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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경험이 그날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내부귀인대처 및 내부귀인

성향이 이 과정에 개입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일기

측정 설문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

생 61명을 대상으로 내부귀인성향을 측정하였으며, 10일 간의 차별경험,

내부귀인대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를 측정하였다. 총 465개의 자료가

회수되었으며(응답률 81%),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차별사건을 보고한

날 155개(41.8%), 보고하지 않은 날 216개(58.2%)의 최종 자료를 분석하

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 차별경험은 우울 및 학

업지속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차별경험은 외국인 유학생의 일

상적인 심리적·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내부귀인대처는 차별

과 우울, 차별과 학업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으며, 둘의

관계를 완화하였다. 즉 차별경험에 대하여 내부귀인대처를 사용하면 차

별경험으로 인한 우울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학업지속의도의 하락폭 역

시 줄어들었다. 셋째, 내부귀인성향 역시 차별과 우울간의 관계를 유의하

게 조절하였는데, 내부귀인대처와는 달리 둘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즉 내

부귀인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차별에 대하여 더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

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대처는 단기적으로 적응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전반적인 내부귀인성향은 심리적 적응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는 단회 측정 설문연구에서 널리 입증된 차별경험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일상적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 외국인 유

학생 연구의 방법론적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내부귀인

대처 및 내부귀인성향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외국인 유

학생들의 적응과정 및 대처방식에 대한 상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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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외국인 유학생, 차별경험, 내부귀인, 일기 측정 방법

학 번 : 2015-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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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가 간 인적 자원의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학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6년 8월

30일 교육부의 ‘2016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4

월 1일 기준 104,262명의 유학생이 집계되었으며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

어섰다. 2004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외

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in Korea Project)을 발표하였는

데, 그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개선,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국한 유학생의 숫자가 2004년

16,832명에서 2016년도까지 12년 간 무려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학생

유입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취하고 있지만, 막상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적응, 특히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호

소한다(김영경, 2009; 최정, 2016). 적응의 과정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

한 학업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 사회적 지지의

감소를 겪으며(진미경, 조유진, 2011) 이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이

나 불안, 신체화 등(김민선, 서분옥, 서영석, 2010; 신이린, 2014; 진미경,

조유진, 2011)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동시에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주동범, 김향화, 2013).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에서도

차별경험은 여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차별경험은 다양한

인종 및 국가에 걸쳐서 명시적·암시적 형태로 드러나는데(Zoljargal &

Chimed, 2014),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 부적응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신이린, 2014; 주동범, 김향화, 2013).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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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위가 낮음으로 인해 자신이 불공평한 대

우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Mirage, 1994)이다. 차별은 ‘일상적’으로 일어

나는 것으로 설명되었는데, Sue, Capodilupo, Torino, Bucceri, Holder,

Nadal과 Esquilin(2007)은 짧고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차

별을 인종적 미세공격(Racial Microagressions)이라고 명명하였다. 일상

적 차별경험은 만성적 차별과 심리적 고통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나(Ong, Fuller-Rowell, & Burrow, 2009),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차

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왔다.

차별이라는 경험은 타인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개념에 위협을 가져오며(Goffman, 1963), 동시에 주류 집단으로부터

의 거절경험이기에 수용과 사회적 연결감의 욕구(Baumeister & Leary,

1995)를 좌절시킨다(Schmitt, Branscombe, Postmes, & Garcia, 2014). 차

별은 다양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rrell, 2000). 차별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으며, 더 높은 우

울, 불안과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다(Schmitt et al., 2014).

이러한 경향성은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서한나, 2009; 진민

진, 배성만, 현명호, 2011). 또한 캠퍼스 내에서 경험하는 차별경험은 심

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학업 적응 및 학업 지속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Nora & Cabrera, 1996).

차별경험이 야기하는 심리적·학업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개

인의 대처방식 역시 중요하다. 여러 학자들은 차별경험을 스트레스 대처

이론(Stress-Coping Theory; Lazarus & Folkman, 1984)으로 개념화하

기 시작하였다(Harrell, 2000; Miller & Kaiser, 2001). 차별스트레스-대처

이론(Miller & Kaiser, 2001)에 따르면 개인마다 차별이라는 환경 변인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며 이는 차별로 인한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수많은 연구들은 단순히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

력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별에 대하여 개인이 반응하는 대처방식

에 주목하였다. 적극적·소극적 대처와 같은 전반적인 대처(채향화, 2008;

Harrell, 2000)와, 인지적 재평가, 회피, 반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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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연구되어왔다(Borders & Liang, 2011; Hatzenbuehler et al., 2009;

Major, Spencer, Schmader, Wolfe, & Crocker, 1998; Miranda,

Polanco-Roman, Tsypes, & Valderrama, 2013).

몇몇의 연구 및 이론은 차별경험에 대한 대처방식 중 하나로 내부귀

인을 지적한다(Goffman, 1963; Ruggiero & Taylor, 1995, 1997; Taylor

& McKirnan, 1984). 내부귀인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성

격, 태도, 능력, 동기, 정서, 습관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돌리는 것이다

(홍대식, 1993; Heider, 1958). 차별경험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정적

사건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며(Fiske &

Taylor, 1991), 많은 경우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된다(Goffman,

1963; Ruggiero & Taylor, 1995, 1997; Taylor & McKirnan, 1984). 소수

인종집단은 차별을 경험했을 때 그 불공정한 대우를 자신의 개인적인 부

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Taylor & McKirnan, 1984), 심지어 차별사건

이 애매모호한 경우 사회적 차별로 귀인하기보다는 자신 개인의 노력이

나 능력으로 귀인 하는 경향성을 보였다(Ruggiero & Taylor, 1995,

1997). 차별에 대하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귀인을 하면 한편으로

는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 당사자의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 자존감 보호 등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끊임없이 타인의 편견어린 시야에 의하여 규정된 ‘오염된 정체

성’(Goffman, 1963)으로 살게 된다. 피해자 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종류

의 내부귀인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임정현, 2017; Janoff-Bulman, 1979).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은 한편으로 통제감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

응능력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부정적 생활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은 정신건강 및 기타 적응 관련 지표에 해로운 영향을 끼

친다는 점을 보고한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은 우울증을 예측

(심종은, 이영호, 2000; 천은주, 1998; Garnefski, Legerstee, Kraaij, Van

Den Kommer, & Teerds, 2002)하며 심지어는 ‘우울 유발적 귀인양식’ 중

하나로 분류된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또한 학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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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자존감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Haugen & Lund, 2002).

이처럼 부정적 사건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성은 스트레

스 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김정미 & 조현재, 2009;

Kraaij et al., 2003).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외적인 사건 자체라기보

다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 및 반응이 외적 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스트레스

를 유발한다는 스트레스-대처이론과 맞닿아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경험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내부귀인은

차별경험으로 인한 우울을 증폭시키고, 학업지속의도를 더욱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내부귀인을 일반적 성향으로 보는 경우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Janoff-Bulman, 1979). 내부귀

인성향이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는 성향을 지

칭한다면, 내부귀인대처는 특정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대처방식을 칭한다. 내부귀인성향은 자신에 대한 안정적·전반적

귀인이라면, 내부귀인대처는 불안정적·구체적 귀인이라고 볼 수 있다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

귀인의 영향을 확인하되,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방법을 채택하고

자 한다. 먼저, 차별경험을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맥락에서 검증하고자 한

다. 실제 차별경험은 짧고 미세한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지만

(Sue et al., 2007), 대다수의 연구는 ‘지난 1년간의 차별감’ 혹은 ‘한국에

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차별감’을 측정해왔다(김현옥 외, 2011; 서한나,

2009; 진민진 외, 2011). 이러한 측정방식은 일상적인 맥락을 강조하고

있는 차별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뿐더러, 회상편향(recall bias)으로 인하

여 자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Richardson, 2015; Tennen, Affleck, &

Armeli,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건과 가까운 시점에서 측정

이 가능한 일기 측정 방법(Daily Diary Method)을 활용하고자 한다. 일

기 측정 방법은 참여자들의 일상적 경험과 각 경험에 대한 반응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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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방법으로(Tennen, Affleck, & Armeli, 2005), 실제로 몇몇 연구

에서 차별경험에 대한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왔다

(Hatzenbuehler et al., 2009; Jose & Lim, 2017; Torres & Ong, 2010).

또한, 본 연구는 내부귀인을 내부귀인성향과 내부귀인대처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통제소재를 묻는 것과

같은 내부귀인성향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면(심종은, 이영호, 2000), 본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당일에 일어난 차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귀인방

식인 내부귀인대처를 측정하여 두 가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이 외

국인 유학생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기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는 차별경험이 정서적·학업적 적응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권귀연, 2017; 김해경, 2016; 김현옥 외,

2011; 서한나, 2009; 진민진 외, 2011; Levin, 2006; Nora & Cabrera,

1996; Schmitt et al., 2014)과, 내부귀인이 이 관계를 조절한다는 기존

연구(김정미 & 조현재, 2009; Kraaij et al., 2003)를 반복 검증하되, 이러

한 관계가 일상적인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

다. 이 과정에서 내부귀인대처와, 내부귀인성향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

향을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생태학적 타당도 및 연구의 엄밀

성을 높여 기존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상담자

들에게는 외국인 유학생의 구체적인 적응 과정 및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경험이 그날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내부귀인대처 및 내부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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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이 과정에 개입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차별경험은 그날의 우울과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부귀인은 이 과정을 조절할 것인

가?

가설 1.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차별경험은 그날의 우울 및 학업지속의

도를 예측할 것이다.

가설 2.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대처는 차별경험과 우울, 학업지속의도

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내부귀인성향은 차별경험과 우울, 학업지속의도의 관계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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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일상적 차별경험

1) 일상적 차별경험의 정의

지각된 차별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낮은 지위 때문에 자신이 불공평

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Mirage, 1994)이다. Harrell(2000)은 차

별 스트레스에 대한 다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차별은 크게 세 가지 형

태, 즉 차별 사건(직접적 혹은 대리적 차별 경험), 일상적 상호작용, 그리

고 만성적 차별을 통해서 경험된다. 먼저 차별 사건(Episodic Stress)은

비교적 단기간에 일어나며 사건으로 경험하는 차별경험이다.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리적 경험, 즉 관찰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가족

이나 친구가 경험한 차별 사건은 개인의 불안, 위험에 대한 인식, 슬픔과

분노를 자아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차별은 일상적인 상호작용(Daily

Racism Microstressors)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미묘하고 때때로

는 의도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편만하게 일어나는 모욕적 상호작용이

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전달되며 인종적 편견이 아직 세상 속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인식을 그 대상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아래에

Sue 외(2007)를 참고하여 더 부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은 만성적

인 형태(Chronic Strain)를 지닐 수 있다. 이는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차

별로,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나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 차별의 역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제도적인

차별보다는 구체적인 차별 사건이나 미묘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

어나는 차별에 주목하고자 한다.

Sue 외(2007)는 현대사회의 차별은 과거의 것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미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하며, 소수 인종 집단에 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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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폄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짧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인종적

미세공격(Racial Microagressions)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인

종적 증오와 편견이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표현되었던 ‘옛 차별’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모호하고 흐릿한 방식으로 진화하여 분별하기 어려운 형

태가 되었다. 하지만 차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미묘한 방

식의 인종차별은 외국인들의 삶에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종적 미세공격은 미세한 폭력(Microassault), 미세한 모욕

(Microinsult), 미세한 무시(Micro-invalidation)의 형태로 일어날 수 있

다. 미세한 폭력(Microassault)은 명백한 인종적 폄하이며, 언어적·비언어

적 형태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기분 나쁜 별명을 부르거나, 외국인을 피

하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명백한 차별 행동이 이에 속한다. 미세한

폭력은 기존에 행해지던 ‘옛 차별’과 가장 유사하지만, 공개적인 장소보

다는 사적인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학생이

외국인 유학과 함께하게 된 팀플에 대한 불만을 교수님 앞에서 공개적으

로 제기하지는 않지만 이를 외국인 유학생 앞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미세한 모욕(Microinsult)은 외국인의 인종이나

민족 정체성을 비하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가해자는 의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비하에 대한 숨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놀라워하는 표정으로 “한국 연구실에서 어떻게 근무하게 되

었어?”라고 묻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나라에서

온 네가 별로 능력도 없을 것 같은데’와 같은 편견이 이러한 의사소통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미세한 모욕감을 전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세한 무시(Microinvalidation)는 외국인이 경험하는 생각, 감정, 혹은

경험적 현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효로 간주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

생이 음식점에서 받은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한국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인 친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혹은 “사소

한 걸로 왜 그래”라는 식의 대답을 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감정

은 무시하고 그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의사소통일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차별은 여러 질적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Zoljarga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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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ed(2014)는 재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수업이나 조모임, 학과 행사

등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명시적인 차별은 주류 집단으로부터 명백한 거절을 당하게

되는 형태이며 암시적인 경우 무관심하거나 존재가 무시되는 취급을 당

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차별이 명시적인 경우, 이들은 “엠티에 왜 외

국인들을 데리고 오냐”는 식의 소외경험을 보고하였다. 반면 암시적인

차별은 특정한 한 가지 경험으로 묘사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

들에게 미움 받는 느낌, 무관심하다는 인상으로 경험되었다. Sue 외

(2007)의 연구에 비추어 보면 엠티에 외국인 유학생을 초대하지 않은 경

우는 미세한 폭력(microassault)으로, 무관심이나 무시의 경험은 미세한

무시(microinvalidation)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현대 사회의 한국에서도 외

국인 유학생은 노골적인 차별을 받기보다는 미묘하고 모호하여 ‘차별’이

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차

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즉 일상생활에서 미세한 폭력을 당하거나, 미

세한 모욕감이나 무시를 경험하는 것을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차별경

험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일상적 차별경험의 영향

일상적 차별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며(진민진 외, 2011; Schmitt et

al., 2014), 정서적 고통이나 분노, 불안, 슬픔 등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친

다(Appel, 2004; Bennett et al., 2004; Brondolo et al., 2008;

Hatzenbuehler et al., 2009). 국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에

서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과 불안,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으며(김

현옥 외, 2011; 서한나, 2009; 진민진 외, 2011),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scoe & Richman, 2009). 지각된 차

별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Schmitt 외(2014)의 연구는



- 10 -

다수의 차별 관련 연구들의 전체 효과크기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지각된

차별감과 다양한 심리적 안녕감 지표간의 관계를 보고하는 328개의 효과

크기(총 피험자수=144,246)를 분석하였다. 이 때 심리적 안녕감은 자존

감, 우울,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또

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하여 종단연구로 검증하였는데, 초기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 차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차별감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를 메타분석한 효과크기는 유의하였다. 즉 차별을 경험하면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는 증가하며 삶의 만족도는 줄

어든다. 특히 긍정적인 지표(자존감이나 삶의 만족도)보다는 부정적 지

표(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차별에 대해서 더 큰 효과크기를 보이면서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은 종단연구의 효과크기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심리적인 부적응

이 차별감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차별이 선행사건

이 되어서 심리적인 안녕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차별경험은 심리적 적응 지표뿐만이 아니라 학업적응이나 학업지속의

도와 관련되어서 연구되기도 하였다(권귀연, 2017; 김해경, 2016; Levin,

2006; Nora & Cabrera, 1996). 유학생들이 타국 유학을 온 가장 큰 이유

는 학업 때문(권귀연, 2017)이기에, 유학생활에서의 학위과정을 성공적으

로 마치는 것이 적응을 반영하는 강력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차별감을 많이 느낄수록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적응지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입는 것으로 보인다(권귀연, 2017;

Smedley, 1993; Levin et al., 2006). 소수 인종 집단 신입생들을 대상으

로 한 Smedley 외(1993)의 연구에서 다른 인종 집단과의 교류가 부족하

거나 캠퍼스에서 차별감을 지각하는 것은 학업 성취와 유의한 부적인 상

관을 보였으며, 캠퍼스 내 교수 및 교직원, 교우 관계에서 경험하는 차별

감이나 소외감은 학업 적응 및 학업 지속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Nora & Cabrera, 1996).

위의 연구들은 차별이 심리적·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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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ng 외(2009)는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스트레스에 기

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차별이 두 가지, 즉 만성적 스트

레스와 일상적 스트레스로 경험된다고 보고 만성적 차별과 일상적 차별

이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만성적 차

별경험이 많을수록 더 높은 일상적 차별과 심리적 고통(우울, 불안, 부적

정서)을 보고하였으며 일상적 차별은 만성적 차별과 심리적 고통의 관계

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성적 차별은 반드시 일상적 차

별경험을 통하여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는 차별경험

을 일상적인 수준에서 측정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생의 중대한 사건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스트레스나 생활사건이 심리적 고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Pillow,

Zautra, & Sandler, 1996)와 맥락을 같이한다.

위의 결과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차별경험이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에

갖는 영향력은 일관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 최근 연구들은 ‘일

상적 수준’의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

만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차별 경험을 다루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을 단회의 설문지 측정방

식으로 측정하고 있어(김현옥 외, 2011; 서한나, 2009; 진민진 외, 2011)

일상적인 차별 경험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한계를 보완하여 연구절차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3) 일상적 차별경험에 대한 대처방식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차별경험의 심리적인 영향은 스트레스

대처 이론(Stress-Coping Theory; Lazarus & Folkman, 1984)을 활용하

여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는데(Miller & Kaiser, 2001). 차별의 심리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어떤 요인들이 이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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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다. 환경적인 요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내적인 요

소가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차별이 스트

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 환경적 변인이라면, 이 관계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다양한 개인내적변인이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개

인내적변인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즉 단순히 차별의 부정적

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별에 대하여 개인이 반응하는

방식이나 대처에 주목하였다(이안나, 임성문, 2013; 진민진 외, 2011;

Brondolo et al., 2009; Hatzenbuehler et al., 2009; Major et al., 2007)

Harrell(2000)의 차별 스트레스의 다원적 모델에 의하면, 차별경험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식은 차별로 인해 유발된 정서적 고통에 영향을 준

다. 개인은 차별에 대하여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사람

들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 자체를 다루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려는 정서 중

심적 대처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 중심 대처는 정서중심 대

처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효율적 대처로 알

려져 있다(Garnefski et al., 2001).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

여 우리나라에서는 이안나와 임성문(2013)이 문제중심/정서중심 대처를,

진민진 외(2011)가 정서중심 대처를 세분화한 억제형, 반동형 대처를 연

구하였다. 그 결과 억제형과 반동형 대처 모두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간

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특히 문제 상황과 문제해결 활동을 회피하려는

대처방식인 억제형 대처가 더 큰 매개효과를 보였다.

최근에 차별에 관한 대처 연구가 비일관된 결과를 보여왔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대처전략을 세분화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Brondolo et

al., 2009). 문제중심/정서중심 대처, 억제형/반동형 대처의 경우 많은 변

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Borders & Liang, 2011), 지각된 차별감이라

는 스트레스가 어떠한 경로나 인지적 평가를 거치는지에 대한 내적 과정

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보다는 세부 대

처방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인지적 재평가나 회피(Major

et al., 1998), 반추(Bordes & Liang, 2011; Hatzenbuehl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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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da et al., 2013), 직면, 분노 표현과 억제(Brondolo et al., 2009)가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차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인 귀인(홍대식, 1993)을 다루고자

하며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4) 일상적 차별경험의 측정

대다수의 연구가 차별을 일상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하

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수준에서 차별을 측정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Richardson, 2015). 이러한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몇

몇 연구에서는 일기 측정 방법(Daily Diary Method)을 활용하여 차별을

측정하고자 하였다(Broudy et al., 2007; Hatzenbuehler et al., 2009; Jose

& Lim, 2017; Torres & Ong, 2010). 일기 측정 방법은 참여자들의 일상

적 경험과 각 경험에 대한 반응을 매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일상적 생활 사건과 정서, 심리적 증상, 웰빙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Tennen, Affleck, & Armeli, 2005). Affleck 외(1991)에 따르면, 일기 측

정 방법이 가진 이점은 크다. 사건이나 변화가 일어난 시간을 실제 시간

과 가까운 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회상편향(recall bias)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피험자 자신이 통제 변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혼재변인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으며, 시간적 선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적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언급된 차별경험에 대한 ‘세부 대처방식’에 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적 차별경험에 대하여 특정 대처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일일 단위에서 추적하여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보

는 연구들이 몇 편 등장하였다(Broudy et al., 2007; Hatzenbuehler et

al., 2009; Jose & Lim, 2017; Torres & Ong, 2010). Hatzenbuehler 외

(2009)는 외국인 피험자 50명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차별을 경험하였는

지, 경험하였다면 그것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반추 혹은 억제)했는지와

함께, 그 날 경험한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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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은 당일의 심리적 고통을 예측하였으며, 이는 반추에 의해 매개되었다.

Torres와 Ong(2010)은 차별이 그 다음날의 우울을 예측하는 정도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일기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91

명의 라틴계 성인을 대상으로 13일 당일의 차별경험과 우울을 측정하였

다. 그 결과 전 날의 우울 및 다른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서도 차별

과 민족적 정체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일상적’ 측정을 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지만, 심리내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부적정서 혹은 우울)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업 적응지표 중 ‘학업 지속

의도’는 현재의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Shin, 2003)로, 실제 학업

지속 여부를 결정·예측할 수 있는 중심적인 지표로 연구되어 왔다(Bean,

1982; Thomas, 2000). 외국인 유학생이 타국으로 유학을 온 가장 큰 이

유는 학업(권귀연, 2017)임을 감안할 때, 학위과정의 성공적 완수는 적응

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그동안 학업지속여부를 결

정, 예측할 수 있는 중심적 지표로 활용된 학업지속의도를 일일 단위에

서 평가하고자 한다.

2. 내부 귀인

1) 내부 귀인의 정의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과 행동을 이해하는 과

정에서 그 사건이나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 추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귀인(Attribution)이라고 한다(홍대식, 1993; Heider,

1958). 귀인이론은 Heider(1958)가 사람들이 행동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

는지, 혹은 환경에 두는지에 따라 행동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따

라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내부귀인은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성격,

태도, 능력, 노력, 동기, 정서, 습관과 같은 내적 요인에 돌리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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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귀인은 사건의 성격, 운, 문제의 난이도, 주변 사람들, 사회규범 등으

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귀인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대한 개인차 반응이 일어난다. Rotter(1966)는 사회학습이론에 기반하여

행동결과(보상)에 대한 내부귀인이 이루어졌을 때만 보상이 적절한 강화

로 작용하며, 결과에 대하여 외부귀인을 했을 시에는 강화인으로 작용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각 개인이 가진 내부 및 외부 통제소재

(locus of control) 성향을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개념으

로 제시하였다.

Abramson, Seligman과 Teasdale(1978)은 우울의 기제를 설명하면서

귀인을 내부(Internal) - 외부(External), 안정적(Stable) - 불안정적

(Unstable), 전반적(Global) - 구체적(Specific) 귀인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내부 귀인은 사건의 원인을 성격, 능력, 동기와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로 설명하는 반면 외부 귀인은 환경이나 상황

운, 타인과 같이 개인 밖의 요인들로 설명한다.

2)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

몇몇의 연구 및 이론은 차별경험에 대한 초기반응 중 하나로 내부귀

인을 지적한다(Goffman, 1963; Ruggiero & Taylor, 1995, 1997; Taylor

& McKirnan, 1984). 인간은 특히 예측하지 못하거나 불쾌한 사건이 발

생할 때 귀인을 한다(Fiske & Taylor, 1991).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차별

경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며, 부정적인 사건임을 고려했을 때 차별

사건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동기가 높으리라 생각된다.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초기의 이론들은 “오염된 정체성(Spoiled Identity)”

의 관점을 취하였다(Goffman, 1963). 한 개인의 자기개념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며, 개인은 자기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내재화하게

된다. 차별과 같은 모욕적인 상호작용은 이 사회의 주류 집단(한국인)이

자신의 가치나 능력, 존재를 낮게 여기고 있다는 상호작용을 전달한다.

자신을 차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타인이 바라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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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각을 내재화하여 자신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족하거나, 열등하거나, 환영받지 않는 존재로 본다면 나 자신도

스스로를 그러한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있으며, 귀인의 관점에서 이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해석이 될 것이다. 자기

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자기에 대한 거울-접근(Looking-Glass approach

to self; Cooley, 1956)과도 유사하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여기며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자신의 집단(국

적)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인식한다면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내

면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차별에 대한 내부귀인이 차별을 당한 당사자의 심리적 및 사회

적 적응, 자존감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Taylor et al.,

1990). 소수인종에 속한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차별 인식은

높은 반면, 자신이 개인적·직접적으로 경험한 차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

는 경향을 보였다(Crosby, 1984; Taylor et al., 1990). 부정적 혹은 실패

에 대한 경험을 했을 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차별로 외부귀인

을 하는 것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노력이나 능력 등으로 내부귀인

을 하는 것이 더 통제감과 관련된 자존감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Ruggiero & Taylor, 1997). Taylor와 McKirnan(1984)의 집단 관계에

대한 5수준 모형에 따르면, 차별을 당했을 때 피해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불공적인 대우를 개인적인 부족함 때문이라고 믿는다(“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해”). 따라서 차별에 대하여 사회적인 대처행동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대처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차별의 초

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차별에 대한 내부귀인을 하게 되면 각

개인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더 노력하게 되며, 이는 차별이 만연

한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를 종

합해볼 때, 외국인 유학생들은 차별경험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식으로 내

부귀인을 사용(Taylor & McKirnan, 1984)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처는

한편으로 적응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

은 차별 관련 문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Ruggie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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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1997)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 특히 일상적 차별과 일상적 내부

귀인을 측정한 연구는 부족하다.

3) 내부귀인의 영향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은 한편으로 통제감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

응능력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부정적 생활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은 정신건강 및 기타 적응 관련 지표에 해로운 영향을 끼

친다는 점을 보고한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은 우울을 예측하며,

학업성취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심종은, 이영호; 천은

주, 1998; Haugen & Lund, 2002).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은 우울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Abramson 외(1978)는 학습된

무기력이 우울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귀인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우울증의 귀인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부정적 사건

에 대한 귀인방식에 따라서 우울증상의 심각성이나 만성화 정도가 달라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우울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부정적 사건에 대하여 내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높으며, 내부-귀

인은 안정적, 전반적 귀인과 함께 우울을 유발(Depressogenic)하는 인지

양식으로 꼽힌다(Abramson et al., 1978). 우울증의 귀인이론은 차후 경

험연구에서 지지되어 왔다(심종은, 이영호, 2000; 천세진, 2014; 천은주,

1998; 최지인, 2013).

내부귀인은 자기비난이라는 개념으로 연구 및 측정되기도 하였는데

(권해수, 이재창, 2003; 김소희, 2004; 박효정, 2010), 자기비난은 경험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Garnefski & Kraajj, 2007), 혹은 자신

이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고(김소희, 2004)이다. 이는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내적인 성격, 능력, 동기 등으로 설명하는 내부귀

인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내부귀인의 경우 다양한 사건

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자기비난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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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자신에게 돌릴 때 주로 사용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귀인양식을 측

정하기 위하여 자기비난 척도를 사용하거나(권혜수, 이재창, 2003), 둘을

‘자기 비난적 귀인’이라고 혼용하여 부르기도 하였다(권혜수, 이재창,

2003; 박효정, 2010).

자기비난 역시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였으며(Garnefski et al., 2002;

Kraaij et al., 2003),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희,

2004). 구체적으로 자기비난은 자아수용, 환경지배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저해하였다. 또한 부정적 사건과 우울

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사건과 자기비난은 상호작

용하여 우울을 예측한다(Kraaij et al., 2003). 즉 자기비난을 높은 강도로

하는 사람의 경우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우울감이 강화되었다. 김정미와

조현재(2009)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성취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자기비난이 조절하였다. 이로 보아, 차별

이라는 부정적 사건 경험과 이에 대한 내부귀인(자기비난)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우울을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귀인과 학업지속의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

만, 몇몇 연구들을 통하여 둘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재

옥(2017)에서 자기비난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학업지연 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즉 자기비난의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학

업지연행동을 증가 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또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은 학업 자존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 자존감은

우울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Haugen & Lund, 2002). 이는 부정적

사건에 대하여 내적으로 귀인하는 것은 학업과 관련된 자존감 및 학업

관련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차별경험이

학업 적응과 지속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Nora & Cabrera,

1996) 관계에 차별감에 대한 내부귀인이 기여를 하고 있으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내부귀인을 일반적 성향으로 보는 경우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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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함을 지적하고 있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Janoff-Bulman, 1979). Janoff-Bulman(1979)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책임

을 자신에게 돌리는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행동-자기비난은

변화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비난을 하는 과정이며, 특성-자기비난은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에 대한 자기비난을 하는 과정이다. 행동-자기비난

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귀인이라면, 특성-자기비난은 전반적인 특성이

나 행동 경향성에 대한 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귀인이론

에서도 드러난다. Abramson 외(1978)에 따르면, 내부귀인을 안정적·전반

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불안정적·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내부귀인에 대한 대다수 연구는 통제소재

를 묻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내부귀인성향을 측정하고 있지만(심종은,

이영호, 2000), 몇 몇 연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내부귀인

대처를 측정하기도 하였다(Nezlek, Vansteelandt, Mechelen, & Kuppens,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구분에 따라, 여러 다양한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는 성향을 내부귀인성향

으로, 특정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대처방식을

내부귀인대처로 개념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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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및 경상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주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자료는 2017년 4월 19일부

터 5월 17일까지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1회의 사전설문을 완료한

이후 10일간 매일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였다.

산술적으로 수집 가능한 총 610개의 자료 중 465개의 응답을 회수

(81%, 평균 8번 응답)하였으며, 이 중 차별 및 스트레스 사건을 기입하

는 란을 공란으로 두거나, 긍정적인 사건(예, “나는 오늘 재밌는 하루를

보냈다”)을 보고한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외된 자료

는 94개였으며, 나머지 371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71개의 자료 중 차

별사건을 보고한 자료는 155개(41.8%), 차별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자료

는 216개(58.2%)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차별사건이 있었던 날에 대한

반응이므로,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차별경험이 보고된 155개의 자료를 활

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1>과 같다. 전체 61명의 참가

자 중 여자가 41명(67.2%), 남자가 19명(31.1%), 무응답이 1명(1.6%)이었

으며, 나이는 최소 만 17세에서 만 37세로 평균은 26.26, 표준편차는 4.95

였다. 유학 형태는 대학원생 37명(60.7%), 학부생 21명(34.4%), 교환학생

2명(3.3%), 어학연수 1명(1.6%)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외

국인 유학생 중 석사 및 박사 과정이 전체 유학생 수의 23.2%, 학사 과

정이 37.4%, 기타 연수생(교환학생 포함)이 13.6%, 어학연수생이 25.9%

를 차지하는 점(교육부, 2016)을 고려해볼 때, 전체 외국인 유학생 비율

대비 본 연구 참여자들 중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비율이 다소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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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사례 수 백분율(%)

성별

여자 41 67.2

남자 19 31.1

무응답 1 1.6

대륙

아시아 43 70.5

유럽 6 9.8

북아메리카 6 9.8

남아메리카 4 6.6

오세아니아 1 1.6

아프리카 1 1.6

유학형태

교환학생 2 3.3

어학연수 1 1.6

학부생 21 34.4

대학원생 37 60.7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대학원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신 대륙의 경우 아시아가 43명(7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연구 참여자 국적은 총 28개국으로 다양하였다. 중국(13명,

21.3%), 말레이시아(10명, 16.4%)국적의 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

캄보디아, 캐나다(각 3명, 각 4.9%)가 그 다음을 이루었다. 대만, 몽골,

영국, 카자흐스탄, 홍콩에서 각 2명(각 3.3%) 참가하였으며, 가나, 네팔,

도미니카 공화국, 라오스, 러시아, 부탄,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제르

바이잔, 오만, 요르단, 인도네시아, 일본,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페루,

호주에서 각 1명(각 1.6%)이 참가하였다.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유학생

중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중국, 베

트남, 몽골 유학생의 합계는 전체 유학생의 70.8%를 차지)에서 본 표본

은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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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준

초급 5 8.2

중급 16 26.2

유창 40 65.6

한국어 수준

초급 15 24.6

중급 23 37.7

유창 23 37.7

총합 61 100.0

2.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1회의 사전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다음날부터

10일간 매일 저녁 8시 이후 ～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잠들기 전에 온

라인 설문을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매일 저녁 8시에 문자 안내 및 온라

인 설문지 링크를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10일 중 7일 이상 참여

한 연구대상자에게는 10,000원 상당의 연구참여 감사비를 지급하였다. 모

든 설문지에는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였다.

사전 온라인 설문은 개인 수준(2수준), 즉 연구 참여자 개인 수준에서

의 변인을 측정하며 인구학적 질문지와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성

향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부귀인성향 질문지는 연구 참여자가 평

상시 스트레스 상황에 활용하는 자기비난 대처방식을 측정하였다. 매일

저녁에 작성한 온라인 설문은 일일 수준(1수준), 즉 연구 참여자가 해당

하루에 경험한 변인을 측정하였다. 이는 일상적 차별경험, 내부귀인대처,

우울, 학업지속의도 순서로 제시되었다.

연구 참여 절차 및 측정 내용은 <표2>에 정리되어 있다. 일상적 차별

경험의 14문항 중 ‘약간 그렇다(4)’에서 ‘매우 그렇다(6)’에 응답한 문항이

하나 이상인 경우 해당 차별경험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반면 차별경험

문항에 전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약간 그렇지 않다(3)’에 응답한

경우, 당일에 일어난 다른 스트레스 사건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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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측정 내용 문항 수

리커트 평정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소요시간 횟수

개인

수준

인구학적 질문지 6 (없음)
10분 1회

내부귀인성향 4 1 - 5

일일

수준

일상적 차별경험 14 1 - 6

매일 5분 10회
내부귀인대처 4 1 - 5

우울 6 0 - 3

학업지속의도 3 1 - 7

<표 2> 연구 참여 절차 및 측정내용

기술한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대처, 당일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를 평정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상적 차별경험

일상적 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측정도구들을 개관하고, 그

중에서 일상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나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Williams 외(1997)가 개발한 일상적인 지각된 차별

감 척도(Everyday Discrimination Scale)의 8문항 전체, Sandh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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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중 지각된 차별감 하위요인 중에서 3문

항, Cabrera 외(1994)의 대학생의 편견 및 차별지각 척도(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Scale) 중 3문항

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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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외(1997)의 차별감 척도는 민족이나 인종적 배경, 성별, 연령

등의 차이에 따라서 매일의 삶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측정

하고자 개발되었으며 문항은 ‘불공정한 대우’와 ‘개인적 거절감’의 하위요

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공정한 대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례한 취

급을 받은 경험이나 남들에 비해 적은 기회가 부여된다고 느끼는지를 측

정하며, ‘개인적 거절감’은 남들보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지를 측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나연(2012)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번역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Williams 외(1997)의 연구에서 문항 내적

합치도는 .88이었으며, 김나연(2012)의 연구에서는 .89로 보고되었다.

Sandh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문화적응과정

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7가지 영역에서 측정하는데, 이 중 지

각된 차별감은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승종(1996)이

번안한 척도를 이지영(2012)이 부분적으로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8개 문항 중에서 3문항을 추출하였다. 기존 척도가 한국에서 느껴

지는 전반적인 차별감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매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명의 검토를 거쳤으며,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받았

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나

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받는다”의 3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지

영(2012)의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의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Cabrera 외(1994)가 개발한 대학생의 편견 및 차별지각 척도는 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캠퍼스의 인종적·민족적 풍토, 교수와 교직

원의 편견적 태도, 수업에서의 차별경험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직접적인 차별경험과 관련된 문항만 추출(인종차별적 분위기나 전반

적인 풍토에 대한 인식은 제외함)하여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척도가 수업 상황만을 점검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도 연구

참여 대상임을 고려하여 수업뿐만 아니라 연구 모임도 포함하여 연구 목

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였다. “수업이나 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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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이나 연구실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였다”, “수업이나 연구

실 모임에서 혼자 주목을 받고, 학생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 의 문항

을 활용하였다. Cabrera 외(1994)의 연구에서는 .84의 내적 합치도를, 백

성희(2012)의 연구에서는 .87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상적 차별경험 척도는 총 14문항, 6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내적합치도가 .96으로 나타나 기존에 개

별 척도에서 보고되었던 .84～.89보다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2) 내부 귀인

본 연구에서는 내부귀인을 측정하기 위해 인지적 정서조절질문지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Garnefski et al.,

2001)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기비난 척도를 활용하였다. Garnefski 외

(2001)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는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

하는 인지적 전략들을 측정하며, 각 전략마다 4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소희(200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귀인을 내부귀인대처와, 내부귀인성향으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다. 내부귀인대처의 경우 “적어주신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반응”에 대하여 응답하였으며, 내부귀인성향의 경우 “부정적인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대하여 응답하였

다. 기존 Garnefski & Kraajj(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비난 .7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김소희(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비난 .76의 내적 합

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내부귀인대처의 경우 .93의 내적 합치도를,

내부귀인성향의 경우 .77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3) 우울

일상적 우울감은 Radloff (1977)가 개발한 우울 척도(Cent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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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ological Scale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중 4개의 문

항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래 척도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20문항 4점 척도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찬

(2001)이 그동안 사용되던 세 종류의 한국판 CES-D를 종합하여 대학생

594명, 성인 288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척도로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정서, 정신운동 지체, 긍정정서,

대인관계의 4요인 구조를 가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일 측정을 위하여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6문항을 사용하되 4요인 구조를 고려하여 선정

하였다. 이 중에서 문항 3은 역채점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가 .85로 나타났다.

4) 학업지속의도

학업지속의도는 현재의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Shin, 2003)이며,

김해진(2013)의 연구에서는 학습완료의 중요성, 학습 지속 방해요인 극

복의지, 사이버교육 선택 의향과 같은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측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지속의도임을 고려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현재 한국에서의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학업에 대한 의욕, 회의감, 학업 중단 의지 등으로 총

3문항, 7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상담전공 지도교수와 박사

과정 3인의 안면타당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56으로 나타났다.

5) 인구 통계학적 변인

성별, 나이, 국적(대륙), 유학형태, 한국어 및 영어 수준 등 차별, 우울

과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인구통계학

적 정보를 각각 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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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HLM 6(Raudenbush, Bryk,

& Congdon, 2004)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18.0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차별사건유무에 따른 변인의 통계량 비교를 실

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HLM 6을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차별사건 유무에 따른 내부귀인대처, 우울, 학업지속의도의 기초

통계량을 확인하고, 둘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차별 경험을 보고한 날 변인 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차별경험에 대한 기술 자료를 상황 및 주제

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가설검증에 앞서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

하는 차별의 내용을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여러 개의 일일-자료(1수준)가 개인-자료

(2수준)에 내포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자료의 구조를 고려하여

HLM 6으로 위계적 선형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매일의 스트레스

사건과 부적정서간의 관계를 확인한 Genet과 Siemer(2012)의 연구에서

와 같이 모든 변인은 무선오차 변인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모든 변인은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전체 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수행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차이 모두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가설 검증을 위하여 (1) 무조건모형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2) 예측모형, (3) 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무조건모형

분석에 앞서 차별경험, 내부귀인대처, 우울, 학업지속의도 변인에 대한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산출하였다. 무조건모형은 다층수준

모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모형으로, 절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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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방정식

일일-수준(1수준)    

개인-수준(2수준)    

혼합 모형    

 : 사람 j의 i번째 날 측정치,  : 사람 j의 측정치 평균,

 : 개인 수준 전체 평균,  : 일일 수준 오차,  : 개인 수준 오차

<표 3> 무조건모형 방정식

예측변인을 투입하지 않는다(Raudenbush & Bryk, 2002). 각 변인의 전

체 분산을 일일-수준(1수준) 변인이 차지하는 분산과 개인-수준(2수준)

변인이 차지하는 분산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게 되며, 이는 추가 분석 시

기준이 된다. 이 때 해당 변인에 대하여 일일-수준 절편(intercept) 기댓

값의 신뢰도가 산출되기 때문에 일일-수준에서 각 변인이 얼마나 신뢰

로운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수준의 분산을 통하여 급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계산할 수 있는데, 급내상관계수는 전체

분산 중에서 개인-수준(2수준)에 의하여 설명되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

며,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지(즉 2수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는 일일-수준의 분산()과 개인-수준

의 분산()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한다(Carvajal et al.,

2001).

 
 





<표 3> 에 무조건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차별경험, 내부귀인대처, 우

울, 학업지속의도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예측모형

예측모형의 경우 일일-수준에서 차별경험을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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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방정식

1    차별경험  

2
   

   

혼합     차별경험   차별경험  

주.  : 사람 j의 i번째 날 측정치

 : 사람 j의 측정치 평균

 : 사람 j의 차별경험이 Y를 예측하는 회귀계수

 : 개인 수준 전체 평균

 : 차별경험이 측정치를 예측하는 회귀 계수

 : 하루 수준 오차, ,  : 개인 수준 오차

<표 4> 예측모형 방정식

대한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구체적인 모형은 <표4>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종속변인(Y)을 차별경험이 예측하고 있으며, 종속병인(Y)

에는 각각 우울과 유학지속의도를 투입하였다. 차별경험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추정치()의 t값이 유의하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차별

경험은 그날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 1이 검증

된다.

3) 조절모형

조절모형의 경우 내부귀인대처 및 내부귀인성향으로 측정하였기 때문

에, 두 가지 수준에서 각각 검증하였다. 먼저 내부귀인대처 조절모형의

경우, 일상적 반추가 부정적 생활사건과 부적정서의 관계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Genet와 Siemer(2012)가 사용한 조절모형을 참고하였

다. 내부귀인성향 조절모형의 경우 민족적 정체성(성향)이 매일의 차별

과 정서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Dang(2012)이 사용한

조절모형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모형은 <표5>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차별경험이 종속변인(Y)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내부귀인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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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방정식

내부

귀인

대처

조절

1    차별경험    내부귀인대처 

 차별경험내부귀인대처  

2    

   

   

   

혼합      차별경험    내부귀인대처 

 차별경험내부귀인대처   차별경험 

 내부귀인대처    차별경험내부귀인대처  

내부

귀인

성향

1    차별경험   

2
     내부귀인성향  

<표 5> 내부귀인대처 및 내부귀인성향 조절모형 방정식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속변인(Y)은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 두 변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내부귀인대처 조절모형 방정식에는 1수준에 차별경험과 내부귀

인대처, 그리고 차별경험과 내부귀인대처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

다. 2수준 모형에는 다른 예측변인을 투입하지 않았다. 차별경험과 내부

귀인대처의 주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차별경험과 내부귀인

대처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다면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대처가

차별경험과 우울, 학업지속의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2가 검

증된다.

다음으로 내부귀인성향 조절모형 방정식에는 1수준 모형에 차별경험

을 투입하였으며, 2수준 모형에 내부귀인성향을 투입하였다. 당일의 차별

경험과 내부귀인성향의 주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둘 간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다면 내부귀인성향이 차별경험과 우울, 학업지

속의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3이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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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내부귀인성향  

혼합      내부귀인성향   차별경험   내부귀인

성향차별경험    차별경험   

 : 사람 j의 i번째 날 측정치

 : 사람 j의 측정치 평균

 : 사람 j의 차별경험이 측정치를 예측하는 회귀계수

 : 사람 j의 내부귀인대처가 측정치를 예측하는 회귀계수

 : 사람 j의 차별경험*내부귀인대처가 측정치를 예측하는 회귀계수

 : 개인 수준 전체 평균

 : 차별경험이 측정치를 예측하는 회귀 계수

 : 내부귀인대처가 측정치를 예측하는 회귀 계수

 : 차별경험*내부귀인대처가 측정치를 예측하는 회귀 계수

 : 내부귀인성향이 측정치를 예측하는 회귀 계수

 : 내부귀인성향*차별경험이 측정치를 예측하는 회귀 계수

 : 일일 수준 오차, , , , : 개인 수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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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차별사건

(N=155)

스트레스 사건

(N=216)
t 값

　 M SD M SD t

차별경험 14 14 - 84 35.73 13.71 - - 　

내부귀인대처 4 4 - 20 9.63 3.68 11.51 5.7 3.61***

우울 6 0 - 18 7.88 4.83 4.19 3.41 8.64***

학업지속의도 3 3 - 21 11.94 4.17 14.38 3.81 5.84***

*** p<.001

M: 평균, SD: 표준편차

<표 6>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독립표본 t-검정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차별사건 유무에 따른 변인 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표6>에 제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

든 변인에서 차별경험을 한 날과 경험하지 않은 날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스트레스 사건보다 차별사건에 대한 내부귀인대처가 유의

하게 낮았다(t=3.61, p<.001). 즉 외국인 유학생들은 차별사건보다는 기타

스트레스 사건(예, 학업 스트레스, 생활습관, 수면문제 등)에 대하여 더

많은 내부귀인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차별사건이 있

었던 날에 유의하게 높았으며(t=8.64, p<.001), 학업지속의도의 경우 차별

사건이 없었던 날에 유의하게 높았다(t=5.8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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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사건이 보고된 날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차

별경험은 내부귀인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9, p<.01), 우

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r=.50, p<.01), 학업지속의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56, p<.01)을 보였다. 즉 차별경험이 높아질수록 내부귀인대처

및 우울이 증가하며, 반대로 학업지속의도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내부귀인대처와 우울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32, p<.01), 내부귀

인대처와 학업지속의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21, p<.01). 마지막으

로 종속변인인 우울과 학업지속의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70,

p<.01).

차별경험 내부귀인대처 우울

차별경험 - -　 -　

내부귀인대처 .29** - -

우울 .50** .32** -

학업지속의도 -.56** -.21** -.70**

** p<.01

<표 7> 주요 변인 상관관계

2. 차별경험에 대한 기술자료

일상적 측정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당일에

경험한 차별사건에 대하여 짧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수집된 155일

의 차별경험에 대한 기술을 상황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상황

별 분류의 경우 차별경험의 장소를 기준으로 ‘학교’, ‘상점’, ‘식당’, ‘지하

철’, ‘일반/기타’로 분류하였다. 수업이나 연구실,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이

거나 교수나 교직원, 선후배나 동기 관계에서 차별사건이 일어난 경우

학교로 구분하였고, 편의점, 카페, 우체국이나 은행 등 다양한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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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빈도

(%)
내용

개인적

거절감

65

(41.9)

� The shop assistant didn't try to communicate with

me because I didn't get what he said in Korean:(

(상점)

� Some random people staring at me from head to

toe (일반)

� I sometimes feel that people avoid seating beside

me in the subway, and they are more willing to

wait for next elevator than riding it with me

(지하철)

� Being ignore in the group discussion (학교)

� Not being invited to have lunch by Korean

classmates(because of uncomfortableness with

foreigners I guess) (학교)

불공정한 43 � 마트에서 회원가입하려고 했는데 외국인이라서

<표 8> 차별경험에 대한 주제별 기술자료

에서 일어난 경우 상점으로 분류하였다.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식당으로, 그리고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을 지하철 상황으로 분류하

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기타의 경우 특정한 장소나 상황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 그와 같이 분류하였다. 주제별 분류의 경우 Williams 외

(1997)의 기준에 따라 ‘불공정한 대우’, ‘개인적 거절감’으로 분류하였으

며, 이에 더불어 언어, 이중차별, 정보 제공의 어려움, 국적 등을 추가하

였다.

먼저 상황별 차별경험을 보면 전체 155일 자료 중에서 학교가 59일

(38.1%), 상점이 19일(12.3%), 식당이 15일(9.7%), 지하철이 5일(3.2%),

일반/기타가 57일(36.8%)을 차지하였다. 차별경험에 대한 주제별 기술자

료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개인적 거절감이 65일(41.9%)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불공정한 대우가 43일(27.7%)로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언어관련 차별이 12일(7.7%), 이중차별경험이 11일(7.1%), 정보제공에서

의 차별이 8일(5.2%), 국적과 관련된 차별이 7일(4.5%)로 드러났다. 불명

확하여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은 차별사건은 9일(5.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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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27.7)

못한다고 당했어요 (상점)

� Being treated impolitely at restaurant (식당)

� I was rejected from a lot of companies for

summer internship just because I am a foreigner.

(일반)

� When I could not answer question professor's

reaction made me feel like stupid. His reaction

was not like that when my korean classmates

could not answer (for a short moment, felt bad

about it). (학교)

언어
12

(7.7)

� When I was ordering something at a cafe, they

were amazed I spoke Korean so well and kept

asking me about my life. If I were Korean I could

have just gotten my coffee and left, but for me it

became almost an interrogation. (상점)

� Biased in the class. Not get full explanation if

asking in english (학교)

이중차별
11

(7.1)

� White people were offered water in the cafeteria

while I'm not. (식당)

� I feel like sometimes I get treated with more

respect than my Asian classmates by the school

staff (학교)

정보

제공

8

(5.2)

� Being left out in classm. Always the last person

will received the information (학교)

� Didnt get any clear information regarding thesis

qualification from administration office (학교)

국적
7

(4.5)

� One man came to me and ask about my country,

then said China? Ah a dirty country!, is it? (일반)

� 캠퍼스에서 중국인 학생이 너무 많아서 짜증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학교)

불명확
9

(5.8)

� Actually, I can't explain it because of general

cases. (일반)

-
15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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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개인-수준

분산 ()

일일-수준

분산 ()
ICC 신뢰도

차별경험 80.09 96.25 0.45 0.67

내부귀인대처 3.50 10.02 0.26 0.49

우울 13.66 9.25 0.60 0.77

학업지속의도 7.73 9.60 0.45 0.67

<표 9> 주요 변인에 대한 무조건모형 검증

3. 무조건모형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앞서 무조건모형을 검증하여, 각 변인에 대한

개인-수준의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무조건모형의 혼합

모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주요 변인에 대한 무조건모형 검증은 <표9> 에 각 일일-수준 변인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변인에 대한 일일-수준 분산과 개인

-수준의 분산을 활용하여 급내상관계수(ICC)를 산출한 결과도 제시하였

다. 차별경험은 전체 분산 중 45%가, 내부귀인대처는 26%가, 우울은

60%가, 학업지속의도는 45%가 개인-수준의 분산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5%～25% 수준으로 ICC 값이

산출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이희연, 노승철, 2013) 본 자료는 이보다 높

은 정도가 개인-수준의 자료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수준의 자료만 고려하는 것보다 다층분석모형을 통하여 2수준의 자료를

모형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 37 -

종속변인 (Y) 계수 () df t값 분산 ()
무조건

모형 분산

우울 0.13 41 6.15*** 7.95 9.25

학업지속의도 0.15 41 5.85*** 8.45 9.60

*** p<.001

<표10> 차별경험이 우울,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4. 예측모형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차별경험은 그날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 1(예측모형)을 검증하였다. 당일

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차별경험을 투입하였으며,

모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차별경험    차별경험   

그 결과, 일상적 차별경험은 그 날의 우울(t=6.15, p<.001) 및 학업지

속의도(t=5.85, p<.001)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무조건모형의 분산

에 비하여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의 일일-수준 분산은 각각 14%, 12%

감소하였다((무조건모형 분산-예측모형 분산)/무조건모형분산). 그러므로

차별경험이 우울을 설명하는 분산의 14%를, 학업지속의도를 설명하는

분산의 12%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로서 가설1은 검증되었다. 차

별경험이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10>에 제시하였다.

5. 내부귀인대처 조절모형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대처가 차별경험과 우울, 학업지속의도의 관

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였다.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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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모형에 차별경험과 내부귀인대처를 투입하였으며, 내부귀인대처

조절모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차별경험   내부귀인대처  

 차별경험내부귀인대처   차별경험 

 내부귀인대처   차별경험내부귀인대처   

차별경험과 내부귀인대처가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11>에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의 경우 차별경험(t=4.05, p<.01)과 내부

귀인대처(t=2.86, p<.01)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둘 다 방향이 정적으

로 나타났다. 당일에 차별경험이 높아질수록 우울은 증가하였으며, 내부

귀인대처가 높아질수록 역시 우울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울을 예측하는 데 있어 차별경험과 내부귀인대처의 상호작용항

()이 유의하였다(t=-2.31, p<.05). 우울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차별경험

과 내부귀인대처, 둘 간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형은 무조건모형과 비교

시 분산이 23% 감소하였다.

학업지속의도의 경우 차별경험(t=-4.64, p<.001)과 내부귀인대처

(t=2.38, p<.05)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둘 다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

다. 즉 당일에 차별경험이 높아질수록 학업지속의도는 감소하며, 내부귀

인대처가 높아질수록 학업지속의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하는 차별경험과 내부귀인대처의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하였다

(t=2.63, p<.05), 학업지속의도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차별경험과 내부귀인

대처, 둘 간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형은 무조건모형과 비교 시 분산이

17% 감소하였다.

상호작용효과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별경험 및 내부귀인대처의 평균을 중심으로 차별

경험 및 내부귀인대처가 높고 낮은 날을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우울

과 학업지속의도 평균을 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12>에 제시하

였으며, 차별경험과 우울, 학업지속의도의 관계에서 내부귀인대처의 조절

효과를 [그림1]과 [그림2]에 제시하였다.



- 39 -

종속

변인(Y)
Fixed Effect 계수 df t값

분산

()

우울　

INTERCEPT () 6.89 41 12.09***

7.13

차별경험 () 0.25 41 4.05***

내부귀인대처 () 0.57 41 2.86**

차별경험×내부귀인대처

()
-0.01 41 -2.31*

학업

지속

의도　

INTERCEPT () 12.39 41 30.51***

8.00

차별경험 () -0.26 41 -4.64***

내부귀인대처 () -0.46 41 -2.38*

차별경험×내부귀인대처

()
0.01 4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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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차별경험과 내부귀인대처가 우울,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1]에서 볼 수 있듯 차별경험이 증가할수록 우울은 증가하는데,

이 때 차별감에 대한 내부귀인대처가 높아지면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력은 감소한다. 이는 내부귀인대처가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를 강

화시킬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또한 [그림2]를 보면, 차별

경험이 증가할수록 학업지속의도는 감소하는데, 이 때 차별감에 대한 내

부귀인대처가 높아지면 차별경험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

소한다. 이 역시 내부귀인대처가 차별경험과 학업지속의도의 관계를 강

화시킬 것이라는 가설2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오히려 조절변인으로 인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대립효과(배병

렬, 2015)를 보였다. 따라서 내부귀인대처는 차별경험과 우울, 학업지속

의도와의 관계를 조절하지만, 강화효과가 아닌 대립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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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귀인대처 저 내부귀인대처 고

우울
차별경험 저 14.55 13.26

차별경험 고 9.37 10.05

학업지속의도
차별경험 저 14.55 13.26

차별경험 고 9.37 10.05

<표 12> 차별경험과 내부귀인대처의 고저에 따른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

[그림 1]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내부귀인대처의 조절효과

[그림 2] 차별경험과 학업지속의도의 관계에서 내부귀인대처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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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Fixed Effect 계수 df t값 분산

<표 13> 차별경험과 내부귀인성향이 우울,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6. 내부귀인성향 조절모형

내부귀인성향은 차별경험과 우울, 학업지속의도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

라는 가설 3을 검증하였다. 당일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하는 모

형의 1수준에 차별경험을 투입하였으며, 2수준에 내부귀인성향을 투입하

였다. 내부귀인성향 조절모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내부귀인성향   차별경험   내부귀인성향차별경험 

  차별경험  

차별경험과 내부귀인성향이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표14>에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의 경우 내부귀인성향(t=2.10,

p<.05)과 차별경험(t=5.81, p<.001)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둘 다 방향

이 정적이었다. 내부귀인성향이 높은 경우 더 일일-수준에서 더 우울해

지며, 당일에 차별을 경험할수록 더 우울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울을 예측하는 데 있어 내부귀인성향과 차별경험의 상호작용항

()이 유의하였다(t=2.02, p<.05). 우울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내부귀인

성향과 차별경험, 둘 간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형은 무조건모형보다 분

산이 15% 감소하였다.

학업지속의도의 경우 차별경험(t=5.81, p<.001)의 주효과만 유의하였

다. 내부귀인성향은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차별경험

은 여전히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업지속의도를 예측하는 차별경험과 내부귀인성향의 상호작용항

()은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지속의도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내부귀인성

향과 차별경험 둘 간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형은 무조건모형보다 분산

이 12%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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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Y) ()

우울　

INTERCEPT () 7.02 40 13.85***

7.89

내부귀인성향 () 0.30 40 2.10*

차별경험 () 0.13 40 5.81***

차별경험*내부귀인성향

()
0.02 40 2.02*

학업지

속의도　

INTERCEPT () 12.29 40 31.97***

8.43

내부귀인성향 () -0.19 40 -1.75

차별경험 () -0.15 40 -5.80***

차별경험*내부귀인성향

()
-0.01 40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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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귀인대처 조절모형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효과의 형태를 알아보

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별경험 및

내부귀인성향의 평균을 중심으로 차별경험과 내부귀인성향이 높고 낮은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우울 평균을 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14>에 제시하였다. 또한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내부귀인성향

의 조절효과를 [그림3]에 제시하였다.

[그림3]에서 볼 수 있듯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우울은 증가하는데, 이

때 내부귀인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은 커진다. 이는 내부귀인성향이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

라는 가설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학업지속의도의 경우 조절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내부귀인성향이 차별경험과 우울, 학업지속의도

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가설3은 부분 지지되었다.

내부귀인성향 저 내부귀인성향 고

우울
차별경험 저 4.71 7.15

차별경험 고 7.69 12.21

<표 14> 차별경험과 내부귀인성향의 고저에 따른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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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내부귀인성향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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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감이 그날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차별감에 대한 내부귀인대처

및 내부귀인성향이 이 과정에 개입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일기 측정

설문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61

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일상적 차별경험, 차별에 대한 내부귀인대처,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 피험자의 내부귀인성향 및 인구

학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일-수준(1수준)과 개인-수준(2수준)의 다층적

인 형태로 수집된 본 자료를 SPSS 18.0과 HLM 6(Raudenbush, Bryk,

& Congdon, 2004)을 사용하여 예측모형 내부귀인대처 및 내부귀인성향

조절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경험을 보고한 날과 보고하지 않은 날 간의 독립표본 t-검

정 실시 결과 차별을 경험한 날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업지속의도

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차별경험의 유무에 따라 하루의 심리적 웰빙

및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업이나 경제적 어려움(하정희, 2008) 등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한 적응

상의 어려움 중에서 차별사건에 주목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

된다. 또한 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실시 결과 차별경험과 내부귀인대처,

우울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지속의도는 차별경험, 내

부귀인대처,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차별경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부귀인대처와 우울역시 상승하며, 학업지속의도는 하락하는 관계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과 내부귀인대처, 우울, 학업지속의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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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고한 연구들(권귀연, 2017; 진민진 외, 2011; Taylor et al.,

1990)과 일치한다.

둘째, 일상적 차별경험은 우울과 학업지속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일상적 차별경험은 당일의 우울은 증가시키고 학업지속의도는 감소시

켰다. 이는 일상적 차별경험이 우울이나 부적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몇

몇 연구들(Jose & Lim, 2017; Torres & Ong, 2010)과 일치하며, 차별이

학업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문연구(김해경, 2016; Nora &

Cabrera, 1996)와 맥락이 닿아있다. 단일측정 설문연구에서 밝혀진 차별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반복측정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도 동일

한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차별경험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차별에 대한 내부귀인대처는 차별과 우울, 학업지속의도 간의 관

계를 조절하였으며 가설과는 달리 둘의 관계를 완화하였다. 조절변인으

로 인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 이

를 대립효과(배병렬, 2015)라고 한다. 차별경험이 높아짐에 따라 그 날의

우울이 증가하는데, 차별에 대한 내부귀인대처를 사용하면 우울은 덜 증

가한다. 또 차별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지속의도는 하락하는데, 이 때

내부귀인대처를 사용하면 학업지속의도는 덜 감소한다. 차별에 대한 내

부귀인대처가 우울을 증폭시키고 학업지속의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

설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귀

인은 우울과 깊은 관련이 있음(천은주, 1998; Abramson, 1978)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내부귀인이 가진 기능에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내부귀인의 기능으로 통제감을 꼽는다(Mcwilliams, 1994;

Ruggiero & Taylor, 1997). 차별경험에 대하여 내부귀인으로 대처하면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달

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Ruggiero와 Taylor(1997)는 차별

최소화 경향을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사건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노력

이나 능력 등으로 내부귀인 하는 것은 통제-자존감을 보호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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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하였다. 우울증에 대한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자기비난은 괴로

운 상황을 더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Mcwilliams, 1994). 이는 부모님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고 믿는 어린

아동의 심리와도 비슷하다. 자신이 앞으로 ‘조금 더 잘하면’ 부정적인 상

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에 대한 내부귀인대처 시 상황에 대

한 통제감이 부여되어 우울의 증가폭과 학업지속의도의 감소폭이 줄어들

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넷째, 내부귀인성향은 차별과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그 관계

를 강화하였다. 즉 차별경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울이 증가하는데, 이때

내부귀인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내부귀인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증폭시킨다는 기존 연구(김정미,

조현재, 2009)와 맥을 같이하지만, 내부귀인대처의 조절효과와 상반된 결

과이다.

내부귀인대처와 내부귀인성향의 상반된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를 해보

자면 다음과 같다.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대처는 우울의 증가폭을 완

화시켰지만, 내부귀인성향은 우울의 증가폭을 강화시켰다. 둘의 차이는

내부귀인의 구체성·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대

처는 ‘내가 오늘 먼저 인사하지 않아서 나를 차별대우 했을 거야. 다음에

는 먼저 인사하면 달라지겠지’와 같은 구체적·불안정적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내부귀인성향은 ‘나는 못난 사람이여서 그런 거야. 다음에도 나를

차별대우 하겠지’와 같은 전반적·안정적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안정적 귀인은 우울증을 유발하지만(Abramson et al., 1978) 구체

적·불안정적 귀인은 우울을 감소시킨다(천세진, 2014; Peterson,

Schwartz, & Seligman, 1981). 이런 맥락에서 내부귀인대처는 내부귀인

성향과 달리, 단기적으로 적응적인 귀인의 방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귀인대처는 통제감의 경로를 통해 적응적인

대처전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심리학(Victim Psychology)

에서는 내부귀인대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적응적인 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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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도 한다. Janoff-Bulman(1979)은 행동-자기비난과 특성-자기비난을

구분하여 행동-자기비난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통제감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적응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변화 가능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귀인을 하면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력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내부귀인이 구체

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를 넘어서 성향으로 굳어졌을 때이다. 내부귀인성

향이 높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하루하루 경험하는 차별경험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단기적으로는 적응적이었던 대처방식이 장기적이고 전반

적인 성향이 되면 결국에는 해로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해보면, 차별경험은 당일의 우울 및 학업

지속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예측모형 지지). 차별경험에 대한 내부

귀인대처를 한다면 차별경험이 우울과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줄

어들어(대립효과) 내부귀인대처가 단기적으로는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

다. 하지만 내부귀인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차별경험에 대하여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강화효과), 전반적·안정적인 내부귀인성향은 일상

적 수준에서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 및 상담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이 하루하루 경험하는 차별을 일기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

여 그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각

된 차별감이 우울이나 불안(진민진 외,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

적응(신이린, 2014)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연구는 다수이지만, 짧고 미

묘한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속성(Sue et al.,

2007)에 주목하여 이를 일일-수준에서 반복 측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단일 측정 설문연구에서 널리 언급된 차별감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일상적인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 외국인 유학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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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인 유학생을 상담하는 상담자들 역시 일상적 차별경험이 당일의 정서적·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울은 정신건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학업지속의도의 경우 실제 학업중단행동으

로 이어질 수 있다(Bean, 1982)는 점에서 상담자들은 차별경험의 일상적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차별에 대한 내부귀인대처가 가진 단기적 효과

를 확인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처방식에 대한 상담자들의 이해를 도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반적·안정적인 내부귀인성향을 가진 사람

의 경우 차별 스트레스에 취약해졌지만, 차별사건에 대한 구체적·불안정

적 내부귀인대처는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

는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상담자들에게 보다 세밀한 이해를 제공해준다. 상대적으로 소수이

자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차별)

속에서 활용하는 내부귀인대처는 나름대로 적응적일 가능성이 있다

(Janoff-Bulman, 1979). 내부귀인대처는 통제감, 즉 자신이 더 노력하면

미래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은 내부귀인대처를 계속하게 될 가능

성이 있으며, 상담자들은 이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

인 수준으로 굳어진 내부귀인성향은 끝내 차별에 대하여 더 취약하게 하

며, 이는 상담에서 주목하고 다루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을 것이다. 방어기

제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경직된 패턴

이 되면 오히려 더 고통을 겪게 되듯이, 외국인 유학생의 내부귀인도 이

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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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0일 동안 수행된 반복측정 연구의 특성상, 자료수집 과정 자체에

피험자 탈락으로 인한 편향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Ribisl, Mowbray,

Luke, Davidson, & Bootsmiller, 1996)이 있다. 피험자 탈락은 반복측정

연구의 한계 중 하나로, 탈락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예, 성실성)이 연

구 자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최소화를 위한

Ribisl 외(1996)의 권고에 따라 매일 저녁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참여자들은 10일 중 4일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모든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급히

일반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 하나만으로 내부귀인대처가 가진 단기적 기능을

섣불리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귀인

대처가 차별과 우울의 관계, 차별과 학업지속의도와의 관계를 완화시켜

주었지만 내부귀인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들(심종은,

이영호, 2000; 천은주, 1998; 홍호연, 2013;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가 귀인의 안정성·구체성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내부귀인대처를 측정해보는 추후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언어적 장벽(조수현, 2010; 주동범, 2013)에 대한 내부귀인대처 역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우울과 학업지속의도를 조절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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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Sex

① 여자/Female ② 남자/Male ③ 무응답/I would not like to answer

2. 나이(만) Age ( )

3.1. 나라 Country ( )

3.2. 대륙 Continent

① 아시아 Asia ② 아프리카 Africa ③ 오세아니아 Australia

④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⑤ 남아메리카 South America

⑥ 유럽 Europe

4. 유학형태 What is your current status here?

① 학부생 Undergraduate Student

② 대학원생 Graduate Student

③ 교환학생 Exchange Student

④ 어학연수 Language Learning Program Participant

5. 영어 수준 Grade your English Fluency

① 초급 Beginner

② 중급 Intermediate

③ 유창 Fluent

6. 한국어 수준 Grade your Korean Fluency

① 초급 Beginner

② 중급 Intermediate

③ 유창 Fluent

부 록

1. 개인-수준 설문지

■ 인구학적 질문지 (Demograph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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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eople experience negative or stressful events from time to time.

[Example 1] I received low grades, even though I handed in all my

assignments and worked hard on the exam.

[Example 2] I told a close friend something personal I did not want anyone

else to know. But today I found out that the story had spread

out to other people.

Each person has their own way of reacting to stress. Read each item below

and answer what kind of thoughts generally come into your mind following

a negative or stressful event.

━━━━━━━━━━━━━━━━━━━━━━━━━━━━━

모든 사람은 때로 부정적인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합니다.

[예1] 과제도 잘 제출하고 시험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낮은 학점을 받았다.

[예2]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친한 친구에게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새어나갔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에 대해 여러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보고,

위와 같은 부정적인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에 표시해주십시오.

━━━━━━━━━━━━━━━━━━━━━━━━━━━━━

1 =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다)

2 = Not really (그렇지 않다)

3 = Neutral (보통이다)

4 = Somewhat (그렇다)

5 = Very much (매우 그렇다)

1. During a stressful event, I feel that I am the one who

is responsible for what has happened.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라고 생

각한다)

1 2 3 4 5

2. During a stressful event, I feel that I am the one to

blame for it.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 나는 그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 내부귀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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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uring a stressful event, I think about the mistakes I

have made in this matter.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에 대해 내가 저지른 실수를 생각해본다)

1 2 3 4 5

4. During a stressful event, I think that basically the

cause must lie within myself.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 기본적으로 그 일의 원인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 64 -

We are interested in the daily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Many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 feelings of being left out, rejected, or

treated differently during their stay in Korea. Any form of social

interaction that conveys a demeaning message(ex. ability, personality..)

due to ethnicity can be a discriminatory experience. These experiences

may begin with "Because I am not from Korea..." They may be so

subtle and short so that students wonder if it had really happened, or if

they are being too sensitive.

Considering this, read the following items and answer how you felt

during your stay in Korea today.

━━━━━━━━━━━━━━━━━━━━━━━━━━━━━

저희는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차별 경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소외감, 거절감,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받은 경험

등을 보고합니다. 나라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폄하(능력,

성격 등)를 당하는 것을 차별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로 시작합니다. 미묘하고 짧은 순간에

지나쳐 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오늘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에 표시해 주십시오.

━━━━━━━━━━━━━━━━━━━━━━━━━━━━━

1 Strongly disagree (전혀 그렇지 않다) - 6 Strongly Agree (매우 그렇다)

1. I was treated with less courtesy than other people.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예의바르고 친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1 2 3 4 5 6

2. I was treated with less respect than other people. (나

는 다른 사람들보다 존중받지 못하였다)
1 2 3 4 5 6

2. 일일-수준 설문지

■ 일상적 차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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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received poorer service in restaurants or stores. (식

당이나 가게에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

1 2 3 4 5 6

4. People acted as if they are better than me. (한국 사

람들은 자신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

했다)

1 2 3 4 5 6

5. People acted as if I am dishonest. (주위 사람들은 내

가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대했다)
1 2 3 4 5 6

6. People acted as if they are afraid of me. (주위 사람들

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1 2 3 4 5 6

7. I was called names or insulted. (한국에서 나는 욕설

을 듣거나 모욕을 당한다)
1 2 3 4 5 6

8. People acted as if I were not smart. (주위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듯이 나를 대하였다)
1 2 3 4 5 6

9. I was treated differently in social situations. (나는 사

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받았다.)
1 2 3 4 5 6

10. Others were biased toward me.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1 2 3 4 5 6

11. I felt that my people are discriminated against. (한국

에서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받는다)
1 2 3 4 5 6

12. I heard negative words about international students

while attending classes or around campus. (수업이나

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

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1 2 3 4 5 6

13. I was discouraged from participating in class or

research discussions.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수업이나

연구실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였다)

1 2 3 4 5 6

14. I was signaled out in class or research meetings

and treated differently than other students. (수업이나

연구실 모임에서 혼자 주목을 받고, 학생들과 다른 대

우를 받았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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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a Discriminatory Event

Take some time to think over the event related to your answer(4～6) in

the questionnaire above.

- Try to picture the event as clearly as possible, even if it was just for

a moment.

- Include details such as the place, who was involved, and what you did.

- Example: Being the last one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class notices.

Koreans were more friendlier towards Caucasian students

━━━━━━━━━━━━━━━━━━━━━━━━━━━━━

4번～6번을 표시해주신 문항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 아주 잠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도, 최대한 자세하게 그 장면을 떠올려 보

시기 바랍니다.

- 어디에서 일어났으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생

각해 보십시오.

- 예시: 수업에 대한 공지를 가장 늦게 알게 되었다. 한국 친구들이 백인들

에게 더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다.

* After picturing the event, please write it down in a sentence

below. (사건을 떠올려본 이후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 차별사건/스트레스 사건 회상

Did you answer 4～6 in any of the items above? (위 문항 중 4～6에 응답한

문항이 있습니까?)

① Yes (네) ⟹ 차별 사건 회상

② No (아니오) ⟹ 차별이 아닌 스트레스 사건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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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ing a Non-Discriminatory Event

Take some time to think of one stressful event that happened today.

- Try to picture the stressful event as clearly as possible.

- Include details such as the place, who was involved, and what you did.

- Example: Forgot my umbrella and got wet, Tried to finish my

assignment but could not.

━━━━━━━━━━━━━━━━━━━━━━━━━━━━━

오늘 일어났던 일 중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 최대한 자세하게 그 장면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 어디에서 일어났으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생

각해 보십시오.

- 예시: 우산을 잊고 나와서 비를 맞았다. 과제를 다 마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 After picturing the event, please write it down in a sentence

below. (사건을 떠올려본 이후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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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s to the Event

Read each item below and check your reactions to the event the you

wrote down. (아래 문항을 읽고 적어주신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반응에 가

장 가까운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

1 =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다)

2 = Not really (그렇지 않다)

3 = Neutral (보통이다)

4 = Somewhat (그렇다)

5 = Very much (매우 그렇다)

1. During a stressful event, I feel that I am the one who

is responsible for what has happened.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라고 생

각한다)

1 2 3 4 5

2. During a stressful event, I feel that I am the one to

blame for it.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 나는 그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During a stressful event, I think about the mistakes I

have made in this matter.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에 대해 내가 저지른 실수를 생각해본다)

1 2 3 4 5

4. During a stressful event, I think that basically the

cause must lie within myself.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 기본적으로 그 일의 원인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 내부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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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Satisfaction and Persistence

Below is a list of the ways you might have felt or behaved. Please check

how often you have felt this way during today. (아래에 적혀있는 문항을

잘 읽은 후 오늘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잘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0 Rarely or none of the time (극히 드물게) -

3 Most of the time (거의 대부분)

1. Felt depressed (우울했다) 0 - 3

2. Everything I did was an effort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 3

3. Enjoyed life (생활이 즐거웠다) 0 - 3

4. Felt sad (슬픔을 느꼈다) 0 - 3

5. Felt that people disliked me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

다)
0 - 3

6. Could not ‘get going’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

다)
0 - 3

1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다) - 7 Very much (매우 그렇다)

7. Today I feel uncertain about studying in Korea. (오늘은 한국

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1 - 7

8. Today I am enthusiastic about working on my program/class

studies. (오늘은 전공이나 수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

이 생긴다)

1 - 7

9. More than usual, I feel that I want to return to my country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는 마음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든다)

1 - 7

■ 우울 및 학업지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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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l

Attributions to Daily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and Academic Persistence:

A Daily Diary Study

Ye-Sul Min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students’ daily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s, and to identify internal attribution processes

that play a role in this relationship. 61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ompleted a one-time demographic

questionnaire and internal attribution style measure. They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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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one daily diary entry each evening for 10 days. The daily

diary entry consisted of their daily discrimination experiences, internal

attribution reactions to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s. Out of the 465 daily data collected, 155(41.8%)

discrimination experienced days and 216(58.2%) discrimination

non-experienced day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daily discrimination

predicted daily depression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s. Second,

internal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moderated the effect between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discrimination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s. Using internal attribution as a strategy buffered the

harmful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a daily basis. However, internal

attribution dispositions moderated the effect between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in an opposite direction. People with high dispositional

tendencies to attribute internally showed to be more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This study broadens the methodological boundaries of current

international student studies by demonstrating that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adjustment also works on a daily basis.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counselors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coping method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ir adjustment

process.

keywords : International Students, Discrimination,

Internal Attribution, Daily Diary Method

Student Number : 2015-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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