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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 

J 

〈사진제공 : 대오|협력본부〉 

‘국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서울대에도 이미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외국인 학생 13명과으| 인터뷰를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fc~. 

외국인 학생에는 연구원， 언어교육원 학생 퉁이 포함되기노 하지 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생은 정규신입생과교환/방문 

학생을 의미한다. 서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94년에는 

231명에 볼과했던 외국인 학생은 2007년에는 1234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학생의 국적별 분포 현황을 보면 아시아 출신이 74. 2%로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중국(41.6%) ， 몽골 · 대만 · 홍콩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14%) ， 일본(10. 9%)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권 출신 외국인 학생은 영미， 유럽 지역을 

모두 포함해 23.1% 정도이다(원그래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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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m생 국직구성 비율 

줄처 · 서울대흐파 통계연보 

스누버디 등 생활적응 프로그램의 활빌받 운영 

외국인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서울대는다양한 도움을주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 인프로그램으로는 대와협력본부 

에서 운영하는스누버디(SNUBuddy)가있다. 스누벼디에서는한국학생이 1:1로교환학생들의 일상 생활을돕는다. 버디 

들은 공항 픽업부터 시작해서 기숙사 업사 생활용품 장만 외국인 등록증 신청 수강신청 변경 등 외국인 학생의 모든 한국 

적응 과정을도와준다. 외국인 귀빈과관련된 행사를 준비하는학생대시들은매년 ‘서울서바이벌’이라는 정보지를발간 

한다. ‘서울 서바이벌. 은 숙소 선정 통아리 잡여 서울 관광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다룬다. 

타향생활을 하는 외국인학생들이 외롭지 않도록 외국인 학생끼리 만날 수 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았다. 스누버디에서는 

국제읍식축제， Movie Nigh t를 봉해서 외국인 학생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디 . 올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 

한 외국인 자치 학생회 STSA(SNU Tnternational Student Assαiation)에서도 5월에 외국인 학생 체육대회를 열었다. 

체육대회에 참기-한우즈베키스탄출신의김로만(경영학과 1학년)씨는 ‘나와같은 외국인 학생들을만나함께 놀 수 있어서 

좋았다’고말했다. 

또한 한국 문회를 처1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학생대사들이 준비 

하는 ‘I ’ SNV 다. 이 행사에서는 한복입 어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호E국학생과 외국학생이 어울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즈누 

버디 에서는 문화유적지 답사 서울 투어 등의 휠동을 하고 있다. 

작년 스누버디에 참가했었던 멕시코 출신 칼라(경제학부 쿄환학생) 

씨는 스누벼디가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힘께 하며 처음 서울 

대에 적응하고 학교의 정제성을 갖게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업에 대한지원은미비 

외국인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번에 만나본 외국인 학생 13명 중 대부분이 

한국어 강의를 듣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외국인 정규신입생들의 대부분이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엽을 듣지만 

강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 출신의 고붕(전기컴퓨터공학부 1학년)씨는 언어교육원에서 2년 동안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서울대에 입학했다. 그리나 회화 위주의 언어교육원 수업과 달리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하는 대학 강의 시간은 매우 

벅차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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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사죠쩌|공 · 언어교육원〉 

글쓰 71 역사 이튜어l세는 이려운 일이다. 방급리데시 축선 수넷(신기공펙부 3펙년)씨는 .. 핵심피영- 깐엄이 알이듀기노 

힘를3L 내l~-~.~ ，: 많이 식성쩌이 히이 많이 불띤쉽나 ct. M 깐씩 ?댄어괴징을 마λ]3L 전분내용의 i?"~국어로 페~~. ~“-뉴 

갓이 어 i션츄니다’파F 말했다. 

싸시만 이닙-에게 도움을 줍 수 있는 시딴읍 맺시 않다. 시닌 짝기 〈사-회와 언어〉 검-의조괴.를 밑았던 이수시(띤-;II~학괴 

삭샤파젠)조교는수입을 섣는 1긴-수속출신 여젝-샌파‘엉골 출신 남학생을 위째 새벌적으~힌국이 지도룹 해췄다~ 1.려나 

이는 느문 성우-이jL대부분의 성우- 외국인 ‘헥생득은-마무-런노움없이 수엄욕 듀는내.이번에 낸니-븐 l3병의 외곡인혁생뜯 

증 강 915‘)，1.에게 수업에 관한 ~I:.움을-부샌}관 학생4늑 한’J ~I:. 없었다. 

글쓰기상담의 필요성 

고l수팍갑개빌센터 (C1' 1.)께샤뉴 이미 외‘-’ f엔 싹생윌 위한 난:7':/1 싱깜 .111.실 갑 ?--잉?il.:J 1. 았다. 써t-;_;-;싱 !'l나 핵심괴양에 

았이 구제적이기니- 직식적낀 도선윤 수늠 갓은 이-니시민 진둔 교 ‘ 검사와의 싱단플 동-해서 외국인 히생늘·은 표현01나둔볍 

듀 한국。l 급쓰기외-판련원 비괴적 ?:준높은 피육-욕빈-유 안 있마.:~~뱃씨는 llHlfH ~.레 .. I[r-_ 착석으~- 어려용욕섞욕 l매. 

금%기 상남 j，I.1-!음- 이용해서 븐 ~I':-움읍.1꾀안-다‘ 1 ~ 니f했다 

그러냐 ·극쓰기 싱-갚 ‘ilt션’ 에 대깐 외낙인 학생뜯씌 전반 ?<I 인 잔여는 '.'1"] 히다시 힘- 수 있ι .. ‘극!-':71 상삼 샤션’에사 

꾀'.'센 팍생l']' 성-탑당 한 횟수뉴 200fì\약한， 2싹가는 1;)벤 20071,'! I꽉/1에뉴 2R빈에 볼꾀했다 . .1ll수팍습 개넬센ιI!'l 김태헛 

싱'7-1"소교는 .. 싱'7-1" 교실은 외국인 칙-생닐.011게도 열려있고 실저l노 오|국낀 학생갈의 참여릎 늘매기 위해 이내!일윤보내는 등의 

노펙 유 혜μ-있-지민 침여 노가 료~;.<.I 는 땅t:f .;.l.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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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어강의에 대한 시ζ닷} 

오l'":'~ 띤 짝생의 원환한수업 시원을위해 잉에 캉의를늘연야한r.t는 ;1.)적도 있다. 영미권이._t 유패 시‘역 학생십-은 영어 

징의가 디 샅이났으띤 씀겠 [".1고 힌디~ 1.버니- 외국인히-샌늘·의 실t.:H[+수릎 자::<.1 하고 었는 풍국-듀 ‘튜이시이-출신 학생둡~I 

의낀은- 약간 1-)랐다. 중뮤 ·측신 김이 신nH (극이국문희파 1혁년)는 .. 한국에서는- 한국이 상의가 비럼 지파다i 생각딴다"나 

ôô영어 강씩L.~ 새2외국어 강의는 해당되는 나라이l서 강부헤면 될 것‘이라l넨했다. 

~r.깐 영어강씩로 선행'Ò]'네라!!: 이해'ÒI 시 어려꺼 것욕 IJ~.찬까지라j[ 빈-띤 짝생틀ll; 았었마강낙 칠~~!~~ 푸갱n 리(생'~ 

괴학부 1학년)씨는 쿄.수'd QI '갱어 빌음이 억속.<.) 앉아 수‘겁 는기기- 어펙다7. 했r.t. 미샤 출신 다니엘(샤저1 1:1]짝원 괴.흰학생) 

써애 띠-느낀. 부속힌-설벽을 .!....!.싼짜기 위해 교수가 ~6'쉰: 힌국말을 사검·하늠 검우도 있[".1 고 힌디 . 

외국인 학생의 펀차를 고려한 다S훈} 쿄과목 개블h해야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lql. 영이 깎의를이부êl 앉아 호~ I，~하디리-도 결국 힌국이l서 힌국이 깎의는 피한 수 잉、L.I-. 띠-비-서 

영어 강의안깐리 ;1 보다는 외국인학생뜯에거! 쉬운깐국어 강의듭 접하거l 하는 것이 힘_R하내. 

이 때 .i!.려헤이:함 것은 외국인혁생득깐의 펀치-이다. 징규신암생인가_ù!.환혁생인가에 ‘냐èJ 서， _lf:깐 ·낯선지역에 따è.1 

학생틀의 후바에 산력욕 추1).1만멸01 다.:1.행;1 때문에 끼펀에 이루어 지 )'. 있는 외라인 대상 강씩틀- 데 세분회 사/1 0]: 한마뉴 

의견도 았다. QI 궈-인 펙-생윤 1:11싱으도 1:11퍼-.파이블 깅.2 1하고있는 박기영 기초교육원 진91디l쑤짐시는 .. 오|놔인 정듀·신입생윤 

t:H상으 .1，_이부아지고 있는 t.:H회국어얀에서도순수외국인파한국에인 외국‘신 회샌 0~ 차이가 .:..1[.1 ’'J:I .. 순수 외국인 희생는-이 
깐국어의 7]?~부더 다진 :•- 있는 jι잉 과욕읍 안듬 필_f.lA 있다”‘I ~ 만했다. 

학습을 도와주는 1: 1 멘토21 :필요성 

이회 01 :Hof사뉴 이희- 관로빈 파J-;너 십 선정 !EGPP)으로 뜯어온 외국민 학생틀에게 01희이 대생 벤보왜. 1:1 매치틀 사거샤 

힌‘:，~어 굉-부를 도와쑤는 꽉보:1.렉을 운잉 강'01 다 연세 1:11에서도 

힌국 학생늘·이 수업 오1 .(， 1긴。I1 1:1노 외국인 학생능·블 πI.~I간q.서 

공부‘닫 노와주는 ‘하니-튜터링.욕 잔영파jl 있다 .. ~!. 71 성치이 
우수한 학생이 뷰1:.)로 선정되며 뷰더 냉이l 잔;I.BI.면 l학집 01 '?t증 

펀다. 

1: 1벤토 꽉보:1렉은 CéJSe by C(.J파 시:댁)?보 개인.<.)-를 E려힐 

수있이 -한J싹적인 지원 빙‘산이r.j.고볼수 있으나1. 이러헨 프~~L램을 

비붓δ}여 세계 속의 서윷대젝 _ù!.가 놔11 위해서는 ιl욱· 다영-한 

꽉업 지워윌- 위해 밤은 노력괴'.L'’'l'심이 필꺼-헤다고 할 수 있다. 

~)를 이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