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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주지역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부 응 요인에 한 개념도 연구

이 성 미

제주 학교 사회교육 학원 심리치료 공

지도교수 송 재 홍

본 연구의 목 은 제주지역 국인 유학생을 상으로 유학생활 과정에서 개인

이 지각하고 있는 학생활 부 응 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개념 구조를 밝히

는데 있다.

기존에 국내 국인 유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 학생활 응과 련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부분 체류기간,성별,연령 등 일정한 변인

과 문화 응 스트 스 학생활 응의 상 정도를 수치 으로 악하는 양

연구가 부분 이어서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부 응 요인에 한 실제

이고 구체 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학생활 부 응 경험에 해 보다

실 이고 실제 인,그리고 참여자의 인식구조를 시각 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개념도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제주지역 국인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활 부 응 요인과 심리 차

원은 어떠한가,둘째,제주지역 국인 유학생들의 학생활 부 응 요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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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는 어떠한 가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 차를 따랐다.먼 ,제주지역에

소재한 J 학교 재학 인 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제외)15명을 상으로

학생활 부 응 경험에 한 면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이를 통해 110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체 진술문을 종합‧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41

개의 최종진술문을 획득하 다.최종 진술문은 14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분류를

부탁하 고,각 진술문의 요도를 5 척도로 평정하게 하 다.분류결과를 토

로 다차원 척도법과 계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각 연구문제에 해 2차원,4

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개념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제주지역 국인 유학생들은 ‘주 -객 ’차원과 ‘환경 -개인 ’차원

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학생활 부 응 경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제주지역 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부 응 경험을 추출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각 군집은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경

제 어려움’,‘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인 계 식생활 어려움’,‘학 시설

운 제도에 한 불만’으로 명명되었다.4개의 군집에 한 평정결과를 살펴

봤을 때 4개의 군집 ‘경제 어려움’군집이 M=4.07로 학생활 응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군집으로,다음으로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군

집이 M=3.74로 두 번째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 추후 연구에 한 방향을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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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교육시장 개방과 더불어 해외 인 자원 개발을 통해 동북아 심국가로

도약하기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 종합방안(StudyKorea

Project)이 수립․추진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2004.http://mest.korea.kr/gonews/).

동시에 학생 충원난과 학구조 개 정책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학들에게 외국

인 유학생의 유치가 학재정 확보 학생 충원난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떠오

름에 따라 각 학은 유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정부

가 2004년에 수립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2012년까지 10만명으로 유치목표를 상향조정 하 다(교육과학기술부,2008.http://

mest.korea.kr/gonews/).외국인 유학생 국인 유학생의 경우,최근 자국의 경

제 ,문화 성장에 힘입어 미국,일본,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로 진출하고

있다.특히,한국은 국과 지리 으로 가깝고 한 타 국가에 비해 상 으로

학비와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국인 유학생 유입이 늘고있는 실정

이다. 국인 유학생 학업을 목 으로 D-21)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온

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15,790명에서 2011년 6월 재 51,870명으로 2005년도

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 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2011.http://www.

immigration.go.kr).

그러나,이러한 국내 국인 유학생들의 지속 인 증가와 더불어 그들이 처한

교육 실에 한 문제 과 더불어 언어문제,문화 응,경제 문제들이 계속

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최근 일부 국내 학이 수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인 유학생을 모집‧유치하고,학사 리 지원을 충실하게 하지

1) 한민국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문 학, 학교, 학원(야간 학원 포함) 는 특별법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문 학 이상의 학술연구기 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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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유학생들의 도탈락 학생활 부 응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이러

한 문제는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의 불만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한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어 장기 으로는 한국고등교육에 한 평 악화와 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http://mest.korea.kr/

gonews/).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문제 에 응하기 하여 2011년 ‘외국인 유

학생 유치‧ 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추진하고 있다.외국인 유학생에 한 국내

학의 지원노력 유도, 국정부에 부실 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국인 유학생

에 한 고등교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 외국인 유학생이

체계 으로 국내 학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알리미’ 어 웹사이

트 서비스 개시하고 2012년에는 국어 웹사이트도 구축할 정임을 밝혔다.

학 입학만이 아니라 StudyinKorea사이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한‧ 교역

확 에 따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의 질 인 개선

을 해 정부차원의 다각 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http://mest.korea.kr/gonews/).

한편,국내 지역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

도’)의 경우,동북아 심 국제자유도시 실 을 한 정책수단으로서 무비자(No

Visa)에 한 권한 이 으로 무사증 상국가가 180개로 늘어나 외국 객의

자유로운 출입을 한 근성이 개선되었다. 한 교육분야에서도 역경제권 선

도 로젝트의 하나인 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외국교육기 유치,국제학

교가 설립되어 운 되고 있다(제주의 소리,2011.http://www.jejusori.net/news/).

이러한 요인 등으로 인해 차 으로 제주도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제주도내 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90%이상 차지하

게 되었다( 학알리미,2011).제주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한 로그램의 일

환으로 제주도와 제주 공사가 력하여 도내 유학 인 외국인 학생을

상으로 ‘제주 유학생 홍보단’을 창설하 다.홍보단원들에게는 제주도의 독특

한 역사와 문화 체험 1박2일 간 도내 팸투어를 지원하고,우수 홍보단원시상,

해외 박람회 참가기회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제주도를 홍보하고 있

다.홍보단의 부분이 국인 유학생임에 따라 제1주력 시장인 국지역 제주도

홍보에 많은 기 를 모으고 있다(연합뉴스,2011.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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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2011/04/28).하지만 제주도 주 의 부분 로그램들의 주요목 이 제

주도의 산업을 증진시키기 한 것이 부분이다.따라서 유학생들이 실제

‘한국’이라는 문화 그 ‘제주’라는 특수한 지역문화에 잘 응을 하고 있는지,

학교 강의를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는지,학업을 이어가기 한 재정

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문제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사실 이러한 유학생들의 학생활 응의 부 응 요인들로 언 되는 것

들을 면면이 살펴보는 일이야 말로 제주도와 도내 학의 유학생 유치 정책 실행

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시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국인 유학생들을 상으로 개념도 방법론

을 사용하여 이들의 학생활 응을 방해하는 요인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구

체 으로 국인 유학생들이 어떠한 차원에서,어떠한 내용으로, 한 어떠한 군

집의 형태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나아가서는 각각의 항목과 군집의

치를 개념도를 통하여 명확하게 하고 각 요인들의 요도를 알아보고자 한다.이

를 통해 국내 학들에 재학 인 국인 유학생들의 체계 인 리 향후

책 마련을 한 유용한 정보가 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국내 국

인 유학생들의 학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 궁극 으로는 우리나

라 학들의 국인 유학생 유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 된다.

2.연구 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 목 에 따라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가.제주지역 국인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활 부 응 요인은 어떤 것인가?

나.제주지역 국인 유학생들의 학생활 부 응 각 요인의 상 요도는 어

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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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응

1) 학생활 응

응(adjustment)이란,사 의미로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

잘 어울리거나 알맞게 되는 것을 말하며, 한 심리학 인 측면에서는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해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한다(박미숙,2010).인간의 응에

한 개념은 신체 ,심리 ,사회 으로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고,어떤 스트

스 하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매일의 일을 리하는 능력

에 한 개념이다(황해연,2007).

선행연구에서는 학생활 응이란 개인이 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하게 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련된 다차원 인 상으로,다양한 종류

의 요구들이 뒤따르는 학업 ,사회 ,정서 응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체 인 개념이라 하 다(ZouZhendong,2009). 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환경에

의해 자신의 건강이나 환경에 의해 자신의 건강이나 행복을 잃지 않고,자신이

능동 으로 문제에 처하며,자신의 삶을 유의미한 것으로 가꾸어 나가는 매사

의 노력이다.외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응은 정신 ․신체 건강 상태를 가

리키며,한국사회의 규칙․풍습․문화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상태라고도 설명하 다(나임순,2006).Baker와 Siryk는 학생활 응을 4가지

요소로 나 어 설명하 다.첫째는 학생들이 학의 학업 인 요구에 얼마나 잘

응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학업 응,둘째는 학생들이 학생활이라고 하

는 사회 생활에 응하는 정도,안정 인 도움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사회

계 조직을 형성하는 것,새로운 사회 계를 리하는 능력,교수 친

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 응이다.세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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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상호 계성,삶의 방향,자기가치 개인의 인격 형성,자기존재의

본질과 역할,자기 탐색 과정과 련된 개인 -정서 응,마지막 네 번째 재

학 인 학에 한 애착 학의 질에 한 만족도와 학업 목표에 한 몰

입을 나타내는 일반 인 응 등 4가지로 요소를 나 어 설명하기도 하 다(나

임순,2006,재인용).인간은 사회 동물이고 어떠한 상황,환경에 처할 때 역할

을 가지게 된다. 학생들에게는 학생활을 충실이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만약 학생들이 학 생활에 응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스트 스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업 ‧사회 부 응까지 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성한기‧서

주원,1987).

본 연구에서는 의 개념들을 정리하여, 학생활 응이란 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능동 으로 해결해 나가며 정신 ․신체

으로 건강한 삶을 해 나가는 것이라 정의하도록 하겠다.

2) 국인 유학생 황

(1)국내 국인 유학생 황

교육과학기술부(2011)자료에 의하면 국내 학에서 학업 인 외국인 유학생의

총수는 총 89,537명이다.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국인 유학생이 66.2% (59,317

명)으로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Ⅱ-1>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황

구분 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만 기타

학생수(명) 59,317 4,520 3,699 2,707 2,325 1,574 15,395

비율(%) 66.2 5.0 4.1 3.0 2.6 1.8 17.2

 ※ 료 : 과학기술부(2011), http://mest.korea.kr/gonews/

국인 유학생의 경우 1990년 이후 한국과의 수교 문호개방과 국내 학의

외국인 유학생유치와 한류열풍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증하고 있다.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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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국과의 빈번한 교류와 홍보 등도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이외

에 국 정부에서 고 인력을 양성하고 귀국하여 취직 할 것을 요구하고 조국을

하여 공헌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국인 유학생 유입의 다

른 배경이 될 수 있다(이은실,2008).

앞서 언 된 원인 등으로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인 유학생은 2004

년 8,677명에서 2011년 59,317명으로 7년 동안 약 7배가 증가 하 으며 재도

꾸 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1]국내 국인 총 유학생 년도별 황

 ※ 료 : 과학기술부(2011), http://mest.korea.kr/gonews/

(2)제주지역 국인 유학생 황

제주지역 5개 학교에 재학 에 있는 국인 유학생 황은 <표 Ⅱ-2>에 나

타나 있다.제주 학교가 142명으로 가장 많고,다음으로는 탐라 학교(127명),

학교(100명),한라 학교(97명),산업정보 학교(47명)으로 총 513명의 외국

인 유학생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그 제주 유일의 거 국립 인 제주 학

교는 외국인 유학생 142명 132명(93%)이 국인 유학생이며,탐라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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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명의 외국인 유학생 모두가 국인 유학생이다.한라 학교 역시 97명의 외국

인 유학생이 모두 국인 유학생으로 나타났다.

이 듯 제주지역 외국인 유학생 에서 압도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 유학생들의 학생활 응이 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Ⅱ-2>제주지역 국인 유학생 황

학 총 유학생 수 국인 유학생 수 비율

제주 학교 142 132 93%

한라 학교 97 97 100%

학교 100 99 99%

산업정보 학교 47 45 96%

탐라 학교 127 127 100%

소 계 513 500 98%

※자료 : 학알리미(2011),http://www.academyinfo.go.kr

3) 국인 유학생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국인 유학생은 유학 응 과정에서 사회 ,문화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이로 인해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 보고되고

있다. 응 어려움 에 특히 인 계 형성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국인

한족 유학생의 경우 사회로부터의 격리,고독감,친구없음,음식습 차이,한

국에 한 실망,성 억압,기후,한국어 능력문제 등이 정신 건강에 향을 주

는 어려움으로 밝 졌다(허춘 ,1998).게다가 유학생은 쉽게 고독에 빠지고 고

민을 털어 놓을 친구가 없는 경우가 부분이므로,이로 인해 응력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한 스트 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장 심,2005).

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의 수용도가 이들의 학 응을 좌우한다는 연구도

있다(김 성,2006).김삼화(2005)는 국유학생들은 문화차이에 한 무지와 무

감각,문화이해의 어려움,문화 응의 어려움 문화충돌을 해결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 하 다. 한 국유학생의 문화 응 스트 스에 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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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수 의 문화 응 스트 스는 지각된 차별감,향수병,사회 고립,열

등감,불신,의사소통 등 이었다.물질 지지나 정보 지지,정서 지지가 높

아도 이러한 문화 응 스트 스 완화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인 유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 지지는 장학 이나 아르바이트 수입과 그

들을 수용하고 정 으로 평가해주는 평가 지지와 같은 사회 지지라고 하

다(장 심,2005).

한편,학업성취에 한 연구를 보면 유학을 온 국유학생들은 특히 학교에서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승종,1995).학교생활의 만

족여부는 학업의 성취여부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성취에도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학업에 한 동기도 크다

고 보고하고 있다(최재 ·신 섭,1997).반면에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

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성취에 한 기 혹은 동기도 낮다.따라서 많은 학생들

이 학업을 성취하고 한국에서 취직하거나 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반면 어떤 유학생들은 학업을 도 포기하고 취직하거나 불법으로

있는 경우도 지 않다고 한다(이해 ,2001;장 심,2005).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에서의 응경험은 ‘가깝게 느껴짐’,‘기낯섦’,‘익숙해짐’,‘새로운 낯섦’

네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유학생활에 한 기 수 성취동기,언어능

력,당면문제의 성격 등과 같은 요인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이화,김

아 ,김 ,2007). 국유학생의 응양상 연구에서 국유학생들은 ‘동화하는

학생들’,‘통 인 학생들’,‘실용주의 인 학생들’,‘갈등이 많고 격리된 학생들’

등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응양상을 나타 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허춘 ,김

일,1997). 한 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에게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수

록 한국인에 한 태도가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응유형은 통합,동

화,격리,주변화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우,2005).

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실 이고 요한 일차 인 환경은 학으

로 학생활을 통해 한국문화와 동시에 하 문화로서 한국의 학문화를 하게

된다(임춘희,2009).그러므로 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스트 스는

학생활문화에 을 두고 그 속에서 응해가는 요소 혹은 응을 방해하는 요

소가 무엇인지 보다 실 이고 구체 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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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으로서의 개념도(ConceptMapping)

 개념도 연구방법은 구조화된 개념화를 한 로세스 한 가지로 질 인 연

구방법 양 인 연구방법을 통합한 것이다.개념도는 연구참여자로 하여 직

자료를 생성하고 모으는데 보다 극 인 치에 있게 한다.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상이나 구성요소 그 상속에 기 하는 구조 등을 명료화 할 때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정찬석,2005,재인용).개념도 방법론의 차상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계획이나 평가 단계에서 빠르게 문제를 이해하고 체

계를 만들 수 있게 하며,둘째, 문가의 독단 인 보다는 다양한 참여자의

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셋째,시각 인 자료의 제공으로 주요한

아이디어들과 그것들의 계를 한 에 볼 수 있게 한다.이러한 개념도는 연구결

과의 해석에 있어 양 연구와 질 연구를 모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론 다

각화를 추구한다 할 수 있다.그리고 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 계

자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오창환 ‧정철 ,

2007).

1)개념도의 일반 차

 본 연구에서는 오창환 ‧정철 (2007)의 연구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 로 하여

개념도에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개념도는 일반 으로 1단계 : 비단계(Preparation),

2단계 :진술문 도출(Generation ofStatements),3단계 :진술문 구조화(Structuring

Statements),4단계 :진술문의 개념화(RepresentationofStatements),5단계 :개념도 해석

(InterpretationofMaps)이상 체 5단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비단계로 진술문을 도출하기 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를 선발하기 해서는 상자를 무선표집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개념도의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유리하다.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소수 그룹의 의견을 과소평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으로는 층화표집이나 유의표집을 활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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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된다. 참여자 수에 해서는 엄격하게 설정된 규정은 없지만 10∼20명이 참여

하는 것이 일반 이라 보고하고 있다.참여자의 수는 의견의 다양성 결과에 한

논의와 해석에 있어 일정 수 이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사항이

다.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개념도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로서, 인스토 기

법이 활용된다.이때 일반 인 규칙이 용된다.①참가자들은 최 한으로 다양

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②제시된 의견에 해서는 비 하지 않으며 ③모든 참가

자들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공유 할 수 있도록 특수한 용어,모호한 용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연구자는 참가자 모두가 인스토 단계에서 제시되는 문장

키워드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지만 만약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

어 불편함을 느끼는 참여자가 있다면 온라인을 통하여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와 같은 과정이 완료되면 연

구자는 도출된 진술문 혹은 키워드들을 지표화하기 해 편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진술문들이 서로 어떻게 련이 되는지에 한 정

보를 도출하게 되는 단계이다.일차 으로 연구자는 카드분류 작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도출된 진술문을 카드에 한 장씩 린트 되고 이를 모든 참가자들에게

배부한다.참가자들은 자기의 나름의 논리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이때 첫째,각각의 지표는 오직 하나의 그룹에만 속할 수 있으며,둘째,모

든 지표들이 하나의 그룹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규칙만을 제시하게 된다.이 단

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주 인 단을 허용한다.참가자들이 분류한 카드는 통계

분석이 가능한 2진법의 행렬로 코딩되는데,이 과정에서 결과물로 도출되는

행렬의 크기는 지표의 수에 따른다.각각의 행렬에는 참가자 분류한 결과를 바탕

으로 같은 그룹으로 설정한 지표들끼리는 1로,다른 그룹으로 설정한 지표들끼리

는 0으로 코딩한다.이 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 진술문들의 요도를 조사하게 되

는데 일반 으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각각의 진술문이 얼마나 요한지 조

사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진술문의 개념화 단계로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게 된다.다차

원 척도법은 행렬 데이터를 투입 데이터로 하여 행렬 내 항목들 간의 거리를 차

원으로 표 하여 주는 통계 기법이다.다차원 척도법의 수행에 있어,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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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에 가장 합한 차원을 설정해야 한다.차원값은 최소값으로서 1,최

값으로서(지표의 수-1)차원까지 설정될 수 있는데,1차원일 경우 모든 은 하

나의 선에 표시되며 2차원일 경우 x-y그래 를 사용하여 각 진술문들을 개념화

하게 된다.연구자는 n차원에서 1차원 역까지 연구의 목 에 맞게 차원의 수를

선택 할 수 있는데 실 으로 3차원 이상의 차원을 설정할 개념도를 직 으

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부분 2차원을 활용한다.

다차원척도 분석에서는 상들 간의 상 인 거리의 합도를 높이기 해서

최 의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반복계산을 계속하게 되는데,스트 스 값(stress

value)을 통해 합도로 알아볼 수 있다.스트 스 값이란 다차원척도 모형에 의

해서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불일치 정도로서 진술문간의 실제거리와 추정된 거

리사이의 오차를 의미한다.스트 스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스트 스의 값

이 작을수록 추정거리의 합도는 높다(이학식 ‧임지훈,2011).일반 으로 스트

스 값 별 기 kruskal의 기 을 많이 활용하지만 Kane& Trochim(2007)에

따르면 그 기 은 매우 엄격한 심리측정 도구에서는 용 가능하지만 개념도 작

업에 용하기에는 그 기 이 무 엄격하며,실제로 개념 매핑과 련한 선행

연구 부분이 kruskal의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한다.Kane &

Trochim(2007)이 실시한 개념도 연구방법과 련한 메타연구 결과 개념도 연구

의 95%가 .20에서 .36의 사이의 스트 스 값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차원분석 후 진술문들을 비슷한 개념을 가진 군집으로 분류하기 해 계층

군집 분석이 사용되는데,일반 으로 Ward법을 많이 활용한다.이는 다차원 척

도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값을 용하는데 있어

Ward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질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Kane& Trochim,

2007).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련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개

념도 작업에서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더 효과 이라고 제안하지 않고,연구자가

연구결과의 활용 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군집의

수와 련한 결정이 내려지면 다차원척도법의 결과로 나타난 2차원 개념도를 작

성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개념도 해석단계로 의 차에 의해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을

바탕으로 진술문들 간의 계를 해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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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념도 활용 선행연구

 연구방법으로서 개념도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하지만 개념도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을 경험하는 연구참여자 입장에서

질 인 근을 함으로써 새로운 주제에 해서 탐색할 수 있다.질 인 연구결과

가 연구자의 통찰에 의존하는 반면 개념도 연구방법은 양 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해 개념도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차

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념도 연구방법을 이용한 국인 유학생 련 선행연구로는 이유 등(2011)의

연구가 있다.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인 유학생들의 문화 응과정

에서의 그들이 사용하는 처 략과 스스로 지각하는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해

개념도를 활용하 다.이를 통해 문화 응 처 략과 변화양상에 한 인식은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밝 내었다.

역시 개념도를 활용한 선행연구로 박경우‧여은호(2010)의 재한 국 유학생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소통인식에 한 연구가 있다.이 연구는 국 유학생들이 인식

하고 있는 커뮤니 이션에 한 인식과 그들이 한국사회와 교류하면서 느끼고

있는 커뮤니 이션의 문화 차이에 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이다.

국인 유학생 련 이외에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로는 이 아(2010)의 연구가

있다.이 연구는 실제 학교 장에서의 학교상담을 경험한 학생 내담자를 상으

로 개념도 방법론을 사용하여 학생 내담자의 입장에서 지각하고 있는 학교상담

의 도움요소와 불만족요소를 탐색 으로 연구하 다. 문상담교사를 상으로

학생 내담자가 학교상담의 어떤 부분을 도움요소나 불만족 요소로 인식하는지

그들의 추측을 탐색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험을 입체 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이를 통해 학교상담의 직 인 수요자인 학생 내담자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학교상담을 제공하는 문상담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함께 비교함으로

서 수요자와 제공자 사이의 지각차이를 다면 으로 보았다. 한 학생 내담자들

이 인식하는 학교상담의 도움요소와 불만족 요소를 탐색하여 학교상담을 개선하

고 보완하여 학교상담의 효과 인 정착을 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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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지연‧한나리‧이동귀(2009)의 연구에서는 심상담자와 상담 문가가 겪

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비교하 다.상담자 경력에 따른 경험의 차별

특징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상담자 발달 단계 심자와 문가가

각각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에 한 극복 방안을 심도있게 조사함으로써 상담자

교육에 유용한 시사 을 주었다.허보연(2010)의 연구에서도 개념도 방법을 활용

하여 실제로 여자 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그리고

그 요인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한 정보를 얻고,이를 통해 여자 학

생들의 진로장벽을 이해하는데 보다 타당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마지막으로

최윤정 ‧김계 (2007)의 연구로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진로단 기 상황에 처

했을 때 내면 으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를 개념도 방법으로 살펴보았다.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단 기 경험에 한 개념 구조를 밝 내

고자 하 다.연구결과 고학력 기혼 여성들은 진로단 기 경험에 해 다 역

할 갈등수 과 자아성취 의지의 두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5개의 군집으로 이해

하고 있었다.각각의 군집 내 진술문들에 해 공감의 정도에 따라 평정한 결과

들을 살펴 으로써 일과 가족 사이에서의 갈등,가족이나 사회 지지의 경험에

서 두 집단이 달리 경험하는 것을 확인 하 다.

의 연구들은 공통 으로 피험자들이 특정 경험과 련된 개념을 연구자들이

문 지식에 근거하여 그 개념을 범주화 하고,그 범주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

로 배열되거나 한데 모여 있는지 살폈다.그리고 배치된 범주들의 치와 근 성

에 따라 세부 인 피험자 경험의 내용과 계를 밝 ,각 범주들의 평정치에 따

른 경험의 요성을 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

다.이러한 연구를 통해 어떤 특정한 변수에 의해 수치로 계산되어진 결과가

아닌 어떤 특정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경험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들

을 당사자들의 개념 구조를 통해 알아보았다.

최근 국인 유학생이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내 국인 유학생의 문화 응 스

트 스 학생활 응 련한 선행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하지만 부분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에 한 선행연구는 양 인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체류

기간,성별,연령,유학동기 등의 일정한 변인과 문화 응 스트 스 학생활

응 정도의 상 정도를 수치 으로 악하여 얻은 일률 이고 일반 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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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응경험에 해 어떠한 차원에서,어떠

한 요인이,얼마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한 구체 이고 실제 인 자료를

얻기 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응에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

인지를 양 과 질 연구방법을 통합한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심도있게 알아

보고,각 요인에 한 요도를 알아볼 것이다.이를 통해 학차원에서의 국

인 유학생 리 시스템 개선과 국인 학생활 응 한국과 국문화에

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로그램 개발에 구체 이고 실체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국인 유학생 유치

리제도 개선에 도움을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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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 상

 개념도 연구방법에서 연구자 수는 크게 제한이 없으나 개념을 충분히 산출 할

수 있는 참여자의 수를 최소 10명에서 20명으로 권장하고 있다(Trochim,1989).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J 학교에 재학 인 국인 유학생(어학연수

생 제외)15명을 선정하 다.이때 유학기간이 어도 한 학기 이상을 학생활

경험이 있는 6개월 이상인 자를 상으로 하 으며,평균연령은 23살로 남자가 5

명,여자가 10명이며,평균 유학기간이 1년 5개월이었다.

<표 Ⅲ-1>연구 참여자의 일반 인 특성

연번 성별 연령 학년 유학 비기간 입학년도
유학기간

(2012.3.1기 )

1 남 20 1 6~12개월 2011년 8월 7개월

2 남 23 1 3~6개월 2011년 8월 7개월

3 여 22 2 1년~2년 2011년 3월 1년

4 여 22 2 1년~2년 2011년 3월 1년

5 여 23 2 3~6개월 2011년 3월 1년

6 남 23 2 3~6개월 2011년 3월 1년

7 여 24 3 1~3개월 2009년 8월 2년 7개월

8 남 25 2 3~6개월 2010년 8월 1년 7개월

9 여 22 2 3~6개월 2010년 8월 1년 7개월

10 여 25 3 6~12개월 2009년 8월 2년 7개월

11 여 23 2 1~3개월 2010년 8월 1년 7개월

12 남 22 2 6~12개월 2011년 3월 1년

13 여 23 2 6~12개월 2010년 8월 1년 7개월

14 여 23 3 3~6개월 2010년 3월 2년

15 여 23 3 1년~2년 2010년 3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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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차

 본 연구는 제주지역 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학생활 부 응 요인을 탐색

하고자 개념도 방법을 채택하 다.이를 해서 국인 유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Kane& Trochim(2006)이 제시한 개념도에 근거해서 진행되었다.이들이

제시한 개념도 과정 차는 [그림 Ⅲ-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최윤정 ‧김계

,2007,재인용).

1단계 :개념도 비

질문 는 연구문제 구체화하기,연구참여자 선정하기

2단계 :개념 도출

인스토 방식 설문으로 개념 도출한 후 편집하기

3단계 :진술문 구조화

연구참여자로부터 진술문들을 분류,평정하게 하기

4단계 :개념도 분석

다차원척도법과 계 군집분석 실시하여 개념도 만들기

5단계 :개념도 해석하기

원자료의 진술문들을 바탕으로 지도 에 나타난 진술문들의 계 해석하기

6단계 :개념도 활용하기

제주지역 국인 유학생 학생활 개선 제도 마련에 활용하기

[그림 Ⅲ-1]개념도 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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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개념도를 한 비단계

 첫 단계는 개념도를 한 비단계로서 진술문을 도출하기 한 참여자를 선정

하는 단계이다.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 을 잘 반 할 수 있도록 J 학교 국제

교류본부 국인 유학생 담당선생님께 의뢰하여 학생활 경험이 6개월 이상인

학부재학생 15명을 선정하 다. 한 련 경험을 통한 개념을 도출하기 해 반

구조화된 면 질문지를 제작하 다.

2)2단계 :개념 도출단계

 두 번째 단계는 개념도출 단계이다.본 연구에서는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응 경험에 한 개념을 도출하기 해 1단계에서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을 만

나(2012.3.12,국제교류본부 강의실)연구의 목 과 연구방법 차를 설명하

고 동의를 구하 다.그 후 학생활에 응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무엇인지

인스토 을 실시하 으나 연구 참여자들이 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설문으로 재실시하 다.15명의 연구 참여자 6명은

학사일정과 아르바이트 시간으로 인해 연구자가 직 만나지 못하여 국제교류본

부 국유학생 담당 선생님께 연구목 과 방법 차에 해 사 교육을 한

후 개별 으로 설문을 작성토록 하 다.약 1주(2012년 3월 12일 ∼ 3월 18일)간

연구 참여자들에게 먼 설문을 실시하 으며,설문지 작성 후에도 이메일로 자

료를 수집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활 부 응 요인 110개를 도출하

다.설문지 작성은 한국어로 표 상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을 해 연구 참여

자들의 모국어인 국어로 작성 가능하도록 하 으며, 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는

J 학교 어 문학과 조교 선생님의 조를 통해 번역되었다.연구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개념 분류를 원활하게 하기 하여 J 학교의 국제교류본부 국인 유

학생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110개의 진술문을 도출하 고,도출된 개념

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명료화하여 재 진술하여 개념도 분석에 사용할 최종

41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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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진술문(statements)구조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들을 구조화하는 단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 까지 과정을 통해 산출된 41개의 진술문들을 연구 참여자들이 이

해가 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평정하게 하 다.당 개념 도출을 해 15명의

연구자가 참여하 으나 분류․평정단계에서 1명의 연구 참여자의 개인 인 사유

로 참여를 하지 않아 14명의 연구 참여자만 분류․평정하 다.진술문 분류

평정 작업은 국인 유학생들의 학사 아르바이트 일정을 고려하여 2012년 4

월 2일(6명),2012년 4월 5일(4명),2012년 4월 6일(4명)로 3회에 나 어 국제교류

본부 유학생 지원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진술문 구조화 평정작업은 개인당 평

균 30분∼40분이 소요되었다.이때,연구 참여자들은 진술문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는데 이때 모든 진술문을 하나의 일로 분류하지 말 것과 각 진술문은

하나의 일에만 분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 고 이는 국인 유학생 담당

선생님의 통역으로 설명되었다.아울러,41개의 진술문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공감의 정도에 따라서 5 척도로(매우 공감함 5 ,공감함 4 ,약간 공감함 3

,공감하지 않음 2 , 공감하지 않음 1 )평정하게 하 다. 

4)4단계 :개념도 분석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 단계로 다차원척도법과 계 군집분석을 실시하

여 개념도를 만들기 한 단계이다.크게 세 가지 순서로 나눠 이루어졌다.첫

번째 순서는 개념도 제작을 해서 가장 먼 14명의 참여자들이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가지고 개인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었다.동일한 그룹으로 묶인 진

술문은 0,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은 1로 코딩하여 연구 참여자 수 만큼

41*41유사성 행렬을 만든 후,14명의 일을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 :

GroupSimilarityMatrix)를 제작하 다.

두 번째 순서로 집단유사성 행렬표를 바탕으로 SPSS18.0통계 패키지를 이용

하여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다차원 척도법 분석을 통해서 지도

(좌표) 에 개별 인 진술문들을 그룹으로 보여주는데 일반 으로 보다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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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같은 것 끼리 묶인 진술문들이 서로 가까이 치하게 된다(Kane&Trochim,2006).

세 번째로는,다차원 척도법을 통해 산출된 각 들의 x,y좌표 값을 이용하여

계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계 군집분석은 지도 에 있는 들을 내 으

로 일 된 군집으로 분할하기 하여 사용되는데(최윤정 ‧김계 ,2007),개념도

분석을 한 계 군집분석에서는 Ward연결방법을 사용하 다.끝으로 각각

의 진술문들에 한 평균 평정 값을 계산하여 학생활 부 응 요인들 간의 차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개념도 과정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연구결과에 해당되므로 제Ⅳ장 연구

결과 부분에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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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요 인

1 기숙사에 독방을 쓸 수 없는게 불편하다.

2 학교 교내 문 문구 이 없다.

3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4 교내 순환버스 배차 설명이 잘 안되어 있어 타는 방법을 모르겠다.

5 한국인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다.

6 문화와 생활이 달라 한국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7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8 수업과 수업사이 쉬는 시간이 짧다.

9 언어가 달라 시험 볼 때 많이 어렵다

10 기숙사비가 비싸다.

11 기숙사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 에서 공부 할 수 없다.

12 한국사람들이 국과의 정치 사건들로 인해 국인을 무시해서 힘들다.

13 공과목의 문용어가 무 어렵다.

Ⅳ. 연 결과

 

1.제주지역 국인 유학생 학생활 부 응 요인 개념도

1) 학생활 부 응 련 진술문

제주지역 J 학교 국인 유학생을 상으로 학생활 부 응 련하여

인스토 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0개의 진술문을 도출하 다.도출된 개념

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명료화하여 재 진술하여 개념도 분석에 사용할 최

종 41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 다.41개 최종 진술문은 <표 Ⅳ-1>와 같다.

<표 Ⅳ-1>최종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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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요 인

14 수업 에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15 문화차이로 인해 응하기 힘들다.

16 매학기 기숙사를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17 기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국인의 사용이 지되어 싫다.

18 수강신청이 어렵다.

19 일부 교수님이 수업에서 학생을 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아 싫다.

20 장학 액이 다.

21 기숙사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22 유학생활에 돈이 무 많이 든다.

23 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

24 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25 기숙사에 심이 안 나와서 싫다.

26 술을 무 많이 먹는 학생활에 응이 안된다.

27 학교 공공시설의 외국어 설명이 다

28 존 말을 구분하기 어렵다.

29 음식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30 설비가 잘되어 있는 기숙사가 방이 고 학생수용 능력이 떨어진다.

31 기숙사에서 국제 화하기가 불편하다.

32 학교활동 참여자가 거의 한국인이여서 혼자라 외롭다.

33 학교 순환버스가 많지 않아 수업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

34 학교 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 사는 것이 불편하다.

35 낮은 한국어 능력 때문에 시험 수가 노력만큼 안나온다.

36 일부 교수님들이 외국학생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37 한국학생과 유학생의 장학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38 학과 행사 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

39 학교에서 지에 많이 가지 않는다.

40 수업 교수님이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41 유학생은 장학등 이 C 뿐이어서 공부하는데 극 으로 도움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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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차원 척도 분석

(1)차원의 수

학생화 부 응 요인 최종 41개 진술문을 연구참여자에게 내용의 유사성에 따

라 분류하게 한 결과 최소 3개에서 최 7개 범주로 분류되었다.이들이 분류한

결과를 모두 합하여 집단유사성 행렬로 만든 후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나타난 각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stress),설명량(R
2
),설명량 증가 값

은 <표 Ⅳ-2>와 같다

<표 Ⅳ-2>각 차원의 수에 따른 통계값

차원의 수 합치도(stress) 설명량(R
2
) 설명량 증가

1 .54 .28 -

2 .31 .66 .38

3 .16 .90 .24

4 .12 .95 .05

5 .07 .96 .01

 다차원척도분석에서 차원의 수는 합치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합치도(stress)

란 각 개인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가 결과로 도출된 차원에서의 거리에 얼마만큼

일치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이 을수록 합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트 스 값을 이용하여 한 차원의 수를 결정하기 해서 차원의 수의 증가

에 따라 어드는 스트 스 값을 롯(stressplot)을 그리고,그 도표에 하여

차원수를 결정하게 된다(박 배,2000).

본 연구의 스트 스 롯은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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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스트 스 롯

[그림 Ⅳ-1]를 보면 차원의 수가 2일 때 처음 크게 꺽이는 것을 알 수 있다.

Kruskal(1964)은 스트 스 롯이 처음 크게 꺾이는 지 (elbow)의 차원 수를 선

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 는데,그 이유는 그 이상으로 차원수가 증가하여도

합치도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원의 수를 2

개로 결정하 다. 한 본 연구를 한 2차원의 스트 스 값은 .31로,이는 개념

도를 한 군집분석에 스트 스 값의 합한 평균범 (.20~.36)를 충분히 충족

시키는 것으로 본다(최윤정‧김계 ,2007,재인용).

(2)차원명

 차원의 수를 2개로 설정한 후,41개의 진술문들을 x,y지도 의 으로 표시하

면 [그림 Ⅳ-2]과 같다.서로 가까이 있는 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들에

비해 보다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들의 치

와 거리,좌표 값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이 학생활 부 응 요

인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차원1과 차원2의 명칭을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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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다차원척도분석 결과

[그림 Ⅳ-2]과 같이,분석 결과는 차원 1과 차원2에 의해 학생활 부 응 요인

들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차원1(y축)을 기 으로 분포되어 있는 진

술문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생활 부 응 요인이 주 인가 객 인가에 따라

쪽은 주로 주 성격의 진술문이다. 를 들면,‘문화차이로 인해 응하기

힘들다(15번)’,‘한국 사람이 국과의 정치 사건들로 인해 국을 무시해서 힘

들다(12번)’,‘학과 행사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38번)’

등이 이에 속한다.주로 자국의 사회․문화와 차이로 인해 유학생활에 잘 응하

지 못한 속상함이나 외로움을 나타내었다. 한 국인에 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심리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쪽은 주로 객 인 성격의 진술문으로 ‘언어가 달라 시험 볼 때 많이 어렵

다(9번)’,‘공과목의 공용어가 무 어렵다(13번)’‘유학생은 장학등 이 C

뿐이어서 공부하는데 극 으로 도움이 안 된다(41번)’등이 포함되어 있다.이

는 주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이나 유학생활 경제 어려움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차원2(x축)은,유학생들이 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

는 원인이 어디에서 주로 오는지에 따라 오른편은 주로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왼편에는 ‘개인 ’요인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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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환경 차원에는 유학생들이 학생활을 하는 데에 시설이나,운 제도,

학교의 치 등에 한 불만에 한 진술문들이 분포되어 있다. 를 들면,‘기

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국인의 사용이 지되어 싫다(17번)’,‘매학기 기숙사

를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다(16번)’,‘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23

번)’,‘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 에서 공부 할 수 없다(11번)’등

이 이에 속한다.개인 차원에는 사회,문화,언어차이 등으로 인한 인 계나

학업의 어려움들을 나타내는 진술문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를 들면,‘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3번)’,‘일부 교수님이 수업에서 학생을 하

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아서 싫다(19번)’,‘언어가 달라 시험 볼 때 많이 어렵다(9

번)’,‘공과목의 문용어가 무 어렵다(13번)’등이 이에 속한다.

결론 으로, 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차원1은 학생활 부 응 요인을 어떻

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주 ,객 차원으로 명하 고,차원2는 유학생들이

학생활에서 부 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환경 ,개인 차원으로

명하 다.

3) 계 군집분석

(1)군집수

군집 분석의 특성상 최종 군집 구분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개

념도와 련하여 범주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정의가 명확치 못하여,연구주제

의 맥락에 맞게 연구자들의 주 에 따라 결정된다(Jackson& Trochim,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 군집분석 결과와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한 군집

의 수,그리고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지도상의 진술문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해

석하기에 합한 범주를 결정하기 해 첫 번째는,<표 Ⅳ-3>과 같이 다차원척

도 분석을 통하여 얻은 2차원 x,y좌표 값을 이용하여 계 군집분석을 실시

한 결과,[그림 Ⅳ-3]과 같은 덴드로그램을 얻었다.두 번째로,연구 참여자들은

진술문을 최소 3개에서 최 7개의 군집으로 분류하 으며,마지막으로 군집분석

결과 서로 같은 범주로 묶인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군집들 간의 진술문들의 차이

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해석하기에 합한 군집의 수를 4개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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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x,y좌표값

번
차원

번
차원

1 2 1 2

1 1.2676 .1542 22 -.6798 -1.3588

2 1.2857    .0316 23  1.2908 -.0872

3 -1.2222 -.9515 24  -1.1508 -.8745

4  1.3573 -.1343 25  1.2898 -.1005

5  -.5715 1.4384 26 -.6554  1.3855

6  -.5715  1.4384 27  .8085  -.6913

7  -.7025 1.4560 28 -1.0405 -.9802

8  1.3464 -.0979 29 -.6641 1.3718

9  -1.1491 -.9882 30  1.2694 -.1299

10  -.4628  -1.4371 31  1.2691 -.1362

11  1.3326 -.1143 32  -.5973  1.3403

12  -.6619 1.4116 33  1.2830 -.0847

13  -1.2132 -.8898 34   1.2727  -.0525

14 -1.2132 -.8898 35  -1.0917 -.8818

15  -.7099 1.4134 36  -.6098 1.3375

16  1.3118 -.1083 37  -.6692 -1.2891

17   1.2961  -.1467 38   -.6183  1.3268

18  1.3152  -.1071 39  -.3102 1.2955

19  -1.2313   .6160 40  -1.0890  -.8345

20  -.7004 -1.3526
41  -.6893 -1.2582

21   1.279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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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계 군집분석(Ward방법)덴드로그램2)

2)계층 군집 해법의 단계를 시각 으로 표 한 것으로서 각 단계에서 조합되는 군집과 거리값을 나타내는

그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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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문 요도

￭ 군집명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 3.74

13. 공과목의 문용어가 무 어렵다. 4.14

14.수업 에 보고서나 발표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4.07

3.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3.93

24.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응하기 힘들다. 4.14

35.낮은 한국어 능력 때문에 시험 수가 노력만큼 안 나온다. 3.21

40.수업때 교수님이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3.64

9.언어가 달라 시험볼 때 많이 어렵다. 3.79

28.존 말을 구분하기 어렵다. 3.00

￭군집명 :경제 어려움 4.07

20.장학 액이 다. 4.36

22.유학생활에 돈이 무 많이 든다. 4.07

37.한국학생과 유학생의 장학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3.50

41.유학생은 장학등 이 C 뿐이어서 공부하는데 극 으로 도움이 안된다. 4.36

10.기숙사비가 비싸다. 4.07

￭군집명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인 계 식생활 어려움 3.26

7.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3.21

15.문화차이로 인해 응하기 힘들다. 2.57

26.술을 무 많이 먹는 학생활에 응이 안된다. 2.93

29.음식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3.79

(2)군집명

 군집을 명명하는데 있어서 좌표 상에 진술문들 사이의 상 거리와 진술문들

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 으며,군집명과 그에 속한 진술

문들은 <표 Ⅳ-4>에 제시하 다.

<표 Ⅳ-4>Ward방법을 사용한 군집분석 결과 분류된 군집과 포함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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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문 요도

12.한국사람이 국과의 정치 사건들로 인해 국인을 무시해서 힘들다. 3.14

5.한국인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다. 3.57

6.문화와 생활이 달라 한국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3.14

32.학교활동 참여자가 거의 한국인이여서 혼자라 외롭다. 3.71

38.학과 행사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 3.43

39.학교에서 지에 많이 가지 않는다. 3.29

19.일부 교수님이 수업에서 학생을 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아 싫다. 3.29

36.일부 교수님들이 외국학생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3.07

￭군집명 : 학시설 운 제도에 한 불만 3.17

30.설비가 잘 되어 있는 기숙사 방이 고 학생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 2.64

31.기숙사에서 국제 화하기가 불편하다. 2.14

17.기숙사 외국인공공주방에 국인의사용이 지되서 싫다. 3.93

23.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 3.50

25.기숙사에 심이 안 나와서 싫다. 3.57

33.학교 순환버스가 많지 않아 수업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 3.43

34.학교 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 사는 것이 불편하다. 3.93

16.매학기 기숙사를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3.64

18.수강신청이 어렵다. 3.50

8.수업과 수업사이 시간 배정이 좋지 않다. 2.57

11.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 에서 공부 할 수 없다. 3.71

4.교내 순환버스 배차 설명이 잘 안되어 있어 타는 방법을 모르겠다. 2.14

2.학교 교내 문 문구 이 없다. 2.57

21.기숙사 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3.93

1.기숙사에 독방을 쓸 수 없는 게 불편하다. 3.14

27.학교 공공시설의 외국어 설명이 다.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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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에 나타난 바 군집분석 결과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

움,’‘경제 어려움’,‘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인 계 식생활 어려움’,‘학

시설 운 제도에 한 불만’의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의 부 응 요인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

상 어려움’에는 ‘과목의 문용어가 어렵다’,‘수업 에 보고서나 발표자료를 만

드는 것이 어렵다’,‘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교수님 발음

과 말하는 속도를 응하기 힘들다’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경제 어려

움’에는 ‘장학 액이 다’,‘유학생활에 돈이 무 많이 든다’,‘한국학생과 유

학생의 장학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인 계 식생활 어려움’군집에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문화차이로 인해 응하기 힘들다’,‘한국사람이 국과의 정치 사건

들로 인해 국인을 무시해서 힘들다’,‘한국인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다’,‘학과 행사 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등이 포함

되어 있다.마지막으로 ‘학시설 운 제도에 한 불만’으로는 ‘기숙사 외국

인 공공주방에 국인의 사용이 지되어 싫다’,‘학교 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사는 것이 불편하다’,‘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 에서 공부할

수 없다’,‘기숙사 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

다.

4) 학생활 부 응 요인의 상 요도

 연구 참여자들의 학생활 부 응 요인의 41개 진술문에 해 각 진술문에 어

느 정도 공감하는 지를 5 척도(매우 공감함 :5 ,공감함 :4 ,약간 공감함 :

3 ,공감하지 않음 :2 , 공감하지 않음 :1 )으로 평정하 다.

우선 각 군집에 한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첫 번째 군집인 ‘한국어 능력 부족으

로 인한 학업 상 어려움’은 M=3.74,두 번째 군집 인 ‘경제 어려움’은 M=4.07,

세 번째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인 계 식생활 어려움’의 경우는 M=3.26,

마지막으로 ‘학시설 운 제도 불만’군집은 M=3.17으로 평정되었다. 국인

유학생활 부 응 요인 가장 공감을 하는 군집으로 두 번째 군집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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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M=4.07)으로 나타났다.주된 진술문은 한국학생과는 다르게 용되는

학의 장학 제도의 불공평함이었다.이는 연구참여자와의 면 시 가장 많이 거

론된 진술문이었다.다음으로는 ‘언어차이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M=3.74),‘사회

문화 차이로 인한 인 계 식생활 어려움’(M=3.26),‘학시설 운 제도

불만’(M=3.17)순으로 나타났다.

구체 인 진술문 에서는 ‘유학생은 장학등 이 C 뿐이어서 공부하는데 극

으로 도움이 안된다.’(M=4.36)가 가장 높은 평 을 받아 국인 유학생들이 가

장 공감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타국 학생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

는 유학생에게 있어 학의 장학 은 유학생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

나타났다.다음으로는 ‘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응하기 힘들다.’(M=4.14),

‘공과목의 문용어가 무 어렵다.’(M=4.14),‘수업 에 보고서나 발표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M=4.07),‘유학생활에 돈이 무 많이 든다.’(M=4.07),‘기숙

사 비가 비싸다.’(M=4.07)등이 4 로 높게 평정되었다.

평정 수가 3 의 진술문에는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다.’(M=3.93),‘학과 행사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

(M=3.43),‘학교 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 사는 것이 불편하다.’(M=3.93),‘기숙

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국인의 사용이 지되어 싫다.’(M=3.93),‘기숙사 문을 12

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 에서 공부할 수 없다.’(M=3.71)등으로 나타났다.

진술문 가장 낮게 평정된 것으로는 ‘기숙사에서 국제 화 하기가 불편하

다.’(M=2.14),‘교내 순환버스 배차설명이 잘 안되어 있어 타는 방법을 모르겠

다.’(M=2.14),‘수업과 수업사이 시간 배정이 좋지 않다.’(M=2.57),‘학교 교내

문 문구 이 없다.’(M=2.57),‘설비가 잘 되어 있는 기숙사 방이 고 학생수용능

력이 떨어진다.’(M=2.64)등으로 부분 ‘학시설 운 제도 불만’군집에 속

해있는 진술문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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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념도 해석

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생활 느끼는 부 응 요인에 한 개념도는 [그림 Ⅳ

-4]과 같다.

사회․문화 차 로 한 대
계 및 식생활 어려움

한 어능력 부족 로 
한 학업상 어려움

대학시  및 운 제도
에 대한 불만

경제적 어려움

객

개

인

차

원

주

환

경

차

원

[그림 Ⅳ-4]제주지역 국인 유학생 학생활 부 응 요인에 한 개념도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41개의 진술문들이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지도 에

분포되었으며,각 들의 치가 가까울수록 보다 빈번하게 동일한 군집으로 분

류되었음을 나타낸다.따라서 개념도 상에서 가까이 치한 들은 멀리 치한

들보다 개념 으로 유사하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개념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

려움’은 개념도의 왼쪽 아래쪽에 치하여 개인 차원-객 성향의 군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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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으로는 ‘공과목의 문용어가 무 어렵다’,‘언어가 달라 시험 볼 때

많이 어렵다’,‘수업 교수님이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 더욱 이해하기 힘들

다’,‘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응하기 힘들다’,‘낮은 한국어 능력 때문

에 시험 수가 노력만큼 안 나온다’등 이다.이는 언어가 다른 국인으로써

한국 학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학업과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한 어려움과 련

된 군집으로 한국어가 미숙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동시에 간혹 수업 제주지

역의 사투리 사용으로 인해 더욱 언어 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째는 ‘경제 어려움’으로 개념도 좌표상 비교 가운데 아래쪽에 치하여 이

한 개인 차원-객 인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진술문으로 세부내용으로

는 ‘기숙사 비가 비싸다’,‘유학생활에 돈이 무 많이 든다’,‘장학 액이

다’,‘한국학생과 유학생의 장학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등으로 이는 국유학

생들이 유학생활 에 기숙사비,학비,생활비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의 진술문들 요도 평균 수가 가장 높은 군집이다.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시 아르바이트로 인해 일부 생활비는 충당 할 수 있으나 학비의 경우 무

부담이 커 장학 을 타고자 노력하는 유학생들이 많았다.하지만 학 내 장학

액이 거나,성 2.7이상 받은 모든 학생에게 장학 을 C 정도밖에 주지

않는 등 한국인과 유학생의 장학 제도가 달라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조사 되었다.

세 번째는 개념도 좌표상에 왼쪽 상단에 치하고 있어 개인 차원-주 진

술문을 포함하는 군집으로 ‘사회 ․ 문화 차이로 인한 인 계 식생활 어려

움’을 나타낸다.이 군집에서는 ‘한국 사람이 국과의 정치 사건들로 인해

국인을 무시해서 힘들다’,‘한국인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다’,‘학과

행사 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학교활동 참여자가 거

의 한국인이여서 혼자라 외롭다’,‘술을 무 많이 먹는 학생활이 응이 안된

다’등으로 유학생활 인 계 어려움과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음식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등의 식생활 응 어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그룹이다.이

는 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인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인 계 식생활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보인다.네 번째 군집은 좌표상 맨 오른쪽에 치하

고 있다.이 군집은 물리 차원이 강한 군집으로 ‘학 시설 운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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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만’을 나타내는 군집이다.세부내용으로는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기숙사 방

이 고 학생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기숙사에서 국제 화하기가 불편하다’,‘기

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국인 사용이 지되어 싫다’,‘학교 순환버스가 많지

않아 수업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매학기 기숙사를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 에서 공부 할 수 없다’,‘기숙사 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학교 교내 문 문구 이 없다.’등으로 학

시설 운 제도상의 불만을 나타낸 군집으로 특히 기숙시설의 운 상의 불만

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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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제언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통하여 제주지역 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학생

활 부 응 요인과 각 요인의 요도를 악하여 국인 유학생들이 학생활을

원만히 응할 수 있도록 실질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본 장에

서는 앞서 기술한 연구결과를 토 로 제주지역 국인 유학생 학생활 부 응

요인을 인식하는 차원과 요인 각 군집별 상 요도는 어떠한지를 기존의

이론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 등

을 정리하고자 한다.

1.논의

1) 차원과 학생활 부 응 군집

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생활 부 응 요인을 추출하여 다차원 척도분

석 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차원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세부내용

을 살펴보면 2개의 차원 1차원은 환경 -개인 차원으로 명명하 다.환경

차원은 학의 시설 행정에 한 것 등을 부 응 경험으로 인식하는 차원이

고,개인 차원은 개인 능력부족으로 인한 것을 부 응 경험으로 인식하는 차

원으로 볼 수 있다.2차원은 주 -객 차원으로 명명하 다.주 차원은

국인 유학생들이 학생활에 해 주 으로 인식 차원이고,객 차원은

부 응 요인을 객 으로 인식하는 차원이다.

국인 유학생 학생활 부 응 경험에 한 인식의 차원을 기술한 선행연구는

거의 무하다 할 수 있다.하지만 이와 유사한 결과로 이유 등(2011)의 연구

를 들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생활 응을 한 자신의

변화양상을 사회 -개인 ,심리 -행동 의 2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명명하

다.이는 본 연구에서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부 응 경험을 환경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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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객 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명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인 유학생들이 진술한 학생활 부 응 요인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

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첫 번째 군집으로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

업상 어려움’,두 번째 군집으로 ‘경제 어려움’,세 번째 군집으로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인 계 식생활 어려움’,마지막 군집으로는 ‘학 시설 운

제도에 한 불만’의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이는 임춘희(2007)의 연구에서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문화 스트 스를 국문화에 한 편견,고정 념,생

활방식,음식 등의 문제를 포함한 ‘문화차이’,수업이나 성 ,교수,교육 지원

등의 문제를 포함한 ‘교육 스트 스’,외로움 등을 나타내는 ‘심리 스트 스’,

장학 이나 생활비 등의 어려움을 포함하는 ‘경제 스트 스’,한국어 언어소통

등의 문제를 나타낸 ‘언어 스트 스’등으로 분류한 것과 유사하다.

2) 학생활 부 응 요인 군집별 상 요도

 본 연구에서 분류된 4개의 군집 가장 평 이 높은 군집으로는 ‘경제 어려

움’(M=4.07)이었다.이는 장 심(200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국인 유학생들

이 한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장학 혜택과 아르바이트 제

공에 한 요구가 가장 많고 경제 수 이 높은 집단이 문화 응스트 스가 낮

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나임순(2006)의 선행연구에서도 특히 이런 학의

장학 지원액의 부족과 다소 불분명한 장학 기 등이 국인 유학생의 경제

스트 스에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평 이 높은 군집은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상 어려움’

(M=3.74)으로 나타났다.이는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유학 기 익숙하지 못한 한국

어로 인해 보고서를 쓰거나 필기하는 것은 물론 학사 진행 사항을 이해하고

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과 동일하다(충청일보,

2008.3.26). 한 나임순(2006)의 연구에서도 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자료

심의 시각 자료에 의존한 빠른 수업진행방식은 한국어가 서툴고 이해속도가

느린 유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 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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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경태(2009)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언어능력은 국인 유학생들의 학

생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임을 밝혔는데 상당수의 국인 유학

생들이 자신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련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이러한 한국어 능력과 련한 낮은 만족 수 은 유학생들의 학생활 만족도를

해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유학 한국어 학습정도는 학생활

학업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김귀성 ‧황지인,2009)보고하고 있다.김

주 외(1997)의 연구도 이러한 언어능력에 따른 학생활 부 응 향을 인정하

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육정도,소득,문화 간 커뮤니 이션 등도 학

생활 응에 필요한 변수들이지만 그 에서도 언어 능력이 가장 요한 변수라

고 하 다(김선남,2007). 허춘 외(1999)도 많은 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생

활과 학업 에 언어장벽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지 하 다.언어는 학업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주는 수단이 되

기 때문에 유학생의 학 응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이다.유학생들은 학이

요구하는 특정 학 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표와 시험을 치러야

한다.이러한 것들은 결국 얼마나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는가,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어 언어구사 능력이 높은 유학생이 그 지 않은 유

학생보다 더 학생활에 잘 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김선남,2007).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인 계 식생활 어려움’(M=3.26)에

한 군집이다.이 군집은 국과 한국의 정치 ․ 사회 인식 차이 국인

에 한 편견 등으로 인한 인 계 어려움과 식생활 문화 차이로 인한 음식

응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주로 국인에 해 교수

님과 동료학생으로부터 느끼는 편견과 소외감이 학생활에 부 응 향을 끼치

는 요인 의 하나로 설명된다.이는 최근의 동아일보(2011) 조선일보(2011)

등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시설 운 제도에 한 불만’(M=3.17)을 나타낸 군집으로 세

부 진술문 반 이상이 학 기숙시설과 기숙사 운 제도에 한 불만을 진

술하고 있다. 학교의 기숙시설은 국인 유학생들에 있어 요한 생활공간이자

한국 학생들 타 외국인 유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서 하게 되는 교류 장으

로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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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제주지역 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 어려움과,유학생의 장학제도,교수와 동료 간의 계 스트 스,문

화차이,기숙시설,기타 국인 유학생의 특성을 잘 반 하지 못한 교육 지원

제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다.이들 국인 유학생이 경험하

는 부 응 요인들을 경감시키는 것이 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다.이를 해서는 물론 국인 유학생의 개

별 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하지만 그보다 먼 학당국의 교육환경 개선노

력과,유학생 리와 련된 합리 인 제도 개선 다문화 인 학문화와 사

회 문화 분 기의 변화가 필요하다.

2.제언

본 연구는 앞으로 늘어날 국인 유학생들의 학생활 응을 돕기 한 내용

과 방법에 해 실제 국인 유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부 을 요인을 알아보았다

는 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생활 경제 요인 즉 학의 장학지원제도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이런 문제는 학업의욕 하나 도탈락률을 높이

는 결과를 래 할 수 있으므로, 학당국은 한국 학생과 차별되는 유학생 장학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이들을 한 체계 이고 종합 인 장학지원제도 취

업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인 유학생의 원만한 학생활 응의 다른 방해요인이 한국어 능

력부족으로 인한 학업 어려움이므로 한국어 능력시험 등 유학자격 심사기 을

강화하여 일정한 학업수행 능력을 갖춘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인 유학생이 소속된 학과 공에서 유학생 학업도우미

제도 등을 마련하여 유학생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인 유학생들은 사회 ,문화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국과 국 양국의 문화이해교육 로그램 특히 제주지역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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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해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 학 구성원들이 국인과 국문화에

한 편견과 고정 념에서 탈피하여 개방 이며 극 인 교류와 소통으로 서로

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학생들의 학교 응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는 유학생

친화 인 분 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넷째, 학당국은 국인 유학생의 학의 제반 시설과 이를 운 하는 제도 등

에 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불만사항 특히,기숙사 개방시간,기숙

시설 리,유학생의 생활방식을 고려한 기존의 운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제한

본 연구는 제주지역 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직 산출한 상 인

경험을,개념도 연구방법을 실시하여 국인 유학생의 학생활 부 응 요인을 밝

내는데 보다 실제 인 기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즉 국인 유학생의

연구 참여자들이 학생활 응에 방해되는 요인에 해 내면 으로 이해하고 있

는 개념 구조들을 통해서 학생활 응에 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런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 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제주지역에 소재하는 J 학교에 유학생으

로 연구결과가 J 학교에 국한되는 결과로 제주지역 유학 인 모든 국인 유학

생의 학생활 부 응 요인이라 일반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모든 학을 상으로 국인 유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한족(漢族)만을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한족과 조선족간의 학생활 부

응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같은 국가지만 다른 민족출신으

로 다른 문화 차이를 지닌 한족(漢族)출신과 조선족(朝鮮族)출신간의 비

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개념도 연구는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인스토 을 통한 토론을 요시 한다.그러나 연구 참여 상자들이 국인으로



- 40 -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이 이루질수 없는 한계로 인스토 과정이 아닌 설

문조사로 치하여 경험하는 주 세계를 깊이 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성별,연령,경제력,유학 비기간,체류기

간,한국어실력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각 변인들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후속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따른 학생활 부 응 요인 상

요도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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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onceptMappingStudyofChineseStudents'CampusLife

MaladjustmentFactorsinJejuIsland

Lee,SungMi

DepartmentofPsychotherapy

GraduateSchoolofSocial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Song,JaeHong

Thepurposeofthisthesisistoidentifytheconceptualstructureoffactors

preventingChinesestudentsfrom adaptingtocampuslifeonJejuIsland.

TherehavebeenmanystudiesonthestressesfacedbyChinesestudents

whenentering anew cultureofcampuslife.However,mostoftheseare

quantitative research projects aimed at figuring out the correlation of

variableslikelengthofstay,genderandagewithregardtoenculturation

stressandadaptationtocampuslife.Therefore,practicalandspecificdataon

factorspreventingChinesestudentsfrom adaptingtocampuslifeareneeded.

Thisstudy usesa conceptmapping to identify thesefactorsin Chinese

students'campuslivesinarealistic,practicalwayandtodeterminevisually

theparticipants'cognitivestructure.

Thesubjectsofstudyhavebeensetasfollows.Thefirstisfactorswhich

Chinese students are aware of,and theirpsychologicaldimension,which

preventstudentsfrom adaptingtoJejucampuslife.Thesecondsubjectis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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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importanceofthesemaladaptationfactors.Forthetwosubjects,this

studyfollowstheprocessasdetailedbelow.

First,fifteenChinesestudentswhoattend“J”Universitywereinterviewed

and asked to fillouta questionnaire on factors preventing them from

adaptingtocampuslifeonJejuIsland.Asaresultofthis,110answerswere

collected.Thedatawasthencorrelatedandeditedinto41definitiveanswers.

These answers were subsequently classified by 14 ofthe same study

participants.Theyratedthese41answersonafive-pointscale.Basedon

theirclassification,aconceptualdiagram consisting of2dimensionsand4

clusterswasdeterminedbymulti-dimensionalscalingandhierarchicalcluster

analysisforeachsubject.

Theresultsofthestudyareasfollows.

Firs,Chinese students studying in Jeju I니뭉 are aware ofcampus life

maladaptationfromtwodimensions:'subject-object'and'individual-environmental'.

Second,Chinesestudents'maladaptationwasclassifiedinto4clusters.These

are defined as 'learning difficulties due to non-fluency in the Korean

language','financialtroubles','interpersonalanddietdifficultiesduetosocial

and culturaldifferences',and 'complaints regarding college facilities and

academic system'.Among the 4 clusters,the 'financialtroubles'cluster

showed the greatestmaladaptation difficulty with M=4.07.The 'learning

difficultiesduetonon-fluencyintheKoreanlanguage'clusterfollowedas

thesecond-largestfactorinstudents’maladaptationwithM=3.74.

Attheconclusionofthisstudy,thesignificanceoftheresults,thelimitations

ofthestudyanddirectionforsubsequentstudiesare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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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설문지

연구 참여 동의서

  

□ 연 구 자 : 이 미( 주 학교 사회교 학원 심리치료학과 사과 )

□ 연 락 처 : dinogo@jejunu.ac.kr, 010-9478-0979

 본 연구의 목 은 국인 학생의 학생활 응경험을 연구함으로써 학생

활 부 응요인을 살펴보고, 궁극 으로 학생활 응의 학 ․실  여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의 연구를 해 만 소 히 사용  뿐, 그 외의 용도로  사용

지 않음을 강조해 드립니다. 한 비 보장을 드시 보장해드리니, 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험이 르지 

않는다는 것과 이 연구에 한 모든 궁 한 에 해 는 질 하고 답을 

들을  있습니다.

 참여자께  본 연구에 참여하여 소 한 시간을 내주시고, 뜻 깊은 이야 를 

해 주심으로  국인 학생으로  겪는 어 움 은 응 상의 들을 잘 이

해하고 응요인에 한 실체이론을 개 하는데 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월   일

                                참 여 자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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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

1. 재나이 : 만(       )

2. 별 :  ① 남자    ② 여자

3. 재 공  학년 : (                     과          학년)

4. 한국에  에 국에  학 비 간 ? 

 ① 1~3개월     ② 3~6개월       ③ 6~12개월      ④ 1년~2년     ⑤ 2년 이상

 ⑥ 타 (                                               )

5 학 입학년도 :(            )년(             )월  당시나이 : 만 (          )

6.  학생활 응을 해하는 요인을 10개 도 어주 요( 국어로 재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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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술 문

1.기숙사에 독방을 쓸 수 없는게 불편하다.

기숙사 생활 독방 사용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

기숙사에서 혼자 방을 쓰고 싶다.

혼자 방 쓰고 싶다.

2.학교 교내 문 문구 이 없다.

학교 교내 문 문구 이 없다.

문구 종류가 많이 없다.

3.한국어가 어려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수업과목 몇몇 과목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어를 몰라 수업이 어렵다.

언어차이로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힘들다.

4.교내 순환버스 배차 설명이 잘 안되어 있어 타는 방법을 모르겠다.

아직까지 교내 순환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모른다.

교내 순환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모른다.

학교버스 타는거 모르겠다.

5.한국인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다.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다.

한국인과 교류기회가 다.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학교에서 한국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다.

6.문화와 생활이 달라 한국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생활방식이 달라 한국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 힘들다.

고정된 반이 없어 친구가 다.

한국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생활습 이 달라 한국친구 만들기 힘들다.

국에서 보다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한국인이 틀려 친구 사귀기 어렵다.

한국 친구랑 생활습 이 달라 힘들다.

문화차이 때문에 한국 친구 사귀는게 쉽지 않다.

문화차이로 한국친구 만들기 힘들다.

한국을 몰라 한국친구사귀기 어렵다.

<부록 2> 국인 유학생 학생활 부 응 련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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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음식이 안 맞는다.

음식이 안맞다.

음식이 입에 잘 안맞는다.

음식이 입맛에 안맞는다.

음식이 익숙하지 않다.

음식이 맛이 없다.

8.수업과 수업사이 쉬는 시간이 짧다.

쉴 시간이 없다.

수업쉬는 시간 조정이 안 좋다.

9.언어가 달라 시험 볼 때 많이 어렵다

한국말 몰라 시험 때도 많이 힘들다.

언어가 달라 시험지를 잘 이해 못하겠다.

시험볼 때 한국어로 쓰는게 어렵다.

10.기숙사비가 비싸다.

기숙사비가 비싸다.

기숙사비가 비싸다.

학생생활 방값 비싸다.

11.기숙사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 에서 공부 할 수 없다.

기숙사 문을 12시에 닫아 늦게까지 도서 에서 공부 할 수 없다.

기숙사 문 무 일 닫는다.

12.한국사람들이 국과의 정치 사건들로 인해 국인을 무시해서 힘들다.

문화차이가 사상의 차이를 가져와 무시한다.

한국사람이 국사람을 무시하고 국의 재 상황 등으로 인해 무시당

해서 힘들다.

정치 사건들로 인해 응하기 어렵다

한국, 국 간의 충돌로 인해 어렵다.

13. 공과목의 문용어가 무 어렵다.

한국어로 공공부 하기가 어렵다.

공수업의 문용어가 무 어렵다.

공용어가 무 어려워서 많은 내용을 알아들을 수 가 없다.

한 도 어려운데 공수업에 말은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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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수업 에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발표수업 있으면 PPT만들고 하는 것이 힘들다.

수업 보고서 는 발표자료 만드는 것이 어렵다.

과제 응이 안된다.

발표수업 비하는 것이 무 힘들다.

15.문화차이로 인해 응하기 힘들다.

한국친구들과 교수님과의 문화차이

한국문화를 잘 몰라서 실수가 많다.

문화차이가 있다.

국과 한국문화 차이로 인해 힘들다.

문화차이로 힘들다.

16.매학기 기숙사를 재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매 학기 마다 기숙사 재신청 하는 것이 어렵다.

기숙사 자주 신청하는게 싫다.

17.기숙사 외국인 공공주방에 국인의 사용이 지되서 싫다.

외국인 공공주방 사용 지 싫다.

기숙사에서 국인이 외국인 공공주방 사용이 안된다.

18.수강신청이 어렵다.

수강신청하는 것이 응이 안된다.

수강신청이 어렵다.

수강신청 하는게 힘들다.

19.일부 교수님이 수업에서 학생을 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아 싫다.

20.장학 액이 다.

장학 액이 다.

장학 액 작다.

21.기숙사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기숙사방을 학기마다 바꾸는 것이 힘들다.

학생생활 방을 자주 바꾸는 것이 불편하다.

22.유학생활에 돈이 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어 힘들다.

유학에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학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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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불편하다.

학교가 멀어 차타고 나가는게 힘들다.

24.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교수님의 발음과 말하는 속도가 응하기 어렵다.

교수님이 말을 무 빨리한다.

교수님 발음이 안좋다.

25.기숙사에 심이 안 나와서 싫다.

기숙사 심 안나온다.

기숙사 식당에 심이 안나와서 싫다.

26.술을 무 많이 먹는 학생활에 응이 안된다.

학생들 행사때 술을 무 많이 먹는다.

술 무 많이 먹는 학생활이 어렵다.

27.학교 공공시설의 외국어 설명이 다

28.존 말을 구분하기 어렵다.

높임말 같은 것이 응이 안된다.

존 말을 구분하기 어렵다.

29.음식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음식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한국음식 종류가 어 응되지 않는다.

30.설비가 잘되어 있는 기숙사가 방이 고 학생수용 능력이 떨어진다.

기숙사 인터넷 설비가 잘 안된다.

설비가 잘되어 있는 기숙사가 고 학생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31.기숙사에서 국제 화하기가 불편하다.

32.학교활동 참여자가 거의 한국인이여서 혼자라 외롭다.

학교활동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한국 학생이여서 혼자라서 외롭다.

학교 행사때 아는 친구가 없어 학교생활이 우울하다.

놀러갈 때 국친구가 없어 심심하다.

33.학교 순환버스가 많지 않아 수업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

학교 순환버스가 많지 않아 기숙사에서 정문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다.

학교 셔틀버스가 많지 않아서 수업하러 가는 것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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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교 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 사는 것이 불편하다.

학교가 멀어 교통이 불편하다.

학교의 치가 시내랑 떨어져서 물건 사는 것이 불편하다.

35.낮은 한국어 능력 때문에 시험 수가 노력만큼 안나온다.

한국어 때문에 수업 수가 노력만큼 안나온다.

시험 볼 때 한국어를 몰라 무 힘들다.

시험이 이해가 안간다.

36.일부 교수님들이 외국학생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37.한국학생과 유학생의 장학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장학 제도가 안좋다.

장학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

38.학과 행사때 학교 선배들이 외국학생을 잘 배려하지 않는다.

39.학교에서 지에 많이 가지 않는다.

40.수업 교수님이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수업 때 교수님께 사투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수업때 사투리가 심해서 의사소통이 안된다.

제주도 사투리가 이해 안가서 수업을 모르겠다.

41.유학생은 장학등 이 C 뿐이어서 공부하는데 극 으로 도움이 안된다.

2.7이상 모두 C등 장학생이어서 공부하는데 극 으로 도움이 안된다.

유학생 장학등 이 하나 뿐이라 불공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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