말하기,듣

기,읽기,쓰기 네 가지 역 모두 한국어가 국어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화교 고등학생들은 본인의 한국어 능력이 국어 능력보다 좋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체 언어 능력 역 에서는 국어 쓰기가 제일 낮

았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재은(2014)의 논문에서 화교 고등학생의 한국

어 능력이 국어 능력보다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화교 고등학생의 국어 능력이 한국어 능력보다 조한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화교 인구의 감소로 인해 화교 간에 왕래

가 어들어들면서 화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비율이 증가하 다.화교

가정 안에서 국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어들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가

정이 많아진 것이다.둘째,화교 학교에서 만의 교과서를 사용하지만 이

교과내용들이 만의 학생을 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교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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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화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만의 교육과

정을 따르고 있고 번자체를 배우지만 화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국에서

도 간자체를 쓰고 한국의 학에서는 국 내륙에 기반한 강의가 이루어진

다.따라서 이런 배경은 화교 고등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하된 원인과

련이 있다.

담도경(2007)의 연구에서도 만에서 화교의 취업에 한 엄격한 제한으

로 인해 만의 학에 진학하려는 화교 학생이 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화교 학생들이 한국 학에 진학하려고 한다.한국의 학

입학을 비하면서 한국어 책에 집 하여 공부하기 때문에 상 으로 국

어 실력은 떨어지게 된다.

셋째,화교 고등학생의 학교 응의 반 인 경향은 학교친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생활,학교공부이고,마지막은 학

교교사이다.이를 바탕으로 화교 고등학생들은 학교친구와는 비교 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교사와는 상 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화교 고등학생의 반 인 학교 응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교사와의 계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연구문제 2.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한국

어 능력과 학교 응의 련성은 어떠한가?

첫째,학교공부에 한 문화 응 스트 스, 국어 한국어 능력의

향을 규명하기 해 실시한 다 회귀분석에서는 문화 응 스트 스의 하

역 한국문화 응 압박이 높으면 학교공부에 한 응을 잘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화교 고등학생들의 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모두 학교공부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쳤다.이러한 결과

는 정 (2007)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말하기,듣기,쓰기,

읽기와 같은 언어 역의 능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 응 수 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화교 학교에서는 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수업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교사가 한국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국어와 한국

어 모두 다 잘해야만 학교공부에도 잘 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학교친구 응에 한 다 회귀분석에서는 문화 응 스트 스 련

해서 국어능력 압박이 심할수록,그리고 한국문화 응 압박이 심할수록 학

교친구에 한 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언어 능력과 련해

서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친구 응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한국 사람과 다르게 하고 있다고 느끼는 등 한국문

화 응 압박을 높은 수 으로 경험할수록 화교 고등학생들이 친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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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받는 등 교우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학교교사 응에 한 다 회귀분석에서는 문화 응 스트 스와 한

국어 국어 능력 모두 학교교사 응과 유의미한 련성이 발견되지 않

았다.부모의 교육년수만이 학교교사 응에 정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와의 계 차원에서 학교에 잘 응하기 해서는 문화 응이

나 언어 요인보다 다른 요인이 요한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요인에 해서

는 추가 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학교생활 응에 한 다 회귀분석에서는 국어 능력 압박이 학

교생활 응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언어 능력과 련해서

국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 모두 학교생활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화교로서 국어를 잘 해야 한다는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경

우 반 인 학교에서의 생활,즉 학교의 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학교

규칙을 수하는 등의 차원과 련된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이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화교 고등학생의 학교 응 향상 방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교생활 응의 네 가지 역 교사 응의 평균 수가 가장 낮

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화교 고등학생의 학교 응에서 교사와의 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다.과거부터 화교 학교의 교사들은 만에

서 한국으로 견되어 수업을 진행해왔다. 재도 만에서 교사가 견되고

있지만 화교 학교에서 교사의 우가 좋지 않고 여도 고 교사를 한

연수도 없어서 만 교사의 학력이 높지 않고 교사의 질도 낮아지는 추세이

며,한국생활에 응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

아 화교 학교에서는 문과를 졸업한 한국인 교사나 국에서 학을 나온

한족이나 조선족 국인 교사를 채용하는 실정이다.그러므로 화교 학교 교

사들의 우를 향상시키고 교사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

하거나 한국 교사들과 함께 공부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국어 능력이 학교공부 응에,한국어 능력이 학교공부 응과 학

교친구 응에 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한국 내 화교 학교들이 한

국어 국어 구사 능력 향상을 학교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이를 달성

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화교 고등학교는 한국어와 국어

능력 향상을 해 교과 수업뿐 아니라 살아 있는 국어를 할 수 있는 다

각 인 방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강력한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

에서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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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료를 통해 높은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학생들이 자기주도 으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탄력 인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화교 고등학교의 상황을 활용한다면

이에 한 구체 인 실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한국문화 응 압박이 학교공부 응과 학교친구 응에 향을 미친

다는 결과는 학교공부와 교우 계 향상을 해서는 한국문화에 익숙해야 한

다는 스트 스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한

국어 능력 압박이 학교친구 응과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교우 계와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차원의 응을 해 화교로서 국어를

잘 해야 한다는 스트 스를 덜 느끼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첫째,본 연구는 서울 인천 소재

화교 학교에 재학 인 화교 청소년을 상으로 하 다.하지만 이외의 지역

에 거주하는 화교 고등학생이 있으므로 그 결과를 반 인 경향으로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

출하기 해 지방에 거주하는 화교 고등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확 할

필요가 있다.둘째,화교 고등학생의 문화 응스트 스, 국어 한국어

능력과 학교 응과의 계성을 분석하여 문제 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도

출하 으나 하지만 조사 방식의 한계로 인해 심층 인 질 연구는 하지 못

했다.이를 해서는 보다 심층 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 이 있으나,이 연구는 한국에서 이주 집단으로 오랜 역사

를 갖고 있음에도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화교 고등학생들의

학교 응이라는 주제에 집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화교 고등학생에

게 학교 응은 이들이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요하다.특히,이주 배경 청소년에게 매우 요한 문화 응 스트 스와 언

어 능력에 심을 두고 학교 응과의 련성을 규명함으로써,화교 청소년의

학교 응과 련 요인을 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이러한 자료는 화교 집단에 그치지 않고 이주 배경 청소년의 문

화 응 스트 스,언어 능력,학교 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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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화교 청소년의 문화적응, 중국어 및 한국어능력 , 학교생활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응답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모든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조사에서는 학생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응답내용은 부호로 처리되어 통계법 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응답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실수로 한 문장이라도 빠뜨리게 되면 설문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해주십시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이 연구를 통해 화교 청소년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구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 구 자
쩡  친

(鄭 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가정과교육전공 

석사과정

이메일 : zhenggin84@snu.ac.kr

전화번호 : 010-3787-8016

지도교수
이재림

(李宰林)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 52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공부는 내가 훌륭한 인간으로 커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 배우고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8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10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12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학교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반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잘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18 나에게는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19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I. 다음을 잘 읽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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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
선생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1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2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24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25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26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선생님과 편하게 대화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8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29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용 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30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잘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31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2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학교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5 나는 주번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① ② ③ ④

37
나는 우리 학교의 특별한 행사(운동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8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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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국어를 잘 하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중국어를 배워야 할 것만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중국어로 

이야기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람들이 내가 당연히 중국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슬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학생의 한국어와 중국어 실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못 한다

거의 

못 한다
보통이다

약간 

잘 한다

매우 

잘 한다

한국어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듣기 ① ② ③ ④ ⑤

읽기 ① ② ③ ④ ⑤

쓰기 ① ② ③ ④ ⑤

중국어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듣기 ① ② ③ ④ ⑤

읽기 ① ② ③ ④ ⑤

쓰기 ① ② ③ ④ ⑤

III. 학생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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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한국어를 배워야 할 것만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한국어를 할 때 중국어 억양이 

섞여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람들이 나에게 한국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면 거슬린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면 거슬린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국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8

사람들이 내가 한국의 방식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0

중국의 방식과 한국의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중국의 관습을 따르면 사람들이 나를 

얕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중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한국의 관습을 따르면 사람들이 나를 

얕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4

사람들이 내가 중국의 방식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 가족이 중국의 방식을 

몰라서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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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음을 읽고 학생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거나 써 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의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① 대만             ② 한국          ③ 중국 (한국계)      

   ④ 중국 (한국계 이외)           ⑤ 기타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학생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_________ 세

4. 현재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고등학교 1학년           ⑤ 고등학교 2학년           ⑥ 고등학교 3학년 

 

5. 학생은 화교 학교를 총 몇 년 다녔습니까?    총 _________ 년

   ※ 화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합해서 답해 주십시오.

   ※ 개월은 반올림해서 답해 주십시오. 

      [예] 3년 1~6개월 → ‘3년’으로 응답  /  3년 7~12개월 → ‘4년’으로 응답

6. 학생의 성적은 다음 중 어느 수준에 속합니까? 

   ① 상위권 (상위 30%이내)    ② 중위권 (상위 30% - 70%)  ③ 하위권 (상위 70% 이하)

7.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어느 수준의 학교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 졸업 (2-3년제)

   ③ 대학교 졸업 (4년제) ④ 대학원 졸업 (석사 또는 박사)   

8.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고 싶습니까?

   ① 한국           ② 대만        ③ 중국        ④ 기타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

9. 학생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학생은 표시하지 말고 10번으로 넘어가십시오.)

    9-1. 학생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까?

     ① 대만           ② 한국         ③ 중국   ④ 기타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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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학생의 아버지의 현재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중국적은 두 가지 모두에 표시)

     ① 대만           ② 한국         ③ 중국   ④ 기타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

    9-3. 학생의 아버지는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②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③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④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중퇴)

     ⑤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⑥ 대학원 졸업 (석사 또는 박사)    

     ⑦ 모름

10. 학생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학생은 표시하지 말고 11번으로 넘어가십시오.)

   10-1. 학생의 어머니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까?

     ① 대만           ② 한국         ③ 중국   ④ 기타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

   10-2. 학생의 어머니의 현재 국적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중국적은 두 가지 모두에 표시)

     ① 대만           ② 한국         ③ 중국  ④ 기타 (적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

   10-3. 학생의 어머니는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②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③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④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중퇴)

     ⑤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⑥ 대학원 졸업 (석사 또는 박사)       

     ⑦ 모름

 

11.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한 부부임 ② 이혼하셨거나 별거 중임   

   ③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음 ④ 결혼한 적 없음     ⑤ 모름

   

12. 학생은 본인의 전반적인 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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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amongAcculturativeStress,Chineseand

KoreanLanguageCompetency,andSchoolAdjustment

amongAdolescentsatChineseSchoolsinKorea

QinZheng

Dept.ofHomeEconomic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 objective ofthis research is to generally view the normal

influence factors including acculturative stress,Chinese and Korean

competency,and schooladjustmentofmiddleand high schoolstudents

among overseas Chinese, and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the

relationshipamong acculturativestress,ChineseandKoreancompetency,

andschooladjustment.Theacculturativestressofmiddleandhighschool

studentsamongoverseasChineseiscomprisedbyChinesecompetency,

Chinesecompetency,Koreanacculturation,andChineseculturalcontinuity.

Theabilityofschooladjustmentincludesstudy,friend,teacher,andlife.

The data of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whoarelearninginSeoulandIncheonnow.Andtotally424

personalinformationiscollectedandanalyzedbydescriptivestatisticsand

multipleregressionanalysis.

Theresultsofthisstudyandfocusesareasfollows.

Firstly,the results of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lated to the

adjustmentability to school’s studyshowthatacculturative stress and

Koreanacculturationstresshavegreateffectontheadjustmentabilityto

school’sstudy.AnditisconfirmedthatChinesecompetencyandKorean

competencybothhavegoodeffectontheabilitytotheschool’sstudy.And

furthermore,theeducationperiodofone’sparentsislonger,anditwill

show bettereffectontheabilitytoschool’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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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theresultsofmultipleregressionanalysisrelatedtothe

adjustment ability to school’s friendshowthat the stress of Chinese

competency and Korean acculturation stress isdeeper,thereis more

difficult effect on adjustment ability to school’s friend. Korean

competencyofthesemiddle and high schoolstudents among overseas

Chineseishigher,itwillshow bettereffecton adjustmentability to

school’sfriend.Andfurthermore,theacademicqualificationofone’sparents

ishigher,anditwillshow bettereffectontheabilitytoschool’sfriend.

Thirdly,theresultsofmultipleregression analysisrelated tothe

adjustmentability to school’s teachershowthatacculturative stress and

languagecompetencyhavenotsogreateffectontheadjustmentability

toschool’steacher.Andfurthermore,theeducationperiodofone’sparents

islonger,anditwillshow bettereffectontheabilitytoschool’steacher.

Lastly,the results of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lated to the

adjustmentability to school’s lifeshowthatifone’s Chinese language

stress is deeper,and itwillshow greatnon-adaptiveeffecton the

adjustmentabilitytoschool’slife.However,itshowsthatbothChinese

competency and Korean competency have no great effect on the

adjustmentabilitytoschool’slife.Ontheotherhand,theeducationperiod

ofone’sparentsislonger,anditwillshow bettereffectontheabilityto

school’slife.

Based on theresultsofthisresearch,someamendmentprojects

suited to schooladjustmentformiddle and high schoolstudents of

overseas Chinese students are presented such as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suitableforthesocietyofoverseasChinese,theusability

increasing ofdouble language,learning-assistance and life-instruction,

discussion for a higher grade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and

vocationaleducation.Allofthese amendmentprojects considered by

different family backgroundcan show great effect on characteristic

educationforeach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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