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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상적 맥락에서 당일 발생한 차별사건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 개인의 대

처 행동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일기 측정 설문 연구이다. 차별 

경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 행동이 안정된 패턴을 유지하기보다 구

체적인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트레스 사

건의 통제 가능성은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당일 발생한 차별 

사건의 통제 가능성이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대처 행동에 보이는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전반적인 생활에서 발생한 중대한 

차별사건이 아닌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당일 발

생한 차별 스트레스 사건에서 개인의 대처 행동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는 사건의 

통제 가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아

권 유학생을 60명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당일에 발생한 구

체적인 차별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일기 보고식 기록을 하고, 해당 사건의 통제 가능

성 및 개인이 취한 대처 행동을 일일 기준으로 10일 동안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60명을 대상으로 10일 동안의 자료 수집을 통해 600개의 자료 수집을 계획하였고, 

실제로 총 532개의 자료가 회수되었으며(응답률 88.7%), 이 중에는 스트레스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차별이 아닌 일반 스트레스 사건이 보고된 자료를 제외하고 차별 사

건을 보고한 136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60명의 피험자 중에 10일 동안 1건

혹은 그 이상의 차별 사건을 보고한 피험자 수는 31명이고 이들이 10일 동안 평균

4.4개의 차별 사건을 보고하였다. 차별 사건을 보고한 31명의 피험자 중에 10개의 자

료를 제공한 피험자는 4명, 8개가 3명, 7개가 1명, 6개가 2명, 5개가 3명, 5개미만은

18명이었다. 본 연구의 136개의 일일 자료가 31명의 개인 내에 불균형적으로 속한

자료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일일 자료별

및 개인별로 시행하였다. 즉 차별 사건을 보고한 136개의 일일 자료에 대한 자료 분

석, 31명의 피험자 10일간 자료의 평균에 대한 분석, 31명의 피험자가 차별 경험을

처음으로 보고한 날에 대한 자료 분석의 순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개인 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 선도표를 통해 사건의 통제 가능성과 개인의 대처 행동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일일 자료에 대한 검증 결과는 자기통제는 사

려형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에 정적으로 기여하고 통제 불가능은 정서 중심대처의 사

용에 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황의 타인통제 가능성은 대처 행

동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개인별로 10일 동안의 자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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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에서도 위와 일치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한편, 개인별로 산출한 선도표에서

는 통제 가능성과 대처 행동의 사용 사이 일관된 변화 패턴을 보였다. 즉 당일 발생

한 차별사건의 통제 가능성이 개인의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차별 상황이

통제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 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상황이 통제 불가능

한 경우에는 상황으로 인한 정서를 중심으로 다루려는 정서 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기 설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 행동이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특히 상황의 통제 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

에 초점을 두어 수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적 지평

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담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개

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

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요어 : 대처 행동, 통제 가능성, 차별 경험, 일기 측정 방법, 아시아권 유학생,

학 번 : 2016-2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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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는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확대 및 인재 유치 차원에

서 유학생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 사회도 

개방적이고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유학생의 유

입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04년 12월 한국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해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in 

Korea Project)을 발표한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산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유학생정책본부의 유학생 현황통계에 

따르면 2018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수는 143,926명

에 이른다(교육부, 2018). 이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201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을 유치하여 총 2조 5000억 원의 외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목표에 일근접한 수

치이다. 또한 2018년 2월에 집계된 유학생 수는 2017년 2월 기준 123,192명에 비해 

16.8%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율을 2004년부터 지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다. 

유학생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해마다 수많은 유학생이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깊

은 관심과 학업적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 들어온다. 그러나 이

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생활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적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학업 수행에 대한 높은 기준 및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언어적인 장벽으

로 인해 겪는 어려움, 대인관계 상호작용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 등으로 유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유학생들의 우울이나 불안, 신체화 등(김민선, 서분옥, 서영석, 2010; 신

이린, 2014)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주동범, 김향화, 2013).

Sandhu와 Asrabadi(1994)는 이러한 현상을 개인 또는 집단이 새로운 사회에 접근

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보고, 이를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로 정의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 충격, 죄책감 등 하위 요인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는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가치나 관습에 대한 생리적, 정서적 반응으

로 설명되고 있다(Berry, 1997).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에서도 특히 차별경험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생활 적응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Goffman(1963)은 차별경험은 타

인이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시키는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개념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동시에 유학생 집단은 사회의 소수자(minority) 집단으로

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경험은 주류 집단으로부터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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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기에 수용과 사회적 연결감의 욕구(Baumeister & Leary, 1995)를 좌절시킨다

(Schmitt, Branscombe, Postmes, & Garcia, 2014). 일상적 차별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며(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1; Schmitt et al., 2014), 정서적 고통이나 분

노, 불안, 슬픔 등 부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Appel, 2004; Bennett et al., 2004; 

Brondolo et al., 2008; Hatzenbuehler et al., 2009; Genet & Siemer, 2012). 또

한 차별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으며, 더 높은 우울, 불안과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다(Schmitt et al., 2014). 그리고 차별경험은 심리적인 고통 외

에 신체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고 있다(Clark, Anderson, 

Clark, & Williams, 1999).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

구들을 통해 밝혀졌는데, 특히 차별은 우울 및 불안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한나, 2009; 진민진 외, 2011; 

민예슬, 2017). 

차별경험이 심리적인 안녕감과 사회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 결과들 또

한 존재한다.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은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은 바로 그 예이다(Sander-Thompson, 2002; Taylor & Turner, 

2002).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차별과 우울 증상 간의 개인차를 나타내고 이 정적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20년대 후반부터 차별이 개인에게 

미치는 일차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이 관계를 조절하는 개인 환경적 요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차별이 개인에게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 차별에 대하여 개인이 인식하는 방식이나 

대처하는 반응에 주목하였다(이안나, 임성문, 2015; 진민진 외, 2011; Brondolo et 

al., 2008; Hatzenbuehler et al., 2009; Major et al., 2007).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차별경험의 심리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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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타났다. 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하나로 지각된 차별감이 등

장하였다(Miller & Kaiser, 2001). 즉 대처가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Miller와 Kaiser(2001)는 이

에 따라 차별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대처 과정을 차별 스트레스-대처 이론으

로 개념화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이 차별에 대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대처전략에 따라

서, 그 조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Lazarus와 Folkman(1980)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

는 대처 행동을 크게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

였다. 즉 대처하는 대상에 따라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을 다루려는 정서 중심적 

대처로 분류된다. 많은 연구에서 정서 중심적 대처는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과 관계가 

있고(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우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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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신경증 등 정신건강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Endler & Parker, 

1994). 반면에 문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를 초래한 원인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대

처방식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참아 내거나 수용하는 정서 중심 대처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효율적인 대처로 알려져 있다(Garnefski et al., 

2001). 즉 문제 중심대처는 정서 중심대처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응적인 대처방식이

고, 개인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

었다(Skinner, Edge, Altman, & Sherwood, 2003).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 및 그로 인한 영향을 탐색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Freud

를 중심으로 하는 자아 심리학 연구가들에 의해 방어기제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왔다

(Parker & Endler, 1996). 이는 대처 행동에 대한 성향적 관점으로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과 관계없이 개인은 일관성이 있고 고유한 성향적 행동(dispositional 

behaviors)을 취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 내 

대처 행동 간의 일관성에 대해 과거 많은 연구가 검증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반

해 개인의 대처 행동은 안정된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개인 내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Eckenrode 1991; Folkman et al. 1991; Mattlin, Wethington, and Kessler 

1990; Pearlin 1991; Wethington and Kessler 1991).

특히 Lazarus와 Folkman을 중심으로 한 대처 행동을 상황적 시각으로 보는 인지-

현상학적 입장을 따른 학자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

어, 개인의 고정된 대처패턴의 설명력이 부족하고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대처 행동에 대한 인지-현상학적 입장을 따르면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적 행동이 아니라 직면한 스트레스 상

황에 따라 역동성이 있게 변화하는 상황적 행동(contextual behaviors)이라고 주장

하였다(민하영, 1999). 또한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일한 대처방식을 사용하기보

다 다양한 대처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도 보인다. 따라서 대처 행동에 대한 

Lazarus와 Folkman의 상황적 시각에 따르면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대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즉, 스트레스 상황의 통제 가능성, 

도전 가능성, 그리고 개인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느껴지는 정도나 타인에

게 도움받을 수 있는 정도 등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대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Compas, Banez, Malcarne, & Worsham, 1991;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특히 상황의 통제 가능성

이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고 통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경우에

는 문제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문제 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통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을 수용하거나 회피하고, 정서적 지지를 구하

거나 반동적으로 감정으로 표출하는 정서 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

가 많다(David & Suls, 1999; Park, Armeli & Tennen, 2004; 민하영, 유안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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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대처 행동에 대한 상황적 접근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음에

도 불구하고 기존 차별경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차별경험에 대한 개인의 성향적 

접근 위주로만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즉 차별경험에 대한 기존 연

구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전반적으로 지각하는 차별감’ 혹은 ‘지난 6개월간에 경험했

던 차별사건’ 에 대한 검증 등이 대다수이다.

이와 반대로 실제 차별경험은 짧고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특성을 보이

고 있다(Sue, Capodilupo, Torino, Bucceri, Holder, Nadal & Esquilin, 2007). 

Zoljargal과 Chimed(2014)는 차별경험은 다양한 인종, 민족 및 국가에 걸쳐서 명시

적 혹은 암시적 형태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Sue 등(2007)에 의하면 차별에 대

한 민감도가 높은 현대 사회 분위기에 따라 현대사회의 차별은 과거와 달리 명시적으

로 드러나기보다 미묘하고 지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암시적 형태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미묘하고 암시적인 차별경험은 일상생활의 상호작

용에서 만성적인 특성을 띠면서 심리적인 고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Ong, 

Fuller-Rowell, & Burrow, 2009). Sue 등(2007)은 이러한 차별경험의 특성을 고려

하여 짧고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인종적 미세 공격(Racial 

Microaggressions)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차별경험의 일상적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여 회상편향으로 인한 자료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실제 사건과 가까운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차별경험에 대한 대처 행동 및 그로 인한 영향을 밝히기 위해 해외에서 연

구된 바가 소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이다. 인지적 재

평가나 회피(Major et al., 1998), 반추(Bordesri& Liang, 2011; Hatzenbuehler et 

al., 2009; Miranda et al., 2013), 직면, 분노 표현, 억제(Brondolo et al., 2009)와 

귀인(민예슬, 2017)에 대한 연구들이 예시될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루어

진 차별경험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대처방식 및 그로 인한 영향을 밝히는 데 초점

을 두고 있다. 문제 중심대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응적인 대처방식으로 알려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취하는 대처 행동에서 보이는 차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과거 연구들에서 주로 전반적으로 지각된 

차별감, 또한 그에 대한 성향적인 대처 방식 및 통제 소재 등 개인의 성향적 접근에 

따라 연구되어왔기 때문에 차별상황에서 개인이 대처 행동을 취하는데 어떠한 인지적 

평가나 경로를 거치는지에 대한 내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차별경험에 대한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을 밝

힐 필요가 있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에 통제 가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이, 일상적 맥락에서의 차별경험에 대한 검증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산출하

는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차별경험의 일상적 맥락과 이

에 대한 인지적 평가 및 대처 행동의 상황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기측정방법을 

활용해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일기 측정 방법은 참여자들의 일상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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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 경험에 대한 반응을 매일 측정하는 방법으로(Tennen, Affleck, & Armeli, 

2005),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차별경험에 대한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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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는 10일간 연속으로 일상적인 맥락에서 차별경험에 대한 상황적 자료를 수집

하고 연구하였다. 이러한 일상적인 맥락에서 차별경함에 대한 대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차별경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황의 통

제 가능성과 같은 인지적 평가가 개인의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학생들이 겪는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성 및 엄밀성을 

높이고 기존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상담자들에게 외국인 유학생의 구체

적인 적응 과정 및 대처 행동 선택의 내적 심리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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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당일 발생한 차별경험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처 행동에 차이가 있

을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당일 발생한 차별경험의 통제 가능성이 개인이 사용한 구

체적인 대처 행동을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경험들에 

대한 대처 행동이 다른가? 2) 당일 차별경험의 통제 가능성이 그에 대한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1: 차별경험에 대한 대처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2: 당일 차별경험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 대처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차별경험에 대한 자기통제와 타인 통제는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

다.

2.2 차별경험에 대한 통제불가능은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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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차별경험

1) 일상적 상호작용 맥락에 따른 차별경험의 정의

지각된 차별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낮은 지위 때문에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

았다고 지각하는 것(Mirage, 1994)이다. Harrell(2000)은 차별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위해 다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차별은 크게 차별 사건(직접적 혹은 대리적 차별 경

험), 일상적 상호작용 맥락, 그리고 만성적 차별 등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경험된다. 

먼저 차별사건(Episodic Stress)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경험하는 차별경험이다. 차별

사건에는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타인을 관찰하는 대리적 경험도 포함된다. 가족

이나 친구가 경험한 차별사건을 목격하거나 들은 과정 속에서도 개인은 불안, 슬픔, 

분노 및 위험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다양한 대리경험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차별

은 일상적인 상호작용(Daily Racism Microstressors) 맥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미묘하고 때때로는 상대방이 분명한 의도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

욕적 상호작용이다. 차별경험은 대인관계를 통해 전달되며 편견이 세상 속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인식을 당사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차별은 만성적인 특성

(Chronic Strain)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차별로, 자원의 불공정

한 분배나 대중매체를 통해 비치는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 차별의 역사 등이 이에 속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에 대한 개인의 대처 행동을 연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제도적인 차별보다는 개인이 경험한 구체적인 차별사건이나 사회적 상

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차별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Sue 등(2007)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의 차별은 과거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 일상생활에서 미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

서 사회의 소수인종 집단에 속한다는 점만으로 폄하하는 메시지를 짧고 순간적으로 

전달하는 일상적 상호작용을 인종적 미세 공격(Racial Microagressions)이라고 정의

하였다. Sue 등(2007)에 따르면 인종적 편견과 증오가 과거에는 공개적이고 의식적으

로 표현되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모호하고 흐릿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미묘한 방식으로 발생한 인종차별

은 외국인들에게 불편감을 주고 있다. 

인종적 미세 공격은 크게 미세한 폭력(Microassault), 미세한 모욕(Microinsult), 미

세한 무시(Micro-invalidation)의 3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우선 미세한 폭력

(Microassault)이란 명백한 인종적 폄하이며, 이는 언어적·비언어적 형태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거나, 외국인을 일부러 피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

로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명확한 차별 행동이 이에 포함된다. 미세한 폭력은 

기존에 행해지던 ‘과거 차별’과 가장 유사하지만, 이는 신체적인 폭력보다 언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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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며, 개인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한국 학

생이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팀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이에 대한 불만을 교수님이 있

는 자리에서 제기하지는 않지만 이를 외국인 유학생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미세한 모욕(Microinsult)이란 외국인의 인종이나 나라, 민족 정

체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때로는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피해자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놀라워하는 말투

로 “너는 어떻게 우리 연구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어?”라고 묻는 것이 예시될 수 있다. 

‘외국인인데 이러한 업무를 맡을 충분한 능력이 당연히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편견이 이러한 의사소통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미세한 모욕감을 전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세한 무시(Microinvalidation)란 외국인의 생각, 감정, 혹은 개인적 경

험 등을 무시하여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의견 및 주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못 들은 척하거나 지루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행동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일상적 차별에 관하여 여러 질적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Zoljargal과 

Chimed(2014)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상황에서(학

교 수업이나 조모임, 학과 행사 등) 발생하는 차별이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명시적인 차별이란 주류 집단으로부터 명백한 거절 경

험을 당하는 형태이며 암시적인 차별은 무관심하거나 존재를 무시하는 취급을 당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명시적인 차별의 경우, “엠티에 외국인들을 왜 데리고 오냐”는 

식의 직설적인 소외경험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암시적인 차별은 특정한 경험으로 

보고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유학 생활을 통해 한국 학생들로부터 받는 비호의적인 태

도, 무시, 무관심 등이 이에 속한다. Sue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을 

엠티에 초대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미세한 폭력(microassault)으로, 무시나 무관심

의 경험은 미세한 무시(microinvalidation)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차별경험 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미묘하거나 모호한 ‘진짜 차별’

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

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 즉 일상적 상호

작용 속에서 미세한 폭력을 당하거나, 타인으로 미세한 모욕감이나 무시를 경험하는 

경우를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적 상호작용 맥락에 따른 차별경험이라고 정의하고자 한

다.

차별경험의 이러한 일상적 특성은 스트레스 대처 이론과도 맞닿은 점이 있다. 차별

경험은 외국인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

형 중의 하나로 정의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스트레스대처이론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초기연구는 삶 전반에 대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 

및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에 주목하고 또한 이에 대한 개인의 안정적이고 성향적인 대

처패턴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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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 따라 대처방식에 대한 성향적 접근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스

트레스에 대한 일상적이고 상황적인 맥락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와 중대한 생활 사건을 구분하여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응을 예측하는데 더 나은 설명

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차별경험도 문화적응과정에 경험하는 일상

적 스트레스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상황적 정의 및 접근이 차별경험의 개념과 더욱 

근접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차별경험의 영향

차별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며(진민진 외, 2011; Schmitt et al., 

2014), 정서적 고통이나 분노, 불안, 슬픔 등 부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Appel, 

2004; Bennett et al., 2004; Brondolo et al., 2008; Hatzenbuehler et al., 2009). 

한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에서 차별은 우울과 불안,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미쳤으며(김현옥 외, 2011; 서한나, 2009; 진민진 외, 2011), 심지어 신체

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scoe & Richman, 2009). Schmitt 

등(2014)은 다수의 차별 관련 연구들의 전체 효과크기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차별과 다양한 심리적 안녕감 지표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328개의 효과크기(총 피험자 수는 144,246명)를 분석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주로 우울,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 자존감, 삶의 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차별과 그로 인한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종단연구들

에서 개인의 초기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차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차별감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효과크기는 유의하였다. 즉 차별을 경험한 

경우에는 개인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적 안녕감 지표는 증가하고 

자존감은 떨어지며 삶의 만족도는 줄어들었다. 특히 이 중에 긍정적인 지표(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보다는 부정적 지표(우울, 불안, 스트레스)에서 더 큰 효과크기를 보이면

서 차별에 대해서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종단연구의 효과크기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개

인의 심리적인 부적응이 차별감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차별경

험이 선행사건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차별경험은 심리적 적응지표뿐만이 아니라 학업 적응이나 학업 지속 의도와 관련되

어서 연구되기도 하였다(권귀연, 2017; 김해경, 2016; Levin, 2006; Nora & 

Cabrera, 1996). 유학생들이 타국 유학을 온 가장 큰 이유는 학업 때문(권귀연, 

2017)이기에, 유학 생활에서의 학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적응을 반영하는 

강력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외국인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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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적응지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입는 것으로 보인다(권귀연, 

2017; Smedley, 1993; Levin et al., 2006; 민예슬, 2007). 소수 인종 집단 신입생

들을 대상으로 한 Smedley 등(1993)의 연구에서 다른 인종 집단과의 교류가 부족하

거나 캠퍼스에서 차별감을 지각하는 것은 학업 성취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캠퍼스 내 교수 및 교직원, 교우 관계에서 경험하는 차별감이나 소외감은 학업 적응 

및 학업지속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Nora & Cabrera, 1996).

이러한 연구들은 차별이 유학생의 심리적·학업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Ong 등(2009)은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이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차별을 크게 두 

가지로, 즉 만성적 스트레스와 일상적 스트레스의 형태로 경험된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만성적 차별과 일상적 차별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류하여 측정

하였다. 그 결과는 만성적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개인이 더 많은 일상적 차별과 더 높

은 심리적 고통(우울, 불안, 부적 정서)을 보고하였다. 또한 일상적 차별은 만성적 차

별이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성적 차별은 반드시 일상적 차별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는 차별경험을 일상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측정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

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생의 중대한 사건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

나는 사소한 스트레스나 생활 사건이 심리적 고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Pillow, Zautra, & Sandler, 1996)와 맥락을 같이한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차별경험이 유학생들의 우울 및 학업 지속 의도 등 적응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일상적 수

준’에서 차별경험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하지

만 기존 외국인 유학생의 차별경험을 다루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단회의 설문 측정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서한나, 2009; 진민진 외, 2011; 김현옥 외, 2011). 이는 일상적인 맥락에서 일

어나는 차별 경험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를 보완한 반복측정방식을 채택하여 연구 절차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3) 일상적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차별경험의 측정

대다수의 연구가 차별을 일상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수준에서 차별을 측정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Richardson, 

2015). 이러한 개념 및 연구방법 간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몇몇 외국 연구에서

는 일기 측정 방법(Daily Diary Method)을 활용하여 차별경험을 당일 수준에서 측정

하고 연구하였다(Broudy et al., 2007; Jose & Lim, 2017; Hatzenbuehler et al., 

2009; Torres & Ong, 2010). 일기 측정방법은 참여자들의 일상적 경험과 각 경험에 

대한 반응을 매일 매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일상적 생활 사건과 정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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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증상, 웰빙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Tennen, Affleck, & Armeli, 2005). 

Affleck 등(1991)에 따르면, 일기 측정 방식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당일 측정 

방법을 통해 사건이나 변화가 실제로 발생한 시간과 더욱 가까운 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회상편향(recall bias)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

는 과정에서 피험자 자신이 통제 변인이 되기 때문에 혼재 변인의 영향력을 상대적으

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 측정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적 선행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과적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시도들은 앞서 언급된 차별경험에 대한 개인이 취한 ‘상황적 대처 행동’에 

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차별경험에 대하

여 개인이 특정 대처방식을 사용했는지를 일일 단위에서 측정하여 대처방식의 조절 

효과를 보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Hatzenbuehler et al., 2009; Broudy et al., 

2007; Torres & Ong, 2010;  Jose & Lim, 2017). Hatzenbuehler 등(2009)은 외국

인 피험자 50명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자료 수집을 하였다. 당일에 차별을 경험하였

는지, 경험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반추 혹은 억제)했는지, 또한 당일의 사회

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지각된 차별은 당일의 심리적 고통을 의미 있

게 예측하였으며, 이는 반추에 의한 매개 효과를 보고되었다. Torres와 Ong(2010)은 

일기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차별경험이 그다음날의 우울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91명의 라틴계 성인을 대상으로 일기 측정방법을 

통해서 13일 동안 당일의 차별경험과 우울을 측정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그 결과 다

음 날의 우울을 예측하는데 있어, 차별과 민족적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

다.

2. 대처

1) 대처의 정의

Hobfoll(1998)은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가치 있는 목표가 위협받거나 손실되었을 때 

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을 만들 수 없을 때의 정신적인 상

태”로 정의하였다. 이는 인지-현상학적 접근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역동적 상호작용으

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접근은 유기체의 항상성이 와해된 상태만을 강조해서 스트

레스를 단순한 반응으로 정의하는 접근과 자극으로만 보는 행동주의 입장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조된다. 스트레스를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인지-현상학적 접

근을 통해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한 반응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을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강요된다고 평가되는 내, 외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또는 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은 다양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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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부터 Anna Freud(1946)로 대표하는 자아 분석가들은 방어기제 개념을 도

입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차를 규명하는 최초의 시도를 하였다. 이는 대처 행

동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특성으로 보는 성향적인 시각이다. 대처 행동에 

대한 자아 분석가들의 이러한 성향적인 접근은 스트레스 상황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동이 안정성이 있고 일관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제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대처 행동에 대한 성향적 시각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 특

성에 의해 결정된 스트레스 상황 간 안정된 대처패턴만을 강조하며 스트레스 상황이 

변화함에 따른 대처 행동 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처 행동이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은 개인의 자율성,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 

상황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인간의 인지적 능동성을 과소평가했다

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되어 개인의 특성 외에도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 주변 사회적 지지 등 환경적인 요인들이 개인의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처 행동에 대한 성향적 관점의 한계점을 지적하여 개인의 인지적 능동성을 강조

한 Lazarus와 Folkman으로 대표되는 학자들은 인지-현상학적 입장에 근거하여 대

처 행동에 대한 상황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은 일상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일관되어 개인의 대처 행동도 직면한 스트레

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설명하는 상황적 접근보

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 행동, 또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등 

개인의 인지적인 요인 및 환경적인 요인을 통합한 상황적 접근의 적합성을 강조해왔

다. 즉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상황적인 

요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개인 내적인 요소 또한 개인의 행동을 통해 다시 환

경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오는 다양

한 스트레스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은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통해 여러 가지 

대처 방식을 취하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는 증가와 감소 또는 감소와 증가의 되풀이하

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친다. 

2) 대처 행동의 분류와 영향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인 틀이 제시되어 왔다. 

Lazarus와 Folkman(1980)은 대처 양식을 크게 이분법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 

다루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려는 정서 중심적 대처로 분류하였다. 대처하는 대상에 따라서 대처방식을 구

분하는 Lazarus와 Folkman의 방식과 달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서 대처 행동을 접근-회피(approach-avoidance) 유형

으로 구분하는 접근방식도 있다(Roth & Cohen, 1986). 정보수집이나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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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와 같은 시도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을 접근적 전

략으로 정의하고 스트레스 사건을 무시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

나려는 시도를 회피적 전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Amirkman(1990,1994)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문제해결, 사회적지지 추구, 

및 회피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고, Endler과 Parker(1990)는 과제 추구적, 정서 추

구적 및 회피로 범주화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대처 반응은 통제-탈출

(control-escape: Havlovic & Keenan, 1995), 반추–기분전환(rumination 

-distraction: Nolen-Hoeksema, 1987)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었다

(허태균 등, 2001). 

대처 행동에 대한 범주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직접 다루고 변화시키려는 대처 행동과 스트레스 

상황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그로 인한 정서를 처리

하고자 하는 대처 행동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Moos & Moos, 

1992). Lazarus와 Folkman(1984)은 모든 스트레스 대처 반응들은 대처 내용에 따라 

문제 중심적- 정서 중심적과 대처의 적극성에 따라 접근적-회피적으로 구분될 수 있

다고 제안하였다(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이는 추후 Heppner, Cook, Wright

와 Johnson(1995)은 Lazarus와 Folkman의 이분법적 범주화에 근거하여 대처 방식

을 세 가지 요인으로 세부화 시켰다. 기존의 문제 중심적 대처를 사려형 문제 중심대

처로, 정서 중심적 대처를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로 세분화하였다(진민진 등 2011).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다양한 분류는 여러 심리적 안녕감 또는 사회적 적응도를 반

영하는 지표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되어왔고, 심리적 안녕 및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도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서 중심적 대처는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과 높은 관련을 보이고(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1986; Littrell & Beck, 2001), 우울, 불안, 신경증 등 강화시키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Endler & Parker, 1994). 

반면에 문제 중심 대처는 정서 중심 대처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

하는 효율적 대처로 알려져 있다(Garnefski et al., 2001). 또한, 적극적 대처 방식이 

소극적 대처 방식보다 적응적이고(Forsythe& Compas,1987; Terry, Tonge & 

Cakkan,1995), 통제-관련 대처 방식이 탈출-관련 대처 방식보다 더 적응적으로 보고

되었다(Havlovic & Keenan, 1995).

더 나아가,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적응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도 연구되었다(Feldman, Fisher, Ransom & Dimiceli, 1995; Forsythe & 

Compas,1987; Lazarus & Folkman, 1984). 특히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한 통제 가능성, 도전 가능성, 또한 개인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나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개

인의 대처 행동을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Com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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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ez, Malcarne, & Worsham, 1991;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들 중에 상황의 통제 가능성이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문제 중심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통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을 수용

하거나 회피하고, 정서적 지지를 구하거나 반동적으로 감정으로 표출하는 정서 중심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David & Suls, 

1999; Park, Armeli & Tennen, 2004; 민하영, 유안진, 1994). 또한 Forsythe와 

Compas(1987)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 반

응이 정서 중심적 대처 반응보다 더 우선적이고 또한 효과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스

트레스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서 중심적 대처 반응이 더 적응적인 양식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허태균 등, 2001). 

3) 차별에 대한 대처와 영향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에 하나로 Miller와 

Kaiser(2001)는 차별 스트레스-대처 이론으로 개념화하여 설명하였다. 차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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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며 이는 차별로 인한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

서 차별경험의 일차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것보다 차별경험에 대한 개인의 지각, 인지, 

반응 등 상호작용 요인들을 고려하여 차별경험에 대한 개인이 반응하는 대처방식 등

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Hatzenbuehler et al., 2009; Brondolo et al., 

2009; Major et al., 2007; 진민진 외, 2011; 채향화, 2008). 

Harrell(2000)은 인종 관련 스트레스 모형에서 대처 방식이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내에서도 중국인 유학생

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사이를 적극적인 대처 방식보다 소극적인 대처 방식이 차별

감과 우울을 부적으로 매개하고, 정서 중심대처가 이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한다는 것

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채향화, 2008; 진민지 외, 2011). Meyer(2003)도 소

수민족 스트레스 모델을 통해서 개인의 대처 방식은 지각된 차별감과 그에 따른 심리

적 어려움의 관계를 중재하는 조절 변인이라고 보았다. 

차별경험이 일상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또한 대처 행동에 

대한 상황적인 접근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차별감이 아닌 일상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차별사건에 대한 대처 행동 및 그로 인한 영향을 밝히기 위해 몇몇 외국 논

문에서 연구되어왔다. 인지적 재평가나 회피(Major et al., 1998), 반추(Bordes & 

Liang, 2011; Hatzenbuehler et al., 2009; Miranda et al., 2013), 직면, 분노 표

현, 억제(Brondolo et al., 2009)와 귀인(민예슬, 2017)에 대한 연구들이 예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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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Noh와 kaspar(2003), 그리고 Yoo와 Lee(2005)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

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중심 대처가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차별경

험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억제형 대처와 격한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하

는 반동형 대처 등 정서 중심대처가 모두 우울 수준을 더욱 증가시켰다(Noh & 

kaspar, 2003; Wei 등 2008; Wei & Heppner, 2010).

그러나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차별경험에 관한 기존연구는 주로 대처방식 및 

그로 인한 영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차별경험에 대한 대처 행동의 

적응성에 관한 상황적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차별경험이라는 스트레스에 대

한 대처 행동은 어떠한 인지적 평가나 경로를 거치고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문제 중심대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응적인 대

처방식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대처 행동에

서 나타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과거 연구들

에서 주로 전반적으로 지각된 차별감, 또한 그에 대한 성향적인 대처 방식 및 통제 

소재 등 개인의 성향적 접근에 따라 연구되어왔기 때문에 차별상황에서 개인이 대처 

행동을 취하는 내적 과정을 상황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일상적 맥락에서 차별경험에 대한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에 

통제 가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차별경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일상적 맥락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3. 통제 가능성 

1) 통제 가능성의 정의

통제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통제하는 상황과 특성에 관련

하여 크게 일반적 통제(general control)와 구체적 통제(specific control)로 범주화

하고(Maddaux, 1995; Thompson & Spacapan, 1991) 이에 따른 세부 구분들이 이

루어진다. 일반적 통제란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통제 정도, 또한 

통제의 소재가 외부에 있는지, 혹은 내부에 있는지 등에 대한 개인의 성향이다. 따라

서 일반적 통제는 상황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서 개인의 성향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구체적 통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이 지각하는 통제 가능성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 통제는 직면한 상황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는 점에서 상황적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구체적 통제와 일반적 통제는 개인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가 있으나 실제 기능상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 통제는 통제의 소재에 따라 개인 내, 힘 있는 타인, 또한 예측 불가능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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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누는 Rotter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와 달리 

구체적 통제는 직면한 상황에 대해 개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믿음, 또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지, 자원 및 정보에 대한 지각, 그리고 

통제영역을 초월하는지에 대한 판단 등 구체적이고 상황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이러

한 통제의 기능의 차이는, 일반적 통제가 높은 사람, 즉 스스로 삶에 대한 통제감이 

높고 내적 통제 소재 성향인 사람이라도 건강, 사고와 같은 특정한 영역에 대해 낮은 

통제감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Lachman, 1991; 

Thompson & Spacapan, 1991). 

2) 통제 가능성 및 대처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인지-현상학적 입장에 근거한 연구자들은 대처 행동에 대한 

성향적인 접근에 따라 개인의 대처 행동에서 보이는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대처 행동의 상황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처 행동을 설명하기 위

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개인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통해서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나가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직면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판단하는 일차적 평가와 

그 상황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을 평가하고 대처 행동을 택하는 이차적 

평가로 구성된다. 이차적 평가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처 행동의 선택은 스트레스 

상황 통제 가능 여부, 통제할 수 있는 내외적 자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 

즉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지각된 통제 가능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직면

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통제 가능성이 중요한 설명

변수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많은 연구를 통해 지지가 되었다(Compas et 

al.,1988b; Gamble,1994; Terry, 1994; Thurber& Weisz, 1997).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은 특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이나 판단으로 정의되기도 한다(Litt, 1988; Patrick, Skinner & Connell, 1993). 스

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은 Bandura의 ‘결과기대’와 ‘자기효능감’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결과기대란 ‘구체적인 행동이나 전략이 원하는 목표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믿음’이고,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이나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다(Flammer, 1997). 이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의 통제 가능성은 특정 행동을 통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원하는 바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포

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민하영, 1999).

Forsythe와 Compas(1987)에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

제 중심적 대처 반응이 정서 중심적 대처 반응보다 더 우선적이고 또한 효과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서 중심적 대처 반응의 사용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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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통제 가능성이 직접적 문제해결 행동의 주요 동기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입장이다(Flammer, 1997; Lopez & Little, 1996).

대처 행동의 상황 간 차이를 강조하는 대처 행동에 대한 상황적 시각에 의하면 직면

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처 행동의 상황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의 통제 가능성이 대처 행동을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를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지

를 차별경험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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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 아시아권 외국인 유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자료는 2018년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수집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은 1회의 사전설문을 완료한 후에 연속 10일간 매일 온라인 설문을 작성

하였다. 

산술적으로 수집 가능한 총 600개의 자료 중 532개의 응답(88.7%, 평균 8.9번 응

답)을 실제로 회수하였다.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는 당일 생활을 회

상한 후에 차별 경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별 경험을 기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고 차별 경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당일에 경험한 차별 경험에 대한 초점을 두어 이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대처 방식 간에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 스트레스 사건이 

아닌 차별사건을 보고한 159개 자료(29.9%)만을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또한 이 중에 

차별 경험으로 기록하였으나 “없음, 오늘 안 나가서 별일 없었다” 혹은 “Today I 

had my personal Chinese course with my Korean students, they showed me 

the persuasion, that made me feel satisfied.”처럼 긍정적인 사건으로 기록한 경

우에는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외된 자료는 23개였으며, 나머지 136개

의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 가설 검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60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 10

일 동안 차별 경험을 한번 혹은 그 이상을 기록한 연구 참여자는 31명(51.7%)이고 

평균 2.27개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1> 과 같다. 전체 60명의 참여자 중 여자가 

56명(93.3%). 남자가 4명(6.7%)으로 여성 연구 참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나이

는 최소 만 19세에서 만 29세로 평균은 23.36세, 표준편차는 2.13세였다. 유학 형태

는 대학원생 43명(71.7%), 학부생 12명(34.4%), 어학 연수생 3명(5%), 교환학생 2명

(3.3%)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월 1일 기준 한국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 형태에 

대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석사 및 박사 등 대학원 과정이 전체 유학생 수의 20.1%, 

학사 과정이 39%, 어학 연수생이 31%, 기타 연수생(교환학생 포함)이 9.9%를 차지한

다는 점(교육부, 2017)을 고려했을 때, 전체 외국인 유학생 비율과 비교하여 본 연구 

참여자중 대학원생 비율이 다소 높고, 어학 연수생의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

났다. 

한국 유학생 중에 아시아권 유학생은 8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국에 있는 일반 외국인 유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화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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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표성이 높은 아시아권 유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국적은 

6개국으로 보고되었다. 중국(54명, 90%), 대만(2명, 3.3%), 말레이시아, 몽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각 1명, 1.7%)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7년 기준 한국 전체 유학생

중 아시아 지역 유학생 중에 중국(62%), 대만(2%), 말레이시아(1%), 몽골(4.8%), 라오

스(0.1%), 우즈베키스탄(2.4%)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지만 재한 아시아권 유학생의 구성을 반영하는데 본 표본은 일 정도의 대표성을 띠

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구분 사례 수 벡분율(%)

성별
여자 56 93.3

남자 4 6.7

국적

중국 54 90

대만 2 3.3

라오스 1 1.7

말레이시아 1 1.7

몽골 1 1.7

우즈베키스탄 1 1.7

유학 형태

대학원생 43 71.7

학부생 12 20

어학연수 3 5

교환학생 2 3.3

한국어수준

초급 1 1.7

중급 20 33.3

유창 39 65

영어수준

초급 14 23.3

중급 35 58.3

유창 11 18.4

총합 60 100.0

2.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우선 1회의 사전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고 난 후에 다음 날부터 10

일간 매일 저녁 8시～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에 잠들기 전에 하루의 생활을 회상하여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매일 저녁 8시 정시에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설

문지 링크를 연구 참여자에게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0일간 연구에 모두 참여

한 연구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연구 참여 감사비를 지급하였다. 설문지는 한글, 영어, 

또한 영한 병행 등 3가지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 참여자는 본인이 편하게 느

껴지는 언어를 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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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온라인 설문으로 연구 참여자 개인의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매일 저녁

에 작성한 온라인 설문은 연구 참여자가 당일에 발생한 차별사건과 그와 관련된 요인

들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상적 맥락 속 차별 경험리스트, 당일 발생한 차별사

건에 대한 일기보고식 기록, 해당 차별 경험의 통제 가능성, 그 상황에서 개인이 취

한 대처 행동 설문지 순서로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 절차 및 측정한 내용은 다음 <표2> 에 정리되어 있다. 일상적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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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그 이상인 경우, 즉 당일에 차별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경험한 

차별 경험에 대한 일기보고식 기술을 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차별 경험 리스트의 14

개 문항에 전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약간 그렇지 않다(3)’에 응답한 경우, 즉 

당일에 차별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일어난 다른 스트레스 사건을 기

술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그 이후 기술한 차별사건의 통제 

가능성 설문지와 그 상황에서 개인이 실제 취한 대처 행동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표2> 연구 참여 절차 및 측정내용

수준 측정 내용 문항 수

리커트 평정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소요 시간 회수

개인 수준 인구학적 질문지 6 없음 10분 1회

일일 수준

일상적 차별 경험 14 1-6

매일 10분 10회

당일 발생한 차별 

경험
1 일기보고식

통제 가능성 6 1-5

대처 행동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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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1) 일상 상호작용 맥락 속 차별 경험

기존 차별 경험과 관련된 척도들은 주로 삶에서 전반적으로 지각한 차별감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차별 경험을 일상적 맥락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민예슬(2017)의 

연구에서 기존 차별경험과 관한 3가지 측정 도구들 중, 일상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나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도구로 사용하였다.

Williams 등(1997)이 개발한 차별감 척도는 개인이 민족이나 인종적 배경, 성별, 연

령 등의 차이로 인해 일상 삶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이다. 문항은 ‘불공정한 대우’와 ‘개인적 거절감’과 같은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불공정한 대우’는 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들보다 무례한 취급을 당하거

나 다른 사람에 비해 적은 기회가 부여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개인적 거절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김나연

(2012)이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Williams 등(1997)의 연구에서 문항 내적 합치도는 .88로 보고되었으며, 김나연

(2012)의 연구에서는 .89로 보고되었다.

Sandh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7가지 영역에서 측정한다. 지

각된 차별감은 그중 하나의 하위 영역으로 8문항으로 통해서 측정된다. 이를 이승종

(1996)이 최초로 한국어로 번안하여 이지영(2012)이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민예슬 

(2017)은 기존 척도의 8개 문항 중에서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 생활 중 전반적인 느껴

지는 차별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3문항을 추출하였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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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rera 등(199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대학생활과 관련된 편견 및 차별지

각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대학 캠퍼스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인종적·민족적 풍토로 인한 모욕, 교수와 교직원의 편견적 태도, 수업과 관련된 차별 

경험을 측정한다. 민예슬 (2017)의 연구에서는 이 중 직접적인 차별 경험과 관련된 

문항만 추출하여 수정한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Cabrera 등(1994)의 연구에서는 

.84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고, 백성희(2012)의 연구에서는 .87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되

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일상적 생활 맥락에서 당일에 발생한 구체적인 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민예슬(2017)의 연구에서 Williams 등(1997)이 개발한 일상적인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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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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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Student) 중 지각된 차별감 하위요인에서 3문항, Cabrera 등(1994)의 

대학생의 편견 및 차별지각 척도(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Prejud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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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Scale) 중 3문항을 추출하고 수정한 총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당

일에 발생한 차별 경험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상적 차별 경험 척도는 총 14문

항,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출방식으로 얻은 차별 경험 척도

의 내적 합치도가 민예슬(2017)의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7

로 나타났다.

2) 통제 가능성

차별 경험의 통제 가능성은 Peacock 와 Wong (1989)의 Stress Appraisal 

Measure(SAM)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척도는 Lazarus와 Folkman(1984)등

이 정의한 인지평가 개념의 6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에 의하면 개인

의 인지 평가 과정은 1차 평가로 중요도, 위협성, 도전성, 2차 평가로 자기통제, 타인

통제, 통제 불가능 등 통제 가능성과 관련된 3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차별 상황의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2차 평가에 해당하는 통제 가능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매일 설문에 응답해야 하는 연구 참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3개 하위 유형에 대해 

가장 대표성이 높은 문항을 각각 2개씩 추출하여, 총 6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원척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인 부하 값이 상대적으로 높

은 문항들을 선정하였고, 이 중 차별 경험의 통제 가능성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문항

을 외국인 유학생 3명과 교수 1명의 검토를 거쳐서 산출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완전히 그렇다)으로 평정한다. 그중에 자기통제는 개인이 스스로 상

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타인통제는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인 혹은 기관

에 대한 평가로, 두 하위 요인이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다. 반대로 통제 불가능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 없는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

에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Peacock 와 Wong (1990)

의 연구에서 .65 ~ .87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채향화(2008)의 중국인 유학생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80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77 ~ .87의 합치

도를 보였다.

3) 대처 행동

직면한 차별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구체적인 대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Heppner, Cook, Wright와 Johnson(1995)이 개발한 문제 중심 대처 양식 질문지

(PF-SOC)를 이동귀와 박현주(2003)가 한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PF-SOC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중심 대처인 사려형 문제 중

심대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정서 중심 대처인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와 

문제에 대한 강한 감정으로 표출하는 정서 중심 대처인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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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는 문제 상황에 초

점을 두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대처 양식을 뜻하고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내 문제에 관

한 가능한 각각의 해결책들이 가져올 단기적 또는 장기적 결과에 대해 생각한다.); 둘

째,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는 문제 상황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정서를 다루기 위해 문

제해결 활동을 회피하려는 대처 양식을 뜻하고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너무 좌

절감을 느껴서 내 문제와 관련된 일도 포기해 버린다.); 셋째,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는 문제 상황으로 인한 부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문제 해결 활동을 왜곡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보이는 대처 양식을 뜻하

고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히고 문제의 

어떤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처럼 대처 행동 척도는 3가지 하위 유형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완전히 그렇다)으로 평정한다. 각 하위 척도의 점수

가 높을수록 특정 대처 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일 

설문에 응답해야 하는 연구 참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3개 하위 유형에 대해 가장 

대표성이 높은 문항을 각각 2개씩 추출하여, 총 6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

항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각 척도의 하위요인 문항 중 요인 부하 값이 상대적으로 높

은 문항들을 선정하였고, 이들 문항이 차별 경험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처 행동을 측

정하기에 적절한지 외국인 유학생 3명과 교수 1명의 검토를 거쳐서 산출하였다. 

Heppner 등(1995)의 연구에서는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77,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79,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73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이동귀와 박현주(2009)의 

연구에서는 각 .67, .75, .61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77, .86, .69의 

합치도를 보였다.

4) 인구 통계학적 변인

성별, 나이, 국적, 유학 형태, 한국어 및 영어 수준 등 차별, 통제 가능성과 대처를 

예측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각각 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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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5.0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량 및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당일의 차별사건의 통제 

가능성과 대처 행동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통제 가능성은 대처 행동

에 미치는 영향, 즉 대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여러 개의 일일-자료가 개인에 내포된 형태이다. 따라서 

10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보고한 차별사건은 1개부터 10개까지 

개인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수집된 차별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각각 독

립자료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특성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방식으로 검증한 경우에는 결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개인별 평균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가설검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10일간 보고한 차별사건의 건수는 0~10건까지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의 최소 1건 및 그 이상을 보고한 31명의 첨여자는 차별 경험을 보고한 각 첫날 

자료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차별 경험에 대한 대처 행동의 

개인의 성향적인 특성이 아닌 상황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 내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별사건의 통제 가능성의 변화에 따라 개인 내의 대처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몇몇 개인 자료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선도표를 함께 도출하여 상황의 통제 가능성과 대처 행동의 변화 추세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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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차별사건의 빈도분석 결과

<표3> 전체사건, 개인평균, 첫날 자료의 주요 변인 기술통계

구분 사례 수 변인
가능한 

점수범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사건 136 자기통제 1-5 1.0 5.0 3.31 1.02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기술 통계

우선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를 살펴보았다. 차별 경험을 보고한 

31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10일간 보고한 총 136개의 차별사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는 다음 <그림1> 과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별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된 

날의 범위는 1~10이고, 차별 경험을 보고한 참여자들은 10일간 평균 4.4개의 사건을 

보고하였다. 차별 경험의 통제 가능성(자기 통제, 타인 통제, 통제 불가능), 사용한 대

처 행동(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점수 

범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를 전체 일일 자료, 개인 평균, 또한 차별 경험

이 보고한 첫날 자료별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3> 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

여자 간의 차이 외에 참여자 10일간 개인 내부의 변화도 검증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기술통계 결과를 다음 <표4> 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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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통제 1-5 1.0 5.0 3.02 1.09

통제 불가능 1-5 1.0 5.0 2.54 1.06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1-5 1.0 5.0 3.18 .98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1-5 1.0 5.0 2.53 1.05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1-5 1.0 5.0 2.55 .99

개인 평균 31

자기통제 1-5 1.5 4.25 3.24 .58

타인통제 1-5 1.0 3.83 2.88 .65

통제 불가능 1-5 2.0 4.0 2.68 .40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1-5 2.5 4.0 3.30 .39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1-5 1.5 3.17 2.73 .54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1-5 2.0 1.33 2.48 .31

첫날 31

자기통제 1-5 1.0 5.0 3.08 1.09

타인통제 1-5 1.0 5.0 2.90 1.16

통제 불가능 1-5 1.0 5.0 2.68 1.08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1-5 1.0 5.0 3.13 .88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1-5 1.0 5.0 2.61 1.14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1-5 1.0 5.0 2.52 1.04

<표4> 개일별 주요 변인 기술통계

개인 ID 사례 수
자기통제 타인통제

통제 
불가능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 2 4.00 .00 3.25 1.06 2.50 .71 2.75 1.06 2.00 .71 2.25 .35

2 4 3.38 1.70 2.88 1.32 1.13 .25 3.25 1.55 2.75 1.44 1.50 .58

3 7 3.00 1.15 2.71 1.47 2.21 1.29 2.93 1.06 1.86 1.22 2.57 1.24

4 4 3.25 .29 3.38 1.38 2.88 .63 3.50 1.22 2.13 .85 3.5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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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3.56 1.35 3.44 1.35 2.13 1.38 3.13 1.22 1.88 1.03 2.00 1.22

6 2 2.00 1.22 2.00 1.41 1.50 .71 1.50 .00 3.00 .71 1.50 .00

7 10 3.20 1.14 2.80 1.06 2.20 .82 3.30 1.03 2.30 1.14 2.10 .74

8 1 4.00 - 2.50 - 2.00 - 4.00 - 3.50 - 2.00 -

9 5 3.50 .71 4.00 .61 3.00 .94 3.00 .94 3.00 .94 3.00 .87

10 10 3.30 1.27 3.10 1.05 2.35 .85 3.50 1.15 2.45 .80 2.55 .83

11 1 3.50 - 3.00 - 3.00 - 3.50 - 3.00 - 3.50 -

12 1 2.50 - 3.50 - 2.50 - 2.50 - 2.50 - 2.00 -

13 6 3.50 1.26 3.50 1.18 2.42 1.16 3.25 1.41 1.83 1.17 2.25 1.47

14 8 3.94 .428 3.25 1.25 2.38 1.41 3.13 .92 2.31 .99 2.56 1.15

15 3 3.33 1.15 2.33 .58 2.33 .58 1.00 .00 2.17 1.04 2.50 1.32

16 2 3.25 .35 3.50 .71 3.25 .35 3.50 .71 3.50 .71 3.75 1.06

17 10 3.30 1.09 3.55 .96 2.75 1.14 2.75 1.01 2.45 1.07 2.60 .77

18 3 3.00 1.00 2.50 .87 2.17 1.26 3.17 .76 2.50 1.32 2.33 .76

19 3 2.67 1.53 2.17 1.04 2.17 1.04 2.83 1.60 2.17 1.04 1.83 .76

20 2 3.50 .71 3.50 .71 3.75 .35 3.25 .35 3.00 .71 3.25 .35

21 8 3.31 .92 3.00 1.22 3.06 1.29 3.31 .84 3.06 1.05 3.19 1.10

22 2 3.25 1.06 3.75 .35 2.50 .00 3.00 1.41 1.75 .35 2.00 .00

23 1 3.50 - 3.50 - 4.0 - 2.0 - 4.5 - 3.5 -

24 5 2.80 1.20 1.80 .27 3.10 1.34 2.90 1.08 3.60 1.25 2.40 .42

25 2 4.25 .35 3.00 .00 2.25 .35 4.00 .71 1.50 .71 3.00 .00

26 6 3.58 1.02 2.92 .80 2.83 1.51 3.42 .74 2.42 1.28 2.58 1.20

27 10 2.85 .91 2.45 .93 2.85 .71 2.80 .89 2.95 .79 2.50 .71

28 3 4.00 1.00 3.83 .04 3.33 .58 4.00 .00 3.00 .50 3.50 .87

29 5 3.50 .50 3.40 .55 2.40 1.08 3.40 .82 3.30 .34 2.90 1.39

30 1 4.00 - 2.00 - 2.00 - 3.50 - 2.50 - 3.00 -

31 1 1.50 - 1.00 - 3.00 - 2.50 - 3.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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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전체사건의 주요 변인 상관분석

자기

통제

타인

통제

통제 

불가능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자기통제 1

타인통제 .583** 1

통제 불가능 -.095** .204* 1

문제 중심대처 .528** .293** .079 1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122 -.004 .637** .052 1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061 .238** .576** .384** .441* 1

** p<.01 (양측)

* p<.05 (양측)

<표6> 전체사건의 주요 변인 편상관분석

자기

통제

타인

통제

통제 

불가능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자기통제 1

타인통제 - 1

2) 상관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이 서로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Pearson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전체 사건에 대한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5> 에 제시하였다. 

통제 가능성의 3가지 요인인 자기통제, 타인통제, 통제 불가능은 서로간의 높은 상

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황의 통제 가능성을 하나의 독립변

인으로 간주하기보다 이를 세분화한 3가지 요인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내적 대처능력을 반영하는 자기통제, 도움

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타인통제, 또한 상황 자체의 통제 및 도전 가능 여부 

등 상황의 통제 가능성 요인과 대처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

다. 따라서 상황의 통제 가능성이 각 대처 행동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통제 가능성의 3가지 요인 사이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세 가지 대처 행동에 대한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편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전체 사건, 개인 평균, 그리고 첫날 

자료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표6> <표7> 과 <표8>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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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불가능 - - 1

문제 중심대처 .484** -.076 .169 1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039 -.163 .643** - 1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064 .080 .551** - - 1

** p<.01 (양측)

* p<.05 (양측)

<표7> 개인 평균의 주요 변인 편상관분석

자기

통제

타인

통제

통제 

불가능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자기통제 1

타인통제 - 1

통제 불가능 - - 1

문제 중심대처 .580** .144 -.262 1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193 -.366 .486** - 1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125 .005 .392* - - 1

** p<.01 (양측)

* p<.05 (양측)

<표8> 개인 첫날의 주요 변인 편상관분석

자기

통제

타인

통제

통제 

불가능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자기통제 1

타인통제 - 1

통제 불가능 - - 1

문제 중심대처 .396* .195 -.535** 1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012 -.334 .568** - 1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058 -.054 .484** - - 1

** p<.01 (양측)

* p<.05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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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개인별 주요 변인 편상관분석

ID N S-P S-E S-O O-P O-E O-O N-P N-E N-O

7 10 .843** - - - - - - .642* .649*

10 10 .793** - - - - - - - -

17 10 - -.802** - - -.761* - - .883* -

<표9> 주요 변인 편상관분석 결과 비교

전체일일 자료 개인 평균 개인 첫날

자기통제-문제 중심대처 .484** .580** .396*

통제 불가능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643** .486** .568**

통제 불가능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551* .392* .484**

** p<.01 (양측)

* p<.05 (양측)

통제 가능성의 편상관분석 결과를 봤을 때 타인통제와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는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의 경우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와 유의

미한 정적 관계(.484, .580, .396)가 있음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나 정서 중심대처 방

식(억제형, 반동형)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의 

경우, 정서 중심대처(억제형, 반동형)와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643, .486, .568; .551, 

.392, 484)가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와는 반동형 정서 중심대

처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통제 불가능은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와의 부

적 관계는 첫날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되었다. 그러나 타인통제는 세 

가지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전체 일일 자료, 개인 평균, 

개인 첫날 자료에 대한 3 가지 검증 과정에서 일치한 결과를 보고되고 있다.

<표9>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일일 자료에 대한 세 가지 검증 결과에 

따르면 통제 가능성과 대처 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일

관된 상관관계 결과를 보인다. 즉 자기통제는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과 정적 상관관계

를 보이며 통제 불가능은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개인별로 지각된 통제 가능성과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다음 <표10> 과 같

이 도출하였다. 4일 미만의 경우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또한 추가로 도출하였다. 모

든 개인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에서 자기

통제와 문제 중심대처 간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통제 불가능과 두 가

지 정서 중심대처 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도 일부 연구 참여자에서 보고되었다. 또

한 전체 자료보다 개인 내 상관계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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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0 - - - - - - .653* .919* .720*

5 8 - - - - - - - .843** .802*

14 8 - - - - - - - .744* -

21 8 .821* - - - - - - - -

3 7 .921** - - - - .861* - .876** .773*

13 6 - - -.831* - - - - - -

26 6 - - - - - - - - -

9 5 - - - - - - - - -

24 5 .986** -.942* - -926* .990** - -980** .965** -

29 5 - - -.901* - - .888* - - .948*

2 4 .992** - - - - - - - -

4 4 - - - - - - - - -

4일이내 31 .571** - - - - .392* - .579** .645**

S-P, 자기통제-문제 중심대처; S-E, 자기통제-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S-O, 자기통제-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O-P, 타인통제-문제 중심대처; O-E, 타인통제-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O-O, 타인통제-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N-P, 통제 불가능-문제 중심대처; N-E, 통제 불가능-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N-O, 통제 불가능-반동형 정서 중

심대처; 

** p<.01 (양측)

* p<.05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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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일일 자료 n=136)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상수) 1.517 .24 6.263 .000

자기통제 .503 .07 .528 7.2 .000

2. 회귀분석

1) 전체 일일 자료에 대한 검증  

차별 경험에 대한 지각된 통제 가능성이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자기통제, 타인통

제, 통제 불가능을 단계선택법으로 투입하였고 대처방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모형에서 제외하고 최선의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우선 전체 일일 사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 <표 12>, <표 13> 과 

같다. 3개의 독립변수로 유학생의 당일 차별 경험에 대한 대처방식을 측정하는 모형

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를 설명하기 위한 타인통제

와 통제 불가능은 유의하지 않아(.796, .077)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자기통제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51.847,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의 27.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인 자기통제에 의해 설명되

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자기통제는 (b=.528, p<.01)로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다. 

또한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를 설명하기 위한 자기통제는 유의하지 않아(.653) 모형

에서 제외되었다. 타인통제, 통제 불가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49.147, 유의

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억제형 정서 중심

대처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41.6%가 모형

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중 타인통제는 (b=-.139, p<0.05), 통

제 불가능은 (b=.666, p<.01)로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한편,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를 설명하기 위한 자기통제(.098)와 타인통제(.081)는  

유의하지 않아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통제 불가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66.475,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반동

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통제 불가능은 32.7%의 설

명력으로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b=.576, p<0.01)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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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통제 .796
통제 불가능 .077

R²(adj. R²)=.279(.274), F=51.847**

<표12>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일일 자료 n=136)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상수) 1.261 .241 5.227 .000
자기통제 .653

타인 통제 -.135 .065 -.139 -2.074 .040

통제 불가능 .661 .067 .666 9.914 .000
R²(adj. R²)=.425(.416), F=49.147**

<표13>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일일 자료 n=136)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상수) 1.185 .182 6.516 .000

자기통제 .098
타인 통제 .958

통제 불가능 .539 .066 .576 8.153 .000

R²(adj. R²)=.332(.327), F=66.475**

다음으로 개인의 평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4>, <표 15>, <표 16> 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를 설명하기 위한 타인통제와 통제 불가

능은 유의하지 않아(.788, .229)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자기통제가 포함된 모형

의 F 통계값은 71.28,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사려형 문제 중심

대처의 사용의 70.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자기통제는 (b=.84, p<.01)로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를 설명하기 위한 타인통제는 유의하지 않아(.051) 모형

에서 제외되었다. 자기통제, 통제 불가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19.65, 유의확

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억제형 정서 중심대

처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55.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중에 자기통제는 (b=-.46, p<0.05), 통제 

불가능은 (b=.37, p<.05)로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리고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를 설명하기 위한 자기통제(.396)와 타인통제(.590)는 

유의하지 않아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통제 불가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6.428, 유의확률은 <.05 수준에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통제 불가능은 15.3%의 설명력으로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b=.43, p<0.05)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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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 평균 n=31)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상수) 1.47 .22 6.63 .000
자기통제 .57 .07 .84 8.44 .000

타인 통제 .788

통제 불가능 .229

R²(adj. R²)=.711(.701), F=71.28**

<표15>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 평균 n=31)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상수) 2.77 1.02 2.71 .011

자기통제 -.42 .16 -.46 -2.73 .011
타인 통제 .051

통제 불가능 .49 .23 .37 2.19 .037

R²(adj. R²)=.584(.554), F=19.65**

<표16>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 평균 n=31)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상수) 1.61 .35 4.61 .000

자기통제 .396

타인 통제 .590
통제 불가능 .38 .13 .43 2.54 .017

R²(adj. R²)=.181(.153), F=6.428*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차별 경험을 보고한 첫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7>, <표 18>, <표 19> 와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를 설명하기 

위한 타인통제는 유의하지 않아(.311)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자기통제, 통제 불

가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96.46,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

수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

으며,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의 86.4%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

다.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자기통제는 (b=.49, p<.01), 통제 불가능은 (b=-.47, p<.01)로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를 설명하기 위한 자기통제는 유의하지 않아(.051) 모형

에서 제외되었다. 타인통제, 통제 불가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51.86, 유의확

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억제형 정서 중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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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 첫날 n=31)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상수) 3.08 .71 4.35 .000

자기통제 .40 .12 .49 3.29 .003

타인 통제 .311

통제 불가능 -.39 .13 -.47 .3.15 .004
R²(adj. R²)=.873(.864), F=96.457**

<표18>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 첫날 n=31)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상수) 1.57 .59 2.68 .012
자기통제 .950

타인 통제 -.27 .12 -.24 -2.25 .032

통제 불가능 .76 .11 .73 6.88 .000

R²(adj. R²)=.787(.772), F=51.863**

<표19>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개인 첫날 n=31)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상수) .71 .29 2.43 .021

자기통제 .856
타인 통제 .886

통제 불가능 .623 .100 .76 6.21 .000

R²(adj. R²)=.571(.556), F=38.611**

<표20>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교

독립변수 R²
adj. 

R²
F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처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77.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중에 타인통제는 (b=-.24, p<0.05), 통제 

불가능은 (b=.73, p<.01)로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리고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를 설명하기 위한 자기통제(.856)와 타인통제(.886)는  

유의하지 않아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통제 불가능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38.61, 유의확률은 <.01 수준에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통제 불가능은 55.6%의 설명력으로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영향

(b=.7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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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 .279 .274 51.847** 1.517 .24 6.263 .000
자기통제 .503 .07 .528 7.2 .000

2 (상수) .711 .701 71.28** 1.47 .22 6.63 .000

자기통제 .57 .07 .84 8.44 .000

3 (상수) .873 .864 96.456** 3.08 .71 4.35 .000
자기통제 .40 .12 .49 3.29 .003

통제 불가능 -.39 .13 -.47 .3.15 .004

1. 전체 일일 자료; 2. 개인 평균; 3. 개인 첫날

<표21>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교

독립변수 R²
adj. 

R²
F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1 (상수) .425 .416 49.147** 1.261 .241 5.227 .000

타인통제 -.135 .065 -.139 -2.074 .040
통제 불가능 .661 .067 .666 9.914 .000

2 (상수) .584 .554 19.65** 2.77 1.02 2.71 .011

자기통제 -.42 .16 -.46 -2.73 .011
통제 불가능 .49 .23 .37 2.19 .037

3 (상수) .787 .772 51.863** 1.57 .59 2.68 .012

타인통제 -.27 .12 -.24 -2.25 .032

통제 불가능 .76 .11 .73 6.88 .000

1. 전체 일일 자료; 2. 개인 평균; 3. 개인 첫날

요약하자면, 차별 경험의 통제 가능성이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대처방식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표20>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타인통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통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3가지 검증과정에서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는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통

제 불가능이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에 부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

지 않고 일부 검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되었다. 

또한 위에 <표21>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통제 불가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통제 불가능은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

나 자기통제의 부적 영향은 평균자료에 대한 검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일일 자료와 첫날 자료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통제의 부적 영향은 이와 반대로 일일 자료와 첫날 자료에 대한 

검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평균 자료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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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비교

독립변수 R²
adj. 

R²
F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Std. 

Error
1 (상수) .332 .327 66.475** 1.185 .182 6.516 .000

통제 불가능 .539 .066 .576 8.153 .000

2 (상수) .181 .153 6.428* 1.61 .35 4.61 .000

통제 불가능 .38 .13 .43 2.54 .017
3 (상수) .571 .556 38.611** .71 .29 2.43 .021

통제 불가능 .623 .100 .76 6.21 .000

1. 전체 일일 자료; 2. 개인 평균; 3. 개인 첫날

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위에 <표22> 에 제시

한 바와 같이 3가지 검증과정에서 모두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자기통제와 타

인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통제 불가능은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하면, 자기통제가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에 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일관되게 관

찰할 수 있으나,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와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타인통제가 대처 행동을 예측하는데 충분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통제 불가능이 두 가지 정서 중심대처에 정적으로 기

여하는 것은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었으나, 문제 중심대처에 부적으로 기여하는 결과

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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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개인별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id R²

adj. 

R²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B 표준화 오류 베타
3 6.377 (상수) .380 .639 .595 .594

noncontrol .103 .349 .125 .295 .787
selfcontrol .938 .368 1.024 2.548 .084

othercontrol -.182 .304 -.252 -.599 .591
5 1.035 (상수) .552 1.593 .347 .746

noncontrol .137 .372 .155 .368 .732
selfcontrol .407 .460 .451 .886 .425

othercontrol .242 .465 .268 .520 .631
7 .894 .841 16.88

3**

(상수) .023 .531 .043 .967
noncontrol .513 .175 .409 2.932 .026*
selfcontrol 1.074 .195 1.180 5.499 .002**

othercontrol -.460 .215 -.471 -2.137 .076
9 1.234 (상수) 7.487 4.196 1.784 .325

noncontrol -.096 .491 -.096 -.195 .878
selfcontrol .195 .641 .147 .304 .812

othercontrol -1.221 .783 -.799 -1.559 .363
10 .720 .580 5.151

*

(상수) .291 .931 .313 .765
noncontrol .437 .353 .322 1.236 .263
selfcontrol .706 .248 .778 2.848 .029*

othercontrol -.047 .349 -.043 -.135 .897
13 .901 (상수) 11.682 8.050 1.451 .284

noncontrol -1.716 1.441 -1.414 -1.191 .356
selfcontrol -2.056 1.396 -1.851 -1.473 .279

othercontrol .832 .769 .700 1.082 .392
14 .783 .620 4.812 (상수) 4.227 2.377 1.778 .150

noncontrol .599 .202 .921 2.972 .041
selfcontrol -.144 .579 -.066 -.249 .816

othercontrol -.603 .210 -.824 -2.874 .045
17 1.447 (상수) -2.685 3.461 -.776 .467

noncontrol .568 .532 .641 1.067 .327
selfcontrol .586 .610 .631 .960 .374

othercontrol .547 .646 .519 .847 .430
21 .873 .777 9.137

*

(상수) -.457 .837 -.546 .614
noncontrol .197 .125 .303 1.585 .188
selfcontrol 1.401 .323 1.535 4.331 .012*

othercontrol -.492 .236 -.715 -2.083 .106
24 37.26

7

(상수) 2.833 2.256 1.256 .428
noncontrol -.333 .272 -.413 -1.225 .436
selfcontrol .500 .289 .555 1.732 .333

othercontrol -.167 .986 -.042 -.169 .893
26 .631 (상수) 4.260 2.435 1.749 .222

noncontrol -.160 .627 -.327 -.255 .823

2) 개인별 회귀분석 및 선도표

또한 통제 가능성에 따른 대처방식 간의 변화가 개인 내에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는 다음 <표23>, <표 24>, <표 25> 

와 같이 제시하였다. 5일 이상 차별 경험을 보고한 개인에 대한 별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5일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5일 미만 집단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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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trol -.473 .428 -.656 -1.104 .385
othercontrol .447 1.099 .487 .407 .723

27 1.919 (상수) .187 1.122 .167 .873
noncontrol .549 .481 .438 1.142 .297
selfcontrol .213 .332 .219 .642 .545

othercontrol .180 .332 .188 .542 .607
29 .440 (상수) 19.615 19.149 1.024 .492

noncontrol -.231 .846 -.304 -.273 .830
selfcontrol -2.962 3.138 -1.802 -.944 .518

othercontrol -1.558 2.421 -1.038 -.643 .636
<5

day

s

43.2 38.3 8.863

**

(상수) 1.399 .496 2.822 .008
noncontrol .173 .145 .167 1.193 .241
selfcontrol .762 .157 .826 4.866 .000**

othercontrol -.345 .164 -.383 -2.102 .043*
** p<.01 (양측)

* p<.05 (양측)

<표24> 개인별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id R²

adj. 

R²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B 표준화 오류 베타
3 4.572 (상수) .520 .844 .616 .582

noncontrol 1.200 .461 1.270 2.604 .080
selfcontrol -.279 .487 -.266 -.574 .606

othercontrol -.177 .402 -.214 -.442 .689
5 4.380 (상수) .950 .865 1.098 .334

noncontrol .542 .202 .730 2.688 .055
selfcontrol -.242 .249 -.317 -.969 .388

othercontrol .185 .253 .242 .731 .506
7 1.639 (상수) .904 1.330 .680 .522

noncontrol .875 .438 .634 1.997 .093
selfcontrol -.269 .489 -.269 -.551 .602

othercontrol .119 .539 .111 .220 .833
9 .716 (상수) 5.373 5.128 1.048 .485

noncontrol .772 .600 .772 1.287 .420
selfcontrol -.651 .783 -.492 -.831 .559

othercontrol -.603 .957 -.395 -.630 .642
10 1.426 (상수) 1.598 .929 1.721 .136

noncontrol .728 .352 .778 2.067 .084
selfcontrol .133 .247 .212 .536 .611

othercontrol -.419 .348 -.550 -1.203 .274
13 6.725 (상수) -9.659 3.084 -3.132 .089

noncontrol 2.293 .552 2.272 4.155 .053
selfcontrol 1.474 .535 1.595 2.757 .110

othercontrol .226 .295 .228 .766 .524
14 .850 .738 7.559

*

(상수) 2.500 2.152 1.162 .310
noncontrol .751 .183 1.060 4.114 .015*
selfcontrol -.088 .524 -.037 -.168 .874

othercontrol -.500 .190 -.628 -2.633 .058
17 7.729 (상수) 1.495 2.180 .686 .518

noncontrol .642 .335 .685 1.916 .104
selfcontrol -.186 .384 -.190 -.485 .645

othercontrol -.055 .407 -.050 -.136 .897
21 .883 .796 10.08

4*

(상수) .483 .999 .484 .654
noncontrol .615 .149 .758 4.139 .014*
selfcontrol 1.134 .386 .997 2.937 .043*

othercontrol -1.020 .282 -1.190 -3.62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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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437 (상수) -3.038 3.330 -.912 .458
noncontrol -.395 .857 -.465 -.461 .690
selfcontrol .427 .586 .340 .729 .542

othercontrol 1.729 1.503 1.081 1.151 .369
27 .854 .781 11.71

0**

(상수) -.101 .539 -.187 .858
noncontrol .946 .231 .841 4.100 .006**
selfcontrol .098 .159 .113 .617 .560

othercontrol .030 .159 .035 .188 .857
29 .981 (상수) 10.077 27.853 .362 .779

noncontrol -.154 1.231 -.199 -.125 .921
selfcontrol -1.308 4.564 -.781 -.287 .822

othercontrol -.538 3.522 -.353 -.153 .903
<5

days

.126 .051 1.678 (상수) 1.610 .636 2.532 .016
noncontrol .394 .186 .368 2.119 .041
selfcontrol .044 .201 .046 .220 .827

othercontrol -.051 .210 -.055 -.244 .808

<표25> 개인별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id R²

adj. 

R² 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B 표준화 오류 베타
3 (상수) .669 1.010 .663 .555

noncontrol .216 .551 .225 .393 .721
selfcontrol -.095 .582 -.089 -.164 .880

othercontrol .630 .480 .746 1.311 .281
5 (상수) .897 1.236 .726 .508

noncontrol .743 .288 .839 2.576 .062
selfcontrol .002 .357 .003 .007 .995

othercontrol -.141 .361 -.155 -.390 .716
7 (상수) .315 .833 .378 .718

noncontrol .568 .275 .634 2.069 .084
selfcontrol .178 .306 .273 .580 .583

othercontrol -.012 .338 -.017 -.036 .973
9 (상수) 5.810 7.692 .755 .588

noncontrol .158 .900 .171 .176 .889
selfcontrol -.476 1.175 -.389 -.405 .755

othercontrol -.404 1.436 -.286 -.282 .825
10 (상수) .928 1.004 .924 .391

noncontrol .603 .381 .617 1.582 .165
selfcontrol .197 .267 .301 .736 .490

othercontrol -.143 .376 -.181 -.381 .716
13 (상수) 12.587 3.852 3.267 .082

noncontrol -1.372 .689 -1.077 -1.990 .185
selfcontrol -2.355 .668 -2.020 -3.525 .072

othercontrol .349 .368 .280 .947 .443
14 (상수) -.773 4.773 -.162 .879

noncontrol .487 .405 .597 1.202 .296
selfcontrol .429 1.163 .156 .369 .731

othercontrol .151 .421 .165 .358 .738
17 (상수) -1.128 2.500 -.451 .668

noncontrol .732 .384 1.075 1.906 .105
selfcontrol -.020 .441 -.028 -.045 .965

othercontrol .501 .466 .619 1.075 .324
21 (상수) -.948 2.212 -.428 .690

noncontrol .398 .329 .468 1.210 .293
selfcontrol 1.262 .855 1.059 1.476 .214

othercontrol -.421 .624 -.469 -.675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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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수) 2.833 2.256 1.256 .428
noncontrol .667 .272 2.138 2.449 .247
selfcontrol .500 .289 1.439 1.732 .333

othercontrol -2.167 .986 -1.418 -2.197 .272
26 (상수) -.703 3.104 -.226 .842

noncontrol -.753 .799 -.945 -.942 .445
selfcontrol -.343 .546 -.292 -.628 .594

othercontrol 2.280 1.401 1.521 1.628 .245
27 (상수) .393 .810 .486 .644

noncontrol .590 .347 .592 1.702 .140
selfcontrol -.044 .239 -.057 -.183 .861

othercontrol .224 .239 .294 .937 .385
29 (상수) -3.923 5.222 -.751 .590

noncontrol .846 .231 .661 3.667 .170
selfcontrol .192 .856 .069 .225 .859

othercontrol 1.212 .660 .478 1.835 .318
<5

day

s

.532 .492 13.26

3**

(상수) .265 .486 .546 .589
noncontrol .838 .142 .749 5.902 .000**
selfcontrol .316 .154 .317 2.056 .047*

othercontrol -.251 .161 -.258 -1.563 .127

개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를 설

명하는데 있어, 몇몇 개인 내에 자기통제가 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의 경우 일부 개인 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나, 예측과 달리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에 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이는 자기통제보다 낮은 기여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억제

형 정서 중심대처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 내의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개인에서 타인통제는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부적으로 

기여하고 통제 불가능은 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자기통제가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정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관찰되었

다. 그러나 통제 불가능의 경우 자기통제보다 더 높은 기여도가 관찰되었다. 마지막으

로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를 설명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개인 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미한 결과가 보고된 경우에는 타인통제는 부적으로, 통

제 불가능은 정적으로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사용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통제는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에 정적으로 

기여하고, 또한 통제 불가능은 두 가지 정서 중심대처인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와 반

동형 정서 중심대처에 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가 모든 검증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개인 내의 변화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차별사

건을 7개 및 그 이상을 보고한 개인에 대해 다음 <표26> 과 같이 도표를 산출하였

다. 결과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의 대처 행동 및 상황의 통제 가능

성은 차별 경험을 보고한 날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상황적인 변화를 한다. 또한 통

제 가능성과 대처 행동 간의 변화패턴은 대체로 일치하였고, 유사한 상승 및 하락폭



- 42 -

<표26> 개인별 통제 가능성과 대처 행동에 대한 선도표

ID N
자기통제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통제 불가능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통제 불가능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7 10

10 10

17 10

27 10

5 8

14 8

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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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

3 7

－파란색 실선: 통제 가능성; 초록색 점선: 대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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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당일 발생한 차별 경험의 통제 가능성이 개인이 취하는 대처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차별 경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

인의 대처방식이 안정된 패턴을 유지하기보다 구체적인 상황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기보고식으로 당일 기준으로 

발생한 차별사건을 기록하고, 또한 상황의 통제 가능성 및 개인이 취한 대처 행동에 

대해 10일 동안 연속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내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한다.

첫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 검증 시행 결과, 자기통제와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통제 

불가능은 두 가지 정서 중심대처인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및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통제는 정서 중심대처와, 통제 불가능은 문제 

중심대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문제 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정서 중심대

처의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통제 불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은 정서 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

는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타인통제는 세 

가지 대처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이나 타인의 여부 등 사회적 지지 요인들이 개인이 대처 행동을 취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처 행동을 취하는데 기여하는 요소, 또한 각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자기통제, 타인통제, 또한 통제 불가능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자기통제는 문제 중심대처에 정적으로 기여하고 통제 불가능은 정서 중심대처에 

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는 앞선 상관관계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스

트레스대처에 대한 상황적 접근에 따른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Compas, 

Banez, Malcarne, & Worsham, 1991;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셋째, 개인별로 검증한 결과에서 모든 개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일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 경험을 보고한 개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위와 일관된 결과를 관찰하였다. 즉 자기통제는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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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여하고, 통제 불가능은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에 정적으로 기여한다

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결과와 달리 통제 불가능은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이는 회귀분석 결과에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별로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개

인 내에 대처 행동의 변화가 보이며, 이러한 상황적인 변화 과정에서 상황의 통제 가

능성과 개인이 취하는 대처 행동 간의 변화 패턴은 앞서 밝힌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높은 자기통제와 높은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의 사용, 높은 통제 불가능은 높

은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및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의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차별 경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 행동도 구체적 차별 

경험의 통제 가능성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적인 행동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와 같은 결론은 Folkman와 Lazarus의 대처 행동에 대한 상황적 시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학생들이 직면한 차별 경험의 특성과 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

라 대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의의 및 상담 연구 및 실제에 주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에 대한 대처 행동을 일상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일기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여 대처 행동 간의 차이점과 대처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각된 차별감

이 우울이나 불안(진민지 외, 2011) 등 정신적인 건강 및 문화적응 과정에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경향적인 대처방식이 이러한 과정을 조절한다는 선행연구들

은 다수 이루어졌지만, 짧고 미묘한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차별 경험

의 특성에 주목하여 일일-수준에서 반복 측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민예슬, 

2016). 또한 이는 스트레스-대처 연구에서 개인의 대처 방식에 대한 경향적인 접근을 

떠나서 상황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도 거리가 멀다(Folkman & 

Lazarus,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 경험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황에

서도 개인의 대처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점을 밝혀, 추후 외국인 유학생

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대한 상황적인 접근의 필요

성을 시사하며 유학생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자들은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개인이 안정된 행동 패턴을 지니고 있기보다 상황적인 반

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황의 통제 가능성의 

영향을 밝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처방식에 대한 상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즉 개인이 인지적 사고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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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응적인 대처를 하게 되는 능동성을 지니고 있다. 상황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다루고 해결하고자 하

는 문제 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로 인

한 정서에 접근하고 이를 수용하거나 해소하려는 정서 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개인이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

어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따라 개인의 대처 행동

이 달라지는 것처럼, 차변경험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상담자가 의식한다면 개인의 대처 행동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안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차별 경험을 보고한 날의 자료만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당일

에 발생한 차별 경험 및 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수집하기 위해 10일 동안 반복측정

을 수행하였으나 개인이 보고한 차별 경험의 사례 수에는 0~10까지 큰 차이가 존재

했다. 차별 경험을 많이 보고한 개인과 적게 보고한 개인 간의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보다 긴 시

간을 두고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정저 중심대처를 정서 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던 반면,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문제 

중심대처를 사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점을 유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스트레스 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상황에 맞지 않은 대처를 사용된 경우에는 개인이 

더 심한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추후 연구를 통해서 통제 가능성과 대처

방식 간의 불일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일 수준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일일수준에서 차별 경험의 통제 가능성 및 개인의 대처 행

동 간의 관계를 보았지만, 개인의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요인들을 

보다 다원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날의 대처 행동이 다음 날의 대

처 행동 및 차별 경험의 통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적응적인 대처가 강화 효과를 보이는지, 또한 이러한 강화효과가 개인이 상황에 대한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상황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을 통해서 행동을 조절하는지 등을 추후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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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Sex

① 여자/Female ② 남자/Male 

2. 나이(만) Age ( )

3.나라 Count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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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사전 설문지 

부록1 인구통계학적 사전 질문지 (Demograph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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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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른 사

람들보다 존중받지 못하였다)
1 2 3 4 5 6

3. I received poorer service in restaurants or stores. (식당이나 가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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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합니

다. 나라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폄하(능력, 성격 등)를 당하는 것을 차

별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로 시

작합니다. 미묘하고 짧은 순간에 지나쳐 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일어난 일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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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설문지(10일 간)

부록2 일상적 상호작용 맥락 속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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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에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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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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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것처럼 대했다)
1 2 3 4 5 6

6. People acted as if they are afraid of me. (주위 사람들은 나를 두

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1 2 3 4 5 6

7. I was called names or insulted. (한국에서 나는 욕설을 듣거나 모

욕을 당한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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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다는 듯이 나를 대하였다)
1 2 3 4 5 6

9. I was treated differently in social situations. (나는 사회적 상황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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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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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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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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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을 받고, 학생들과 다른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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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one talked 

about my country and people in a negative 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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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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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사건이 크고 작고 간에 상과없이, 나에게 차별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면 그 상

황을 자세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 어디에서 일어났으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

오.

- 예시: 수업에 대한 공지를 가장 늦게 알게 되었다. 한국 친구들이 백인들에게 더 친근하

게 대하는 것을 보았다. 나의 출신국가나 인종에 대한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 After picturing the event, please write it down in a sentence below. (When, 

Where, Who, What/How, My reaction, feeling) 

(사건을 떠올려본 이후에 다음 문장의 형식으로 완성하거나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언

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무엇을, 나의 반응/생각/느낌은)

                                                                                  

                                                                                 

부록3 차별사건/스트레스 사건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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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까?)

① Yes (네) ⟹ 차별 사건 회상

② No (아니오) ⟹ 차별이 아닌 스트레스 사건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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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controllability over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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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아래 문항을 읽고 적어주신 사건에 대한 생각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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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t all (전혀 아니다) - 5 Very much (완전히 그렇다)

자기 통제

1. Do I have the ability to do well in this situation?

(나는 이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1 2 3 4 5

2. Will I be able to overcome the problem?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1 2 3 4 5

타인 통제

3. Is there anyone who can help me to manage this 

problem?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1 2 3 4 5

4. Is there someone or some agency I can turn to for 

help if I need it?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 갈 사람 혹은 기관이 있는가?)

1 2 3 4 5

통제 불가능

5. Does this situation tax or exceed my coping 

resources?

(이 상황은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인가?)

1 2 3 4 5

6.  It is beyond anyone's power to do anything about 

this situation?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가?)

1 2 3 4 5

부록4 당일 차별사건의 통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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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s to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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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ote down. 

(아래 문항을 읽고 적어주시고 사건 당시에 당신이 실제 취한 생각이나 반응에 가장 가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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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중

심

사려형

문제 

중심대처

1. I identified the causes of my emotions, which 

helps me identify and solve my problems. (내 문제

를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 감정의 이유를 

확인한다.)

1 2 3 4 5 

6. I consider the short-term and long-term 

consequences of each possible solution to my 

problems. (내 문제에 대해 가능한 각각의 해결 방법의 

단기적 결과와 장기적 결과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정

서 

중

심

억제형

정서 

중심대처

2. I feel so frustrated that I just give up doing any 

work on my problems at all. (너무 좌절감을 느껴서 

내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포기한다.)

1 2 3 4 5 

5. I spend my time doing unrelated chores and 

activities instead of acting on  my problems. (내 문

제에 대한 행동을 취하는 대신에 관련이 없는 잡일과 행

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반동형

정서 

중심대처

3. I  get preoccupied thinking about my problems

and overemphasize some parts of them. (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히고 문제의 어떤 부분을 지나

치게 강조한다.)

1 2 3 4 5 

4. I act too quickly, which makes my problems 

worse. (나는 너무 빨리 행동하고, 이것이 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1 2 3 4 5 

부록5. 당일 차별 경험에 대한 대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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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 diary measurement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individual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controllability of the discrimination event in the dail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individual coping behaviors 

diff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situations rather than 

maintaining a stable pattern. Especially the controllability of stress incidents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coping behavior the effect of the 

controllability of daily discrimination on coping behavior was verified. Also, 

in order to clarify the differences in cop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situation, data we gathered about the specific events of each day rather 

than the serious discriminatory events that occurred in the overall life. In 

the case of daily discrimination, we tried to figure ou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individual coping behavior and whether it is affected by the 

controllability of the event.

 In order to verify above research problem, 60 Asian college students were 

collected for 10 days. We recorded diary reports on the specific 

discrimination event that occurred on that day and measured the 

controllability of the event and the coping behaviors taken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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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for 10 days on a daily basis. 600 data were predicted to be 

collected through 10 days and 532 data were collected(response rate: 88.7%) 

finally. Out of the 532 daily data, 136 data that discrimination event were 

reported were used in the analysis. Of the 60 subjects, 31 reported one or 

more discrimination events during 10 days and they reported an average of 

4.4 discrimination events over 10 days. Among the 31 subjects, 10 

discrimination data were provided by 4 persons, 8 data by 3 persons, 7 

data by 1 person, 6 data by 2 persons, 5 data by 3 persons, and data less 

than 5 were provided by 18 persons. As the 136 daily data of this study 

were disproportionately included in 31 individuals, to reflect it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by daily data and by person. In other word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in the order of 136 daily data, person  average, and 31 

daily data analysis of the first discrimination event reported. In order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the individual, we analyzed the controllability of 

the event and the coping behavior individually, and showed it by line chart.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the total daily data showed that self - control contributed statically to 

the use of reflective problem - centered coping and that the out-of-control 

contributed statically to the use of emotion - centered coping. On the 

other hand, the controllability of other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ping behavior.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the data 

for 10 days for each individual showed the same result. The individualized 

chart also showed a consistent pattern of change between controllability 

and use of coping behavior. In other words, the controllability of the 

discrimination event on the day affects the coping behavior of the 

individual. When the discrimination situation is controllable, the individual 

uses more problem - centered coping, whereas when the situation is 

uncontrollable,  emotion - centered coping would be used more to deal 

with situation.

  In order to find out that the coping behavior of individuals in the stress 

situation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ntext and that it is affected by the  

controllability of the situation,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the daily dairy 

method.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broadens the methodological 

boundaries of the research on coping behavior. This study also provided 

basic data to help counselors to understand individuals’coping behavior in 

stres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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