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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유학생의 문화 응스트 스, 한국어능력, 

사회  지지가 심리  응에 미치는 향 

김 민 경(남서울  교수)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한국어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적응문제인 

자존감,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

계를 파악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 한국어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상 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유학생의 문화간 격차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상

은 서울, 경상, 전라지역 학에 유학온 중국인 유학생 169명을 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은 

서울 2개 학, 경상지역 1개 학, 전라지역 1개 학 총 4개 학교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중국

어로 번역하여 조사되었다. 본 조사는 2013년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행되었다. 자료분석

은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한국어능력,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적응 즉 자존감, 우

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를 위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중간점인 3점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어능력은 

3.33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3.9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자존감은 중간수준과 거의 유사하며 한국 학생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비해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2.89로 보통수준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불안은 3.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모국을 떠나 한국사회에서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

스는 한국어능력(r=-.15, p<.05), 사회적 지지(r=-.30, p<.001)와 자존감(r=-.27 p<.01)과는 유의한 부

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우울(r=.22, p<.01)과 불안(r=.24,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능력과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우울과 불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관련변인들이 음주성행동에 미치는 상 적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는 먼

저 자존감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 한국어능력, 사회적 지지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전체 변량의 19%를 설명하고 있다. 우울에는 성별, 문화적응스트레스, 한국어능력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9%를 설명하고 있다. 불안에는 문화적응스

트레스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7%를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

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모든 영역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학교와 사회적 지원이 적극적으

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또한 한국어능력도 자존감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한국어 유능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우울에 

성별의 차이가 있어 모국을 떠나 한국사회라는 낯선환경에서 우울감을 여학생이 더 느끼고 있어 

이들에 한 우울감소나 극복프로그램의 시행과 상담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