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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 국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라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국제질서 

네트워크 상의 위치가 다른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양 국은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 유학생 송출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 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양 국은 유학생을 유치하게 됐고, 세계 

유학생 교류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러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송출국가의 틀에서만 해석하기 어려워졌다. 양 국의 

유학생 유치 진행 배경은 유사한 부분이 있었지만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결과를 얻었고 국제질서에서 다른 위치에 서있게 됐다. 

한국에 비해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유학생을 유치하게 되면서 비교적 

우위를 지니게 됐다. 특히 9ㆍ11 테러 이후 영미권과 호주, 유럽 등의 

전통적 유학생 유치국가로부터 소외된 아프리카 및 중동 출신 유학생이 

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말레이시아는 영미권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체 경로를 

제공하면서 ‘환승국가’ 모델이라는 유일한 역할을 확보했고, 결과적으로 

이슬람권과 서양권 간의 구조적 공백을 좁혀줬다. 한편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집중된 지역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자국을 중심에 둔 

국제이동 패턴을 설계하고 친한파ㆍ지한파 (親韓派ㆍ知韓派)를 육성하는 

중심국가 모델을 갖게 됐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 국은 1990년대에 들어 세계무역기구의 3대 

조약 무역체제에 가입하게 되면서 무역체제의 압력 하에 

고등교육국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무역체제 편입의 여파로 양 국의 

대학은 국제 교육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을 맞닥뜨리게 됐고,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서 유학생을 유치하게 됐다. 이 같은 흐름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인 압력을 느끼면서 가속됐다. 하지만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 국이 일련의 세계적 흐름에 따른 구조적 압력을 동일하게 

받았음에도 상이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무역체제로 인한 압력으로 양 

국의 교육서비스 국제화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 20세기의 전통적인 유학생 유치국처럼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국가 브랜드를 이용한 소프트 파워 전략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이 해당 전략에 대한 인식도 있고 정책에서의 언급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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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말레이시아 또한 교육서비스 제공자라는 국가 이미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결국 양 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유학 인프라 개선 및 유학의 질적 수준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인해 양 국에 차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을 하게 되면 양국이 

국제질서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양국이 갖고 있는 국가모델에서 비롯된 거버넌스 방식이다. 

한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둔 네트워크 구조와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행위자 주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모델을 

지니게 됐고, 말레이시아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네트워크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모델을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다분야 행위자 협력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모델을 지니게 됐다. 

  
주요어 :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거버넌스, 국가모델, 한국, 말레이시아 

학  번 : 2012-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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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교육은 예부터 정치적 수단, 그리고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고전 이집트 때 지배를 당하는 민족을 복종시키려고 교육을 통하여 

통치를 주입 받도록 했다 1 . 그리고 냉전 때 미국과 영국연방은 각각 

풀브라이트장학제도와 콜롬보장학제도를 통하여 제3세계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전파함으로써 공산주의를 막고자 사상전을 펼쳐왔다. 이러한 

소프트파워로서 교육외교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구소련 국가에서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는 모두가 자기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양식 교육모델과 러시아 교육모델, 이슬람 

교육모델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 . 하지만 교육외교와 

유학생 교류는 더 이상 소프트파워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21세기에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으로 인하여 교육외교는 우리가 당연케 여겨왔던 

것과 또 다른 맥락에서 국제정치적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지식이 

세계경제의 원동력인 21세기에는 한 때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여겨졌던 교육이 숙련된 노동력을 육성하는 장치가 되어, 

가속화되는 세계경쟁의 생산과정에 편입되었다 3 . 그만큼 교육은 지식 

변수를 늘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국가 규모에서 경제력, 그리고 그 

이상으로 지식과 연구, 문화 교류 등 영역에서 다방면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권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4. 그리하여 고등교육은 21세기에 

인재육성과 지식생산을 통하여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제정치적 

1 Wilson, Iain. 2014.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and Political Influence.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쪽. 
2  Stetar, Joseph et al. 2010. “Soft Power Strategi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a Globalized System of Higher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Policy, and the Global Competition Phenomenon, ed. Portnoi, 

Laura M. et al. New York: Palgrave Martin: 192쪽. 
3  Ilon, Lynn. 2010. “Higher Education Response to Global Economic 

Dynamics.” In Higher Education, Policy, and the Global Competition 
Phenomenon, ed. Portnoi, Laura M. et al. New York: Palgrave Martin: 17쪽. 

4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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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되었다5. 

이는 지금 현실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바이다.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지 수 십 

년이 넘었다. 유학(留學) 6 이라고 하면 사람은 대부분 머나먼 영어권 

타지에서 말을 더듬으며 온갖 노력 끝에 마침내 대학을 수료해서 학위를 

따는 젊은 20대 한국인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영어권을 향한 

아웃풋으로서 유학생 송출은 오늘도 여전한 현실이지만, 그 동전의 

반면에는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이 또 다른 이야기를 새기고 있다. 한때 

송출만 했다가 어느덧 유학생을 들여보내기 시작하여 새로운 유학생 

목적지로 도약하는 몇 개국의 이야기이다.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배 늘어서 337만 명을 넘는 세계 유학생 인구는 주로 아시아에서 

배출되고 역사적으로 서양열강을 찾아갔었다 7 . 21세기에도 아시아가 

과반수의 유학생을 배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미 그들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방 이외의 신흥 유학생 유치국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무대에 오르고 있는 나라 중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은 두드러진 두뇌유출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있다8. 

5 大塚豊, 他. 2004. "アジア諸国におけ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対応の高等教育改

革戦略に関する比較研究." 科学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B)(1)) 研究成果報告書 

(課題番号14310120). 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開発研究科: i쪽. 
6  현재 교육학 연구에서 유학, 국제고등교육 등 단어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진다. 기술 발달 때문에 교육제공자와 소비자, 제공 방식이 모두 

다양화를 겪어 현재,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국제화한 교육은 많은 

유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국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외국 교육기관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과 해외분교 등 유형의 국제고등교육이 있다. 교육제공자가 국경을 

넘기 때문에 어떤 교육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일종의 유학(Study 

Abroad)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월경교육(cross-border education)이라고 이해하고 유학과 유학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머무를 류(留)에 배울 학(學)의 합성어로 유학은 사전적으로 

외국에 머무르면서 공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유학생은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머무르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에 초ㆍ중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도 포함되나, 이 연구에서 말하는 유학생은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다. 
7 杉村美紀. 2008. "アジアにおける留学生政策と留学生移動." アジア研究 Vol. 54 

No. 4: 14쪽. 
8  Neumayer, Eric & Richard Perkins. 2013. “Geographies of educational 

2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수 십 년 간 자국 학생을 내보내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유학생 송출국 9 으로 알려져 

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학생 송출국가 순위에서 늘 10위권에 

기록될 정도였다10.  

 

 
[표 1-1] 1980~1990년대 유학생 송출국가 상위 10개국 

(出處: 秋庭裕子. 2000. "マレーシアにおける留学形態の多様化と現状." 

信州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 Vol. 1: 88쪽을 필자 번역  수정). 

 

자국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외를 찾아가는 학생이 

많아졌고, 이는 두뇌유출 문제로 이어졌다. 한 마디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식 변수를 놓치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여러 

교육개혁을 실시한 뒤, 두 나라는 유학생을 유치하는 정책을 2000년대 

mobilities: exploring the uneven flows of international students.” 

Geographical Journal Vol. 1 No. 92. 
9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유학생 유치국과 유학생 송출국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학생이 찾아가서 체류하는 외국은 유학생 유치국이고 유학생이 

떠난 자기 모국은 송출국이다. 여기서 중요시 여겨 염두에 둘 점은 송출국과 

유치국이라는 단어는 ‘송출(送出)하는 국가’와 ‘유치(誘致)하는 국가’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국가가 의도적으로 내보내거나 들여보내는 행위를 

취한단다는 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어떤 행동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학생이 떠나는 본국으로서’ 송출국과 ‘학생이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는’ 유치국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같은 

의미에서 ‘유학생 송출국’과 ‘유학생 유치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10 [표 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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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차차 펼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에 유학생 유치에서 놀라운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유학생 

유치 사업을 1983년에 비교적 일찍 시작한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유학생 유치가 약 2.3배 는 데 비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10년 만에 17.4배와 16.4배나 늘었다 11 .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00년대에 세계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연간 유학생 유치 증가율을 보여, 한 때 유학생을 

내보내기만 하면서 두뇌유출로 지식 변수에 손해만 봤던 신분에서 

벗어나 21세기에는 지식 변수를 학생 인풋으로 챙기려는 신흥 유학생 

유치국12으로 등장한 바이다. 

 

 
[표 2-1] 1999~2011년 유학생 유치의 평균 연간 증가율 

(出處: UNESCO Data Centre를 참고로 필자 작성) 

11  UNESCO Data Centre 

http://www.uis.unesco.org/datacentre/pages/default.aspx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12 전통 유학생 송출국과 전통 유학생 유치국,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다. 여기서 

유학생 송출국과 유학생 유치국은 ‘유치국’과 ‘송출국’에 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의미이다. 다만 ‘전통’과 ‘신흥’은 시기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 전통이라고 표현했을 때 1990년대 중반 고등교육국제화와 

교육산업화의 세계적 전환점 이전의 시기를 기리키며, 신흥은 그 이후의 

시기를 가리킨다. 따라서, 전통 유학생 유치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전에 세계적으로 유학생을 많이 들여보내서 세계 교육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한 국가들을 뜻하며, 제국시대 때 이른바 중심부를 차지하던 

영미권 열강과 서구국가,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다. 신흥 유학생 유치국은 

이와 달리 1995년 이후 유학생을 들여보내기 시작하여 시장점유율을 없던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새로 등장한 나라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전통 유학생 

송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전에 세계적으로 유학생을 많이 

내보내는 나라를 뜻한다. 

0.00%

10.00%

2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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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슷한 배경에서 매우 유사한 개방적인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유학생 유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친 결과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결국 각각 국제질서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면서 대조되는 유학생 유치 모델을 보인다. 그 결과적인 겉모습을 

훑어보기만 해도 드러나는 차이가 많다. 말레이시아는 더 다양한 

국가로부터 골고루 유학생을 받으면서, 중국 출신 학생 비중이 줄어들게 

된 데 비하여 한국은 받는 유학생이 지역적으로 더 집중돼 있으며 중국 

출신 유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높았다(아래 

그림 참조)13.  

 

 
[그림 1-1] 한국과 말레이시아로의 유학생 국제이동 

(出處: UNESCO Data Centre를 필자 수정) 

13 UNESCO Data Centre; 교육과학기술부. 2010d.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방안. 서울 (11월 19일): 352쪽. 

5 

 

                                           



 
[그림 1-2]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중국인 유학생 비중 

(出處: UNESCO Data Centre를 참고로 필자 작성) 

 

그리고 송출하는 학생보다 유치하는 학생이 많아진 말레이시아는 

성공적으로 송출국가에서 유치국가로 전환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내보내는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송출국가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 . 이 몇 가지만 봐도,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패턴에 상이한 

모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양국이 같은 시기에 매우 비슷한 교육개혁과 민영화 정책을 

실시했고, 같은 맥락에서 유치활동을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각국의 

모델이 달라진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 송출국가로서 유학생 

유치에 임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양국이 어찌 같은 신흥 유학생 유치국으로서 

유학생 유치 모델을 달리했을까? 이 연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사례로 

견줘 보면서 그들이 달리하는 모델의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의 핵심적인 물음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연구설계와 

국제정치학적 관점과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그 

14 UNESCO Data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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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프레임워크를 찾아서 빌려올 수 없을 정도로 기존에 실시된 연구 

중 이 연구가 삼은 핵심적인 물음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다. 신흥 유학생 

유치국에 대한 연구 작업이 있으나 그 폭과 깊이는 한정적이고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도는 편협한 시각이 대부분이다. 

우선, 신흥 유학생 유치국의 유학생 교류를 바라보는 선행연구가 

있다. 이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국가와 권력 등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논의가 결핍돼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국가로의 학생 이동에 주안점을 둔 이 

선행연구는 이래 다루어지지 않던 현상을 인터뷰와 통계 등 일차적인 

정보를 정리하여 주기 때문에 나름 선구적이고 훌륭하다. 뉴마이어와 

퍼킨스(Neumayer & Perkins), 그리고 일본 학자 스기무라 

미키(杉村美紀)가 많은 자료를 모아서 21세기의 새로운 학생 국제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현상을 조명해 주고 있다 15 .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과 한국의 유학생 유치를 비교하고, 유학생 유치 사업 정책을 

평가하고, 일본의 해외 위상과 연결한 후속연구가 있다16.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학자도 21세기 유학생의 국제교류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17 . 고등교육 국제화의 일환으로서 한국 유치 정책을 

단일사례로 분석하거나 일본과 중국, 미국 등과 비교해서 정책학적으로 

접근하는 작업도 있고 18 ,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한국행 유학생 

15  杉村美紀. 2008. 10-25쪽; 杉村美紀. 2010. 

"高等教育の国際化と留学生移動の変容―マレーシアにおける留学生移動のトラ

ンジット化―." 上智大学教育学論集 Vol. 44: 37-50쪽; Neumayer, Eric & 

Richard Perkins. 2013. 
16 藤山一郎. 2008. "日本の高等教育政策と東アジア地域構想." 立命館国際地域研

究, Vol. 28: 131-150쪽; 太田浩. 2010. "韓国における留学生政策の発展とその

課題." 移民政策研究 Vol. 2 No. 2: 20-39쪽; 平井照水. 2010. "第3章 東アジア

地域連携と人材育成戦略 国家戦略としての留学生交流," 伊藤元重, 外(編), 

『2010年 NIRA硏究報告書: 東アジアの地域連携を強化する』. 東京: NIRA総

合研究開発機構를 참조. 
17  안영진. 2008. “세계의 유학생 동향과 국제적 이동 특성.” 지리학연구 Vol. 

42 No. 2: 223-236쪽; 안영진과 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 11 

No. 3: 476-491쪽; Byun, Kiyong & Minjung Kim. 2011. “Shifting Patterns 

of Government’s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15: 467-

486쪽;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18 Byun & Kim. 2011. 467-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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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동을 보고 주한유학의 국제적 맥락을 밝히는 작업도 있다19. 한국 

유학생 유치 정책의 외교적 가치에 대한 실마리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 등장하기 시작한 원인에 

대해서 국제정치학적 설명을 제공할 정도는 못 된다. 21세기의 새로운 

유학생 교류 패턴에 대한 선형연구는 국가가 국제질서 속에서 가진 

위치와 권력을 보는 경우가 없는 것은커녕,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정치학적 이론틀이 아예 결여돼 있으며 국가와 권력에 

대한 담론이 없다. 이 때문에 어떤 이론적 의의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 묻듯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 국가별로 상이한 모델을 보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찾아보면, 교육을 통하여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 갖는 학자와 공무원이 많은 만큼 국제정치학적 관점으로 

실시된 선행연구기 있다. 하지만 그 관점은 주로 자유주의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어 유학생 유치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으며, 소프트파워에 대한 

논의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유력했던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자유주의는 국가행위자 이외에 비국가행위자를 인정하며, 유학생 

교류를 물질적 자원의 교류로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교류가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전파, 우호감(友好感) 유발 등으로 국가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도 주목한다. 국가행위자 이외에 여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자유주의는 유학생 교류를 소프트파워를 행사하는 

도구로서 이해한다.  

자유주의 관점을 가진 선행연구는 자연스레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영미권이나 서방 국가들이 전통적 유학생 유치국으로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어떻게 만들고 증진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프트파워를 처음 고안한 조셉 나이(Joseph Nye)도 유학생 유치가 

외국 엘리트층에 가치관과 이념, 규범을 전파할 수 있다며, 소프트파워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20. 나이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단일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학자도 있고 21 ,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와 

19 안영진. 2008. 223-236쪽. 
20 Nye, Joseph. 2005. “Soft Power and Higher Education.” Forum for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1월 1일): 33-60쪽. 
21  Atkinson, Carol. 2014. Military Soft Power: Public Diplomacy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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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학생 유치를 교육외교로 활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룬 페이레(Peyré)의 비교연구도 있다 22 . 

페이레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교육교류의 외교적 장치를 밝혀 주고 

이론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구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 형성ㆍ강화와 

연결해서 유학생 교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자유주의적인 소프트파워 논의는 국가와 권력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유학생 교류를 바라보기 때문에 유학생 교류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담론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발판이니만큼 여기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선행연구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보한 미국과 

기타 서양열강을 위주로 만든 이론이다. 그래서인지 소프트파워로서 

유학생 교류를 연구하는 위 선행연구는 사례선정에 있어서 구미권과 

영미권에 대한 편중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사례들은 주로 냉전, 혹은 

훨씬 그 전부터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새로운 환경 속의 유학생 교류를 간과하고 있다. 21세기 

고등교육 교류는 지식기반경제 맥락에서 국제무역산업이면서도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기도 한데, 냉전 맥락의 소프트파워 이론은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이론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흥 

유학생 유치국 등장과 국가적 위치의 편차를 위와 같이 소프트파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행연구는 설명할 수 없고 이 연구는 그 결점을 

밝히고 사례선정과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Military Educational Exchanges. Plymouth: Rowman & Littlefield; 

Trilokekar, Roopa Desai. 2010. “International education as soft power? The 

contributions and challenges of Canadian foreign policy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Vol. 59: 131-

147쪽; Byrne, Caitlin & Rebecca Hall. 2011. “Australia’s International 

Education as Public Diplomacy: Soft Power Potential.” Clingendael 
Discussion Papers in Diplomacy, 212-27쪽. 

22  Peyré, Olivier. 2013. La contribution des programmes d’échanges 

académiques à l’ambition internationale des États-Unis d’Amérique et de 

l’Union Européenne: Une analyse comparée. Ph.D. Dissertation, Université 

de Toulouse 1. 

9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라는 노드 발상의 관점을 넘어서서 

국가가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위치에 따른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앞서 상술한, 소프트파워 논의에 그치는 자유주의 

관점을 가진 선행연구의 결점을 조금씩 메워준다. 교육허브 구축으로서 

유학생 교류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고등교육이 국제무역에 포함된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된 이후, 고등교육시장이 겪은 변화가 컸고 유학생 

교류가 더 이상 국가와 국가 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립부문에 편입돼서 

복합적인 새로운 인프라를 갖게 되었다. 교육학자와 정책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새로운 인프라는 바로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지식기반경제에서 잘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교육허브와 그 다양한 

형태들이다. 교육허브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가 많고 

체계적으로 교육허브 유형분류를 정리한 나이트(Knight)의 연구는 

특별히 유용하다 23 . 그리고 나이트와 함께 목과 카(Mok & Kar)가 

말레이시아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교육허브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다24.  

21세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립부문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국가의 거버넌스 패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선행연구는 21세기의 유학생 교류가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권력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단서를 제공한다. 그만큼 

23 Knight, Jane & Jack Lee. 2014.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ducation 

Hubs," in Jane Knight (ed.), International Education Hubs. Dordrecht: 

Springer. 
24 Altbach, Philip G. & Jane Knight. 2007.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Motiv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11: 290-305쪽; Knight, Jane. 2011. "Education hubs: a fad, 

a brand, an innov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15 No. 3: 221-240쪽; Knight, Jane. 2014. International Education Hubs. 

Dordrecht: Springer; Mok, Ka Mo. 2007. “Questing for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ies in Asia: Critical Reflecetion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11: 433-454쪽; Mok, Ka Ho & Kar Ming Yu. 

2014. "Introduction - the quest for regional hub status and 

trans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Challenges for managing human 

capital in East Asia," in Mok & Yu (eds.),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East Asia: Trends of student mobility and impact on education 
governance. New York: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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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도움되는 선행연구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해서 권력에 대한 

논의를 더 깊이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허브로서 유학생 교류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국가적 

차원을 논할 때 국내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의 경쟁력을 

얼핏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육허브를 통해서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신흥 

유학생 유치국 등장에 대해서 각국이 국제질서에서 갖는 위치와 권력에 

편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선행연구는 이렇게 신흥 유학생 유치국의 유학생 교류, 

소프트파워로서 유학생 교류, 교육허브 구축으로서 유학생 교류라는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연구작업으로서 

각각 장점이 있으나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부족한 

점이 또한 많다. 사례선정에 구미권과 영어권에 대한 편파가 있다는 점,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합한 권력관(權力觀)과 국제정치학적 

분석틀이 미흡하거나 아예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 어찌 상이한 모델을 보이게 

되었는가라는 이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새로운 국제정치학적 관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가 무엇일까? 

국제정치학이론을 보면 가장 흔히 받아들여지고 자주 사용된 분석틀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3 가지 이론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복합적인 현상으로서 유학을 이 기존 

국제정치학이론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보다 

더 포괄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복합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시각을 설정한다.  

주류 국제정치학이론 3대 축을 구성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국가행위자에 중점을 두고 노드적인 발상에 머물러서 

유학처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현상을 다루는 데에 어느 정도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연구의 관점은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치를 살펴 세력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국제정치학이론의 기본가정을 담으면서도 폭을 넓혀서 세계정치를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겠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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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계에서는 회자되는 말로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있다. 

세계정치를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복합 

네트워크 이론은 주류 국제정치학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본가정을 내세우면서 분석단위를 단순히 행위자에 맞추고 말지 

않고, 행위자에다가 구조와 과정에 주목한다. 다음과 같은 3 가지 

이론으로 구성된 이 시각은 물론 자기만의 한계가 있겠으나, 유학처럼 

세계정치의 일부이지만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서 주류 

국제정치학이론으로는 다루기에 매우 어려운 현상을 접할 때는 유용한 

프레임워크이다.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첫 구성이론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네트워크로 이해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조직 이론(Network 

Organization Theory)이다. 이 시각은 행위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거나, 일종의 조직으로서 구성하는 한 행위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기존보다 더 꼼꼼하게 시행할 수 있게 해 주고, 

권력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복수의 노드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행위자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그 행위자가 

보유하는 권력은 자기 속성이라기보다는 내부의 네트워크, 즉 행위자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집합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보며 이를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부른다 25 . 유학 세계정치에 적용해 보면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시각은 단순한 개념의 행위자를 해체하고, 파고들어 내부를 

네트워크로 보기 때문에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행위자든 

사립대학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든, 그 행정적인 조직의 구성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논리를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네트워크 조직 이론을 가지고 국가행위자로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를 네트워크로 접근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발전을 꾀하는 

정부기관과 교육부, 총리실, 관광청, 공립고등교육기관 등 국가를 

구성하는 노드가 배치된 것을 봐서 그림을 그려 놓고 행위자로서 국가를 

형성하는 그 행정적 네트워크가 만드는 권력추구 모델을 분석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조직 이론은 원래 

행정학에서만 다루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 

25 하영선과 김상배. 2010: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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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구성이론 중에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로 

보는 소셜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도 있다26. 노드들이 

연결되어 구성하는 집합으로서 네트워크가 행위자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노드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며, 그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일종의 구조로서 행위자의 행위능력과 

주체적 행동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27 . 이 시각으로 봤을 때는 

행위자의 행동이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직 독립적인 주체의 

결과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독립적인 

행위능력보다 그 상호의존적인 이면에 중점을 두며, 그것은 

네트워크로부터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으로 이해한다 28 .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유학 세계정치에 적용하면, 네트워크 구조가 행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전제가 된다고 보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행위자보다 

전체적으로 학생을 교류하는 세계적인 맥락, 혹은 그 '판'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 시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보면 전세계적 유학생 교류에 

있어서 각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세계적 규모의 네트워크가 

만드는 기회와 제약을 분석하며, 행위자와 구조적 요인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구성이론 중 마지막 진영은 

네트워크를 과정으로 보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이다 29 . 이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프레임워크는 행위능력과 

구조, 행위자와 네트워크 등은 구별이 불가능하며 이들의 결합체가 

연구대상이 기본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0. 여기서 짚어서 강조할 

점은 행위능력이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의사를 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 혹은 행위능력 그 자체가 

과정적이라는 점이다. 그 행위자 겸 구조로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행위능력을 갖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묻는다. 이러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으로 유학 세계정치를 접근할 때 가능한 

모든 행위자, 모든 구조의 모든 구석을 포함해서 유학 세계정치를 위한 

26 김상배. 2014: 61쪽. 
27 김상배. 2014: 71쪽. 
28 김상배. 2014: 72쪽. 
29 김상배. 2014: 61쪽. 
30 김상배. 2014: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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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다. 

첫째, 네트워크 설계를 본다. 어떻게 보면 행위자가 만들려고 하는 

네트워크 구상을 말한다. 둘째, 네트워크를 실천하는 과정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실재로 옮기는 노드소집을 분석한다. 셋째, 

구조적인 차원에서 노드들이 구성하는 복수의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그런 네트워크들 간의 관계, 혹은 관계의 부재를 보며 노드 간의 단절과 

통합도가 변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다. 유학 세계정치의 경우에는 이 

3가지 네트워크 이론은 유학생 교류를 주도하는 행위자의 전략구상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모으는 노드를 분석하여 유학생 교류 과정에서 

네트워크 간의 관계와 노드의 위치가 변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조직 이론, 사회 네트워크 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주류 국제정치학이론과 다른 각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현상의 모습을 새로 밝힐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고 봤다. 그런데 이 이론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것은 

분명히 나머지 네트워크 이론의 장점을 잃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를 세계정치 

현상으로서 접근하기 위하여 3가지를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복합 

네트워크 이론을 설정한다. 

이 복합 네트워크 이론은 곧 각 구성이론을 모두 적용해 본다는 

뜻으로, 사례에서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조와 행위자, 과정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무정부질서에서 

국가행위자가 자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위하여 자원권력을 추구한다고 

주류 국제정치학이론이 제공하는 기본가정과 달리, 복합 네트워크 

이론은 다른 기본가정을 하여 유학 세계정치를 밝힐 수 있다. 그것은 

복수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복합 네트워크 환경에 네트워크 국가와 

질서를 잇는 네트워크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31 . 복합 네트워크 이론이 

제공하는 방법론과 폭넓은 연구범위 덕분에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펼치고 있는 유학생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00년대에 

등장한 신흥 유학생 유치국을 볼 때 권력을 노드, 혹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만 이해하지 않고 더 폭넓은 접근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31 하영선과 김상배. 2010: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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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이러한 시각으로 다루면서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위, 그리고 과정적인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제3절 연구 설계 

 

1) 분석틀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신흥 유학생 유치국로서 어찌 서로 상이한 

모델을 취하게 되었는가라는 이 연구의 핵심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을 

탐색하기 위하여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으로 세계화 압력론, 매력 

전략론,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론이라는 3가지 가설에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비춰보고 견줘 보도록 한다.  

첫째, 구조적 압력 가설이다. 공간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정치에서도 행위자가 외부적인 상황, 

혹은 환경의 제약과 기회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정해진 공간처럼, 이에 따라 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한계가 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때가 있다. 전 

대통령 행정권이 남겨준 제도와 정책이 있는데 신임 대통령은 그 속에서 

자기가 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정치는 남이 하다가 중간에 

관둬서 내가 대신하게 된 서양바둑과도 같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시작한 일로 환경이 변했고 나는 그 환경, 혹은 구조 속에서 게임으로 

계속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곧 정치의 구조적인 측면을 말해 준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를 볼 때도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경제가 통합되면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체제는 GATT와 

GATS협정에 의하여 수많은 부문을 자유화시키는 표준을 내세웠다. 이 

시점부터 고등교육도 서비스산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체제에 참여하는 가맹국은 모두 체제의 혜택을 계속 누리려면 

조약에 명시된 고등교육부문을 자유화시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인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고등교육 시장을 

개혁ㆍ개방하면서 연장선상 자연스럽게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는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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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세계경제로부터 생긴 세계표준의 

구조적 압력 때문에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가해진 구조적 압력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서로 다른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가설을 성립할 수 

있다. 

둘째, 매력전략 가설이다. 유학생이 타국에서 머무르면서 현지인과 

교제를 한다. 현지인의 말도 배우고 문화도 습득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교제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거나 유학을 

하다가 취업하거나 국적을 취득하는 등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혜택을 

본다면 유학 체류국가에 대해서 우호감을 가질 수가 있으며, 우호감, 

혹은 동질감은 유학생 개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한 

사람에 그치는 일이라면 크게 관심 가질 만하지 않겠지만, 유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 중에 인재가 돼서 훗날에 유학 체류국가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 규범 등을 전파하거나 그 나라에 

유리한 경제관계, 혹은 정치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도 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전통적 유학생 유치국은 냉전 시기부터 

시작한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국의 이른바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거나 매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프트파워의 고안자 조셉 

나이에 따르면 유학생을 국내에 유치하면 해외 지도계층에 자국 규범과 

이념, 가치관 등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유학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소프트파워 증진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내세운다32. 영미권과 유럽 

사례를 이렇게 보는 기존연구도 있고 33 . 실제로 이 전략을 실행한 

대표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풀브라이트(Fulbright), 독일의 

다아드(DAAD: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영국연방의 마샬 장학금(Marshall Scholarship)과 로즈 장학금(Rhodes 

Scholarship) 콜롬보계획(Colombo Plan) 장학금 등 정부 주도의 

유학생 교류와 유치 사업을 꼽는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신흥 유학생 

유치국인 한국과 말레이시아도 자국 매력을 강화하고자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매력 증진 전략의 목표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 매력전략으로서 유학생 

32 Nye. 2005: 33-60쪽. 
33 Atkinson. 2010; Atkinson. 2014; Peyr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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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이 매력 강화 전략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서로 다른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가설을 

도출한다. 

셋째, 국가모델론이다. 국가행위자가 자원을 동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기타 행위자와의 협력, 한 네트워크에서 조직 및 집단과의 

상호적인 건설적 행위 등 움직임들이 요구된다. 이렇게 구조, 혹은 제도 

및 협력을 통하여 자원을 할당하고 집단적 행위자를 주도하면서 자기 

목적을 지향하는 이 과정은 거버넌스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협력이 가능한 행위자의 수, 관계의 수준, 신뢰, 합의, 그리고 

역할 분담의 효율성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각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방식이 섬세한 질적인 차이점에 따라 사례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거버넌스 방식은 유학생 유치 분야만 말해 

주지 않고 국가모델을 반영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속 행위자의 배치, 그 네트워크의 작동방식,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국제질서 맥락에서 과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는 모두 거버넌스 

방식으로 표현되는 국가모델을 반영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그 

국가모델이 애초에 다른 양상이라면 유학생 유치 모델도 자연스레 

달라지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신흥 유학생 

유치국은 국가모델과 그것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에 따라 신흥 

유학생 유치국은 유학생 유치의 모델과 양상이 이루어지며, 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모델의 차이점 때문에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이 달라지고 유학생 유치 모델이 결국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위와 같은 가설을 검토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활용한다.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으로 

고등교육을 통한 외교나 국가의 권력을 바라보는 연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적게나마 있는, 교육외교와 소프트파워에 대한 국제정치학 

연구에다가 교육학, 지리학, 정책학 등 분야에서까지 2차자료를 

활용한다. 이 자료가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으로 본 유학생 유치 및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사례에 대해서 결론적인 분석이나 튼튼한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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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않아도, 이 연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자는 정보가 이 연구의 주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말레이시아 

공무원과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다34. 

 

3) 논문 구성 

 

이 연구에서 위와 같은 가설에 대한 분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교류 배경을 제2장에서 익힌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측면을 밝히고자 세계화 압력론을 검토한다. 

구조적인 압력으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체제와 세계표준, 그리고 이 

표준의 수용으로서 유학새 유치를 살펴보면서 외부 압력으로 인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를 시작하고, 그런 압력의 상이성으로 

인해 결과에 편차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매력 전략론을 

들여다본다. 유학 경험의 질적 보장과 여론주도자 모델, 지도계층 

관계구축 모델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소프트파워 장치를 통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를 추구했는지, 그런 요소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를 분석한 

뒤, 제5장에서는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으로 양국에 대해 유학생 

유치 모델을 구조, 행위, 과정의 측면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국가모델로 결정되는지를 검토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구성과 설계를 살펴본 

다음에 이를 활용하는 각국의 과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과 국가모델의 차이로 인한 결과를 검토한다. 이어서 

제6장에서는 앞서 다룬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 연구의 의의를 

논하며 결론을 내린다. 

  

34 로스민 삔티 아민(Rosmin binti Amin). 2008. 필자와의 면담 인터뷰.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고등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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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계표준의 구조적 압력과 유학생 유치 
 

이 연구에서는 권력의 관점에서 21세기의 유학생 교류를 다루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 서로 다른 유학생 유치 

양상을 띠게 되는 이화(異化)의 외교적 함의를 묻는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행위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행위자로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유학생 유치도 이런 전략적 결정과정의 

결과일 가능성은 없지 않다. 하지만 공간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하듯이, 행위자가 택할 수 있는 행위는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거기서 영향을 받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자국이 맞서고 있는 환경, 혹은 구조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이성적 판단이나 전략적 움직임과 상관없이 유학생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으니 신흥 유학생 유치국으로서 등장했을 수도 

있다.  

구조적 압력에 의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에 나서게 

되었을 가능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냉전 시기에 새로운 세계경제 

체제가 교육서비스의 산업화를 세계표준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가설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 때 분리되어 있던 경제권들이 

통합되면서 세계무역기구의 국제 무역체제가 출범했다. 이 체제는 3가지 

조약에 따라 국제무역을 자유화시키는 것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삼고, 

세계만국이 모두가 이 체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조약에서 명시된 조건을 

받아들여서 실천해야만 참여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리고 무역관계가 

자유화되면서 참여하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로워지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곳은 체제에서 배제되고 결국 경제적 손해를 본다. 

세계무역기구 국제무역체제는 교육서비스의 자유화까지 요구한 관계로, 

1995년부터 기구에 가맹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필수적으로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신흥 유학생 유치국으로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왜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논리,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로부터 생긴 세계표준의 구조적 

압력 때문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었다는 가설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적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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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 전의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던 유학생 교류 배경을 살펴 

본 다음에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교육 산업화 및 1997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표준으로서 구조적 압력을 들여다보고 양국이 이 

표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제1절 유학생 교류의 배경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를 21세기에 접어들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와 그 결과를 다루기 앞서 거기에 이르기 이전의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전에 양국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왜 그 전에 

유학생을 유치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요구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초국가적인 현상으로서 유학생 교류가 역사적으로 

세계질서에서 갖고 있던 맥락을 살펴본 다음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교류의 배경을 들여다보자. 

유학생 교류, 혹은 유학 그 자체의 배경을 보면 상당히 긴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기관이든 공동체든 고등교육이 형성될 때부터 그곳을 

찾으려고 국경을 넘는 학생의 국제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그 역사를 전부는 다룰 수 없지만 흐름을 살펴봐서 거시적인 

패턴은 파악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21세기 유학의 맥락,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 다른 나라 출신의 학생을 

적극적으로 자국에 들여보내기 시작한 환경, 혹은 구조적인 맥락을 알 

수 있다. 

유학은 앞서 언급했듯이 고등교육과 배경을 함께 한다. 고등교육 

기관, 혹은 학문 공동체가 생겨나야만 교육을 받으려고 자기 모국을 

떠나 타지를 찾아가는 국제이동이 발생하기 대문이다. 유럽과 동아시아 

등 지역마다 고등교육기관과 학문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이를 모두 살펴보려면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통분모는 어느 순간 그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와 연관이 

지어지면서 공공(共公) 시설이 될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35. 즉, 국가가 

다스리는 영토 이내의 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35 안영진. 2008: 223-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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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동시에 국가가 활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 용도,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유학을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피지배국 엘리트 학생들이 지배국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시스템에서 지배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제국시대이다. 행정과 경제, 

정치에 있어서 노하우를 나눔으로써 피지배국 엘리트로 하여금 지배국은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피지배국 국가운영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배국ㆍ피지배국 사회통합을 뒷받침하며, 중심부와 주변부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36.  

둘째, 2차 세계 대전을 전환점으로 제국시대의 논리를 이어받아 

계승하는 시기인 냉전 시기이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전국시대와 비슷한 외교적 목적이 있었다. 피지배국 대신 

협력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자국의 가치관을 

해외, 특히 제3세계로 전파하는 것이 당시 유학의 용도였다37.  

셋째, 오늘날의 세계경제 시기이다. 유학생 유치와 교육교류 사업은 

세계를 가르는 이념의 담이 무너지고,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기존의 외교적 목적이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측면의 그림자 속으로 덮여지기는 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도 교육사업을 벌이는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학생 

국제이동을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교육사업을 통하여 

국익에 중요한 지역과의 관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38 . 이렇게 유학생 

유치를 포함한 교육교류 사업은 현재 경제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교적인 가치를 살리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가가 특정한 외국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과 장학제도 등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적일 수밖에 

없는 교육사업을 국익에 부합되게끔 국제관계에 맞춰가는 식이다. 

그리고 제국시대와 냉전시기의 학생 국제이동 구조와 달리, 세계경제 

시기에는 국가 간의 지배-피지배 논리를 벗어난 국제이동 패턴을 

일으키고 있다39.  

36 Peyré. 2013: 27쪽. 
37 Peyré. 2013: 27쪽. 
38 Peyré. 2013: 27쪽. 
39  탈냉전 이후 유학생 국제 이동이 활발해진 것만 아니라, 주변부에서 

중심부로의 수직적 패턴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새로운 이동 패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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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학생 교류의 배경을 시기별로 나눠 봤다. 이 3가지 중, 

이 연구는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 등장한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등장 이전에 유학생을 유치하기 전의 모습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장 이전의 시기에도 관심을 갖지만 말이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들여보내게 된 세 번째 시기로서 

세계경제 시기, 그리고 아직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던 두 번째 

시기로서 냉전기를 살펴보자. 

한국 유학생 교류는 교육제도와 배경을 함께 한다. 한국 교육제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올라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균관대학교부터 배제대학교,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사립고등교육기관은 모두 조선시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반도에서 

학생들이 타지를 찾아가는 유학생 송출의 역사는 그만큼 길다고 봐도 

되겠다. 신라시대 때 당(唐)나라로 건너가서 학문을 닦아 시성(詩聖)이 

된 최치원도 있었고, 한말기에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제자가 되고 훗날 미국에서까지 짧게나마 머무르면서 배운 바를 

서유견문에 담아 쓴 유길준도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유학했던 

이광수도 있었다. 이 송출의 역사를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까지 훌륭하게 

한국의 지식사회에 기여한 유학생 교류의 배경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학생 유치는 이만큼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유학생 유치는 크게 봤을 때 6ㆍ25 이후 냉전시기에 시작되었다. 

한국의 첫 유학생 유치 사업 중에 정부초청장학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정부초청장학 사업은 친한파(親韓派)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말로 서술되지만40, 시작될 때는 

국립국제교육원 연혁에 따르면 재일동포와 입양인을 위한 사업이었기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구성된 중심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환적 

교류(북에서 북으로)는 세계 유학생 수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중심부와 반중심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교류(남에서 

남으로)는 18.3%에 달한다. 나머지 56%는 전통적인 수직적 유학 패턴으로서 

남에서 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우 적게나마 세계 유학생 전체의 약 

1%는 흥미롭게도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平井照水. 

2010; Neumayer & Perkins. 2013; 杉村美紀. 2010: 37-50쪽. 
40 오정은. 2014.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실태 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4–03. IOM이민정책연구원. 

대한민국. 고양시: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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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41 한국유학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성을 보장해 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 해석일 것이다. 물론, 이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일종의 사상적인 경쟁을 벌이면서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이북보다 자국의 입장을 내세워야 되는 냉전 시기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겠지만, 1980년대 후반에 냉전 시기가 

끝나가면서 세계경제 시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적인 

유학생 유치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에서 큰 변화의 

시기였다. 교육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화 이전에 유학은 

인맥과 자본을 가진 지도계층에게 한정돼 있는 특혜였다. 자격시험과 

같은 규정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누가 해외에 유학을 나갈 수 있는지를 

통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1988년부터는 송출 유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재력이 되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비로 유학을 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42 . 그 결과, 말레이시아처럼 고도 경제성장 끝에 

교육수요가 증가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송출하는 국가 

순위에서 10위권에 꼽히게 되었다 43 . 교육수요 증가는 한국인이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3배나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44. 물론, 이 수요가 송출 유학에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유학수지 적자와 두뇌유출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를 겪게 되었다. 

1999년만 해도 유학수지적자가 약 8,66만 달러였고 45 ,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일 년에 약 40억 달러까지 커져 있는 

상태이다46. 

하여간, 경제적인 손해의 압력을 느끼는 동시에 수요가 계속 늘고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에 한국 정부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에 힘을 기울였다.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교육개혁위원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내세우고 이듬해에 위원회가 

41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42 長島万里子. 2011. "韓国の留学生政策とその変遷." 留学交流, Vol. 4: 2쪽. 
43 秋庭裕子. 2000: 88쪽. 
44 大塚豊, 他. 2004: 4쪽. 
45 太田浩. 2010: 24쪽. 
46 강현우. 2008.“부실 지방대, 中 유학생으로 연명.” 한국경제 (9월 8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0799151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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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되었다 47 . 첫 움직임을 보이자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이 민영화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교육의 상품화가 더더욱 부각되었다48. 그 흐름을 받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교육부문 자유화, 특히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에 대하여 

거부감이 강한 한국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교육개방에 임했다 49 . 

1996년엔 한국 교육시장을 제한적으로 외국교육기관에게 개방했고, 

1997년부터 한국과 해외대학 간의 교육과정 개발을 계획했다50.  

그런데 1997년 금융위기는 한국 고등교육 개혁에게 설상가상이었다. 

이미 어느 커지고 있던 유학생수지와 두뇌유출 문제가 화폐절하로 더욱 

조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화폐절하 때문에 해외 유학이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정부에게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일종의 기회였다. 그래서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51. 국내 

대학에 투자를 하려고 ‘두뇌한국 21세기 사업’, 혹은 BK21이라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9년부터 5년 간 1조4000억원을 서울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다가 타대학의 반발로 7년 계획을 확대해서 공모전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지방대학 육성, 

특정분야 육성에다가 69개 개별적인 교육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52 . 매우 큰 정책 패키지였는데 그 핵심적인 목적은 해외 대학을 

벤치마킹해서 연구수준을 끌어올리고 대학 실적을 개선하는 데에 

있었다53.  

BK21에 이어서 한국은 어느 정도로 국제화된 대학에 유학생을 

대폭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2004년 연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Study Korea 프로젝트’가 마련됐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54 . 정책의 

47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48 Byun & Kim. 2011: 469쪽. 
49 大塚豊, 他. 2004: 15쪽. 
50 Byun & Kim. 2011: 470쪽. 
51 Byun & Kim. 2011.: 470쪽. 
52 大塚豊, 他. 2004: 6쪽. 
53 大塚豊, 他. 2004: 7쪽. 
54 송영관과 양주영. 2009.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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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막연하게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이었으나 구체적으로는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는 데에 있었다. 5만 명 

목표를 2007년에 일찍 달성해 양적으로 아주 성공적이었다 55 . 그래서 

2008년 8월 4일에 ‘Study Korea 프로젝트’가 수정돼 발전 방안이 

발표될 때 유학생 유치 목표를 2012년까지 10만명으로 늘렸다 56 . 

그런데 이 목표도 역시 2010년에 일찍 달성됐다57. 전체적 국내 유학생 

수와 함께 ‘Study Korea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정부초청장학생사업에서도 규모가 지속 확대됐다. 1967년부터 

전통적으로 연 100명만 가져오는 정부초청장학은 2008년부터 연 

400~600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58. 2008년에 발표된 정책 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이 규모를 2012년부터 3000명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었다59. 

결국에는 정부초청장학생사업을 포함한 ‘Study Korea 

프로그램’은 2004년 추진계획이든, 2008년 추진계획이든,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두어서 무엇보다 그의 양적 확대를 꾀하고 있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집된 유학비자 발급 통계를 볼 때 

결국에는 ‘Study Korea 프로그램’의 양적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아래 [그림 2-1]를 참고하면, 2004년에 ‘Study Korea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이후 국내 유학생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내 유학생의 인구 증가는 사업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2000년에 10 대 1이었던 해외 

 국내 유학 비율은 2011년을 기준으로 3:1로 줄어들었으며, 이 만큼 

활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2): 33쪽. 
55 법무부. 2007. 통계연보. 
56 이경희. 2008. “외국인 유학생 매년 10만명 유치.” 세계일보 (8월 5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8/08/04/20080804002604.html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57 법무부. 2010. 통계연보 
58 교육과학기술부. 2012a. "2020년까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보도자료 (10월 29일). 
59 정태용. 2008. “특정국 출신 편중 심한데… 외국인 유학생 4년내 2배로?” 

한국경제 (8월 5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08080

400481&nid=910&sid=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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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학이 유학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에 효과를 발휘했다60. 

 

 
[그림 2-1] 주한 유학생 수 

(出處: 법무부 1996~2011년 통계연보를 참고로 필자 작성)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유학생 교류가 말레이시아 고등교육 

시스템과 배경을 함께 한다. 교육제가 형성되는 1957년 독립 이전의 

영국 식민지 때부터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주제 상, 말레이시아의 교육제도 발전과 

고등교육교류 배경을 볼 때 식민지 시기를 제외하고 냉전 시기와 

세계경제 시기에 해당되는 1957년 독립 이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 두 시기를 크게 4가지로 또 다시 나눠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볼 때 유학생 교류가 사분기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경제개발을 위하여 거시적으로 설계해서 가이드라인을 삼는 

신경졔계획(DEB: Dasar Ekonomi Baru)과 거의 맞물린다.  

첫째, 1957년부터 1970년까지 탈제국적(post-colonial) 국가건설 

정책으로서 제1차 국가경제계획 시기이고, 다음으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국내 종족 갈등 해소와 불균형 재조정을 초점으로 삼은 

제2차 국가경제계획 시기가 있다. 3번째,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신자유주의 대두에 따른 민영화 시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대가 있다. 말레이시아 교육제도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 

시기구분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틀에 

60 강현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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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다소 의견이 비슷하다 61 . 이 4가지 시기를 특징에 따라 명명한 

학자도 있다. 1957~1970년까지 탈제국적 국가건설 시기 때는 

교육제도가 '엘리트층 교육제도'라고 명명하고, 1970~1990년은 

'종족선별 교육제도'라고 부르며, 3번째 시기로서 1990년대를 '교육산업 

시기'라고 하고, 마지막 2000년대 이후의 교육제도를 '세계경쟁 

교육제도'라고 한다62.  

첫째 시기는 어떻게 보면 탈제국 시기로서 식민지 해방 이후 

재건설에 임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육제도와 국제교류에 있어서 영국 

식민지 잔여를 고쳐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봐도 된다. 이때보다 

말레이시아 고등교육교류에 영향을 미친 것은 1969년 종족 폭동 이후 

1970년부터 뿌미푸트라(bumiputera)라는 토종 말레이계에게 

특별대우를 하는 종족 정치였다. 뿌미푸트라는 인구로 보았을 때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식민지의 인종적 통치 방식 때문에 중국계나 

인도계에 비하여 불리한 신분이 되었다. 영국 정부는 중국계와 인도계는 

말레이반도로 이동시켜서 교육기회 우위를 주었는데 뿌미푸트라는 단순 

노동력으로 이용하고 교육기회를 늘리지 않은 관계로 종족 간에 교육 

격차가 점차 심화했기 때문이다 63 . 그 결과, 독립 이후 사회적 

분열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갈등이 더욱 증폭되자 1969년 폭동에 

이어졌고 그 뒤로 뿌미푸트라를 우선으로 하는 종족 정치 시기가 열렸다. 

교육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다. 국민문화를 뿌미푸트라를 중심으로 

정하고 그들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종족에 따른 입학선별제를 

도입했다 64 . 이 전환으로 2번째 시기로서 1970~1990년 종족 선별 

교육제도가 진행되면서 말레이시아 고등교육 발전과 고등교육 

국제교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민족 국가로서 말레이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뿌미푸트라에게 우선 입학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非)뿌미푸트라계 국민은 입학이 어려워졌다. 말레이시아는 그 당시에 

61 Ngô, Tự Lập. 2012. "Joint-Programs in Higher Education (HE) and the 

Formation of Special Free Academic Zones in Malaysia." 

Internationalisation Studies, Vol. 1: 16쪽. 
62 Ngô. 2012: 18쪽. 
63  김지훈과 김형종, 황인원. 2012.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정치경제." 동남아시아연구, Vol. 22 No. 3: 195-239쪽. 
64 大塚豊, 他. 2004: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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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거의 전부가 국립학교였고 수요만큼 학교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뿌미푸트라로 가득 찼고 중국계나 인도계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다닐 수 있는 사립교육 시설이 매우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해외에 눈길을 돌렸다. 이 시기부터 중국계와 인도계의 해외유학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학교에서 

자국민의 6% 밖에 교육시킬 수 없다고 당시에 예상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 비(非)뿌미푸트라에게 교육기회가 얼마나 희박했는지, 그들에게 

해외유학이 어떤 기회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가 결국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계적으로 제일 큰 유학생 송출국 중에 꼽힌 

이유가 이해된다65.  

그런데 이러한 말레이시아는 인풋(input)보다 아웃풋(output)이 

많은 역사가 긴 송출국이었다가 2000년대에 송출보다 유치가 많은 

유학생 유치국으로 도약했다.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송출 역사는 영국 

식민지 때 비롯되었지만 1957년에 독립한 이후 50년 가까이 국민을 

유학 보내는 전통이 계속될뿐더러 뿌미푸트라 우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유학생 송출이 국민들의 고등교육 수요와 함께 증가했다. 

그 결과,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경제가 

흥하고 말레이시아가 고도성장을 자랑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내보내는 국가 순위에서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5위 안에 꼽혔다. 

2000년대에 접어들 때부터 말레이시아 유학생송출이 유난히 감소한 

바가 없었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꾸준히 해외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찾아가는 것을 송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역시 2000년대 후반까지는 말레이시아를 찾아오는 

학생수보다 많았다. 그러나 2000년에는 말레이시아 유학생 교류가 

중요한 전환점을 거쳤다. 2000년대 초반에 유학생유치를 배로 늘렸다가 

2000년대 후반에 말레이시아를 찾아오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2008~2009년에 유학생유치가 사상 처음으로 송출을 초월했다 66 . 

타지를 찾아가는 말레이시아 학생보다 말레이시아를 찾아오는 타지 

65 Padlee et al. 2010. "International Students' Choice Behavior for Higher 

Education at Malaysian Private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Vol. 2. No. 2: 203쪽. 
66 UNESCO Data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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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림 3-1]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교류 전환점 

 (出處: UNESCO Data Centre를 참고로 필자 작성) 

 

제2절 구조적 압력으로서 세계표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유학생 교류 배경을 가진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1세기에 접어들 무렵 새로운 페러다임(paradigm) 

전환에 당면했다. 2000년대에 한 때 유학생을 내보내기만 했던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에서 성과를 거둬 신흥 유학생 유치국으로 

등장한 것은 불가피한 세계대세 속에서 그것이 초래한, 이른바 구조적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1990년대 냉전 종료가 세계 각국의 

새로운 면모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그 자체조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기였다.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 때 분리돼 있던 경제권이 서로 통합했고 이해관계가 

더더욱 복잡해지면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이 급증했다. 이런 질서적인 

변화 속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의 위치는 새로 마련된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영향은 제2장에서 

주장하듯이 구조적인 압력으로 나타났는데 유학생 교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압력인지, 구조의 어떤 측면에서 우러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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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 구조적 압력으로 인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 불가피하게 유학생 

유치에 나서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새로 당면한 페러다임적인 압력은 

바로 세계경제 통합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등장, 이 질서가 특수한 

입김을 특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1995년대에 

새로 도입된 세계무역기구 무역체제이며, 이 맥락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세계무역기구 무역체제가 가하는 

압력을 조장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무역체제가 어떤 압력을 

어떻게 가하는지, 그 권력 메커니즘으로서 세계표준을 조명한 다음에 이 

표준의 영향력을 더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1997년 금융위기를 

들여다본다. 

미래로 달려가는 열차가 단 한 번만 세우니 타거나 말거나 하되 

나중에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아 신중히 양자택일해야 되듯이, 

1990년대 중반에는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새롭고 철저한 세계표준을 

내세웠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구조적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세계무역기구 체제이다. 

그레왈(Grewal)이 설명하듯이 세계무역기구에 가맹하여 표준을 

수용하지 않는 국가는 기회비용으로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것은 

3종 세트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내세우는 이 가지 표준은 각각 

표준의 개방성(openness)과 상호배타성(non-compatibility), 

비유연성(non-malleability)이다. 개방성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시스템이 

제공하는 무역네트워크에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가가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시스템의 상호배타성 때문에 가입하자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제시된 무역 방식과 규정 이외의 교역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다른 국제무역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다. 즉,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순간 다른 시스템에 참여를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는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각료회의 때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무역체제에서 권력이 집권화되어 있고 모든 

참여국이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7 . 즉, 

67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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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입장에서는 누구나 우리와 손을 잡아도 되는데 잡기로 

한다면 다른 체제와 손잡으면 안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손잡은 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3가지 참여 조건을 갖고 있는 세계무역기구가 내세우고 

있는 세계표준은 철저하다. 많은 혜택을 주고 열려 있지만 

상호배타적이며,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강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상호배타성이다.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의 체제에 참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입할 때 무역체제에서 가맹국 간의 무역을 

자유화시켜 우대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무역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입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불리해지고 무역활동이 어려워진다. 세계무역기구의 표준을 거부하는 

것보다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가 아니라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세계표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그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고등교육 분야에서 개혁을 겪고 결국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맥락이기도 하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1990년대,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구조적 압력을 느껴 고등교육국제화라는 

세계표준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 수 

없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그 모든 것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 세계표준을 다시 벗어나거나 되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었다. 세계무역기구는 시초가 1948년에 23개국이 GATT협정을 

맺어 자유무역을 처음 도입할 때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이 GATT체제가 새로운 협상을 거치면서 1995년 1월 1일에 

세계무역기구를 탄생시켰다. 세계무역기구는 교역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완화시키는 자유무역의 전 지구적 전파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는 GATT와 GATS, 그리고 

1996년부터는 TRIPS를 덧붙여 총 3가지 조약, 즉 삼대조약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68 . 이 체제의 타이밍과 특징 

Globaliz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229쪽. 
68 Tilak, Jandhyala B. G. 2011. Trade in Higher Education: The role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Paris: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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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신흥 유학생 유치국으로 등장하게 만드는 

구조적 압력 요소들이 숨어 있다. 그 요소들은 바로 세계무역기구 가맹 

유지 조건과 조약상 의무, 그리고 GATS와 TRIPS의 조합이 교육분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영향력을 대략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세계무역기구 가맹 유지 조건 및 조약상의 의무에서 비롯된 

구조적 압력이다.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회원 유지 조건과 조약상의 

의무를 보면 체제에 융통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상당히 

철저하다. 가맹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참여하는 동안 앞서 언급한 

삼대조약에 조인하여 그것을 비준해야 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 

삼대조약 중 하나라도 거부하거나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탈퇴해야 한다는 셈이다 69 .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구성하는 

삼대조약이 지속적인 협상이라고 봐야 한다 70 . 조약 실행에 대하여 

협상하고 서로에게 무역 공약(trade commitment)을 요청하면서 

민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다자적 협력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체제의 융통성에 은근한 강압이 있다. 예를 들어 GATS에 

따르면 가맹국으로서 어떤 서비스부문의 민영화나 산업화에 반대할 

경우에 그것을 거부할 권리는 있다고 한다 71 . 하지만 그 부문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민영화나 시장화를 하거나, 제한적으로라도 국가가 부문 

운영에 있어 세금 이외의 자본조달로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익을 

본다면 거부할 권리가 박탈된다. 왜냐하면 GATS체제에서는 국가가 

세금에 의한 독점적 운영을 안 하는 것을 일종의 산업화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렇게 할 경우에 가맹국은 그 부문에까지 GATS에 

따라 자유화를 실행할 필요가 생긴다. 예를 들어 한 가맹국은 GATS의 

12가지 서비스사업 대상에 포함된 교육을 민영화하기 싫어하고 개방을 

피하려고 한다면, 교육부문 그 전체를 정부가 다른 사업적 행위자의 

도움 없이 독점적으로 오직 세금으로 운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키기에 굉장히 껄끄러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리 

융통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GATS협정이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일부로서 가맹국에게 가하는 구조적 압력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 Planning: 30쪽. 
69 Tilak. 2011: 32쪽. 
70 Tilak. 2011: 47쪽. 
71 Tilak. 2011: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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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GATS와 TRIPS의 조합이다. 세계무역기구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가맹국에게 어떠한 행보를 취하게 만드는 압력을 

구조적으로 가하는 것은 GATS의 서비스 부문을 초월한다. 체제를 

구성하는 삼대조약이 하나의 조합으로서 갖고 있는 복합 영향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1995년에 GATS가 도입되면서 고등교육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고등교육을 보면 국민 교육 이외의 목적 중에 이윤창출도 

있고 연구개발도 있다. 이윤창출 부분은 GATS의 조건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연구개발은 서비스산업이 아님으로 무역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듬해 1996년부터는 자유무역의 물결이 연구개발까지 파장을 일으켰다. 

TRIPS라는 새로운 세계무역 조약을 만들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을 

가능해졌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식기반경제가 본격적으로 

세계화하면서 모든 가맹국은 세계경제에서 경쟁하려면 연구개발에도 

노력해야 하게 됐다.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이 접목돼 있기 때문에 

GATS가 요구하는 고등교육 산업화 조건을 같이 생각했을 때 TRIPS는 

지식기반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고등교육 산업화에 더 많은 

압력이 생겼을 것이다. 교육과 연구개발의 산업구조가 연결된 

경제모델을 강요했다는 뜻이다. 즉, TRIPS는 GATS가 고등교육 

산업화를 통하여 가맹국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압력을 지식기반경제 

본격화로 매듭지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상술했듯이 세계무역기구 체제 핵심으로서 삼대조약 중 

GATS와 TRIPS가 지식기변경제를 부각시키면서 가맹국으로부터 

고등교육 민영화를 강요하는 구조적 압력 장치를 살펴봤다. 이 체제의 

특성상, 조약 조건과 의무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곧 

조약 내용의 철저한 실시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유학생 사업을 

허용하는 고등교육 사립부문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가맹국을 고등교육 

부문에서까지 세계경제 경쟁에 나서도록 구조적으로 종용한다고 봤다. 

그런데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여러 아시아권 국가들은 이 

세계경제 참여 조건에다가, 또 하나의 구조적 압력 요소가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이다.  

금융위기가 1997년에 터졌다는 것은 타이밍 때문에 삼대조약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면서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뜻이었다. 다시 말해서, 1995년이나 1996년 교육이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무역이 자유화하기 전에 금융위기가 터졌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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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회복하는 데에 쓸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다를 것이다. 즉, 

금융위기가 불러일으킨 경제난의 환경 속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는 

이윤창출에 있어 부담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구조적인 압력으로서 

1990년대 후반에 교육부문의 자유화를 추진할 이유를 한 가지 더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국 화폐 가치가 40% 이상 

저하되면서 말레이시아도 세계정세의 구조적 압력을 느끼면서 재정과 

비용 문제에 부딪친 교육부문은 세계무역기구의 경제모델에 더 

충실해지고 세계표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을지도 모른다72. 

1990년대 세계경제의 통합으로서 국제질서 변화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경제적인 페러다임을 

가져오며, 구조적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조건을 마련했다. 

세계무역기구의 개방성 때문에 행위자가 표준 수용과 거부 중에 

양자택일할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호배타성이 갖는 

네트워크권력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자는 곧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타당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는 사실상의 선택권 없이 선택지에서 손해를 덜 보는 

옵션을 찍는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1990년대 중반에 세계경제 통합이 

모든 국가에게 가한 구조적 압력의 씨앗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GATS협정으로 인하여 이 구조적 압력은 고등교육의 산업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타당한 선택권은 없는 상태였으며 커다란 국제질서 격변에 

있어 표준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미래로 달려가는 열차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제3절 세계표준 수용으로서 유학생 유치 

 

상술했듯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90 년대에 격변을 보면서 

구조적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시스템 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세계무역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화와 국제사회 참여를 

72  Teh, Yeng Ping. 2009. "The Mahathir Years," Mount Holyoke, 

https://www.mtholyoke.edu/~teh20y/classweb/worldpolitics/Asianfinancia

lcrisis.html#onset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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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세계적 흐름이 생겼다. 물론 

이 흐름에 맞춰 행위자가 대응에 나설 필요도 있으며, 이것은 곧 구조적 

압력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대응에서 예를 들 수 있다. 하영선에 따르면 

국제질서의 흐름과 그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하며, 구조와 행위자의 

'동시적 변화의 복합적인 과정'을 복합현상으로서 세계화라고 한다 73 .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영선의 세계화는 곧 세계표준 형성의 구조 · 

과정적 차원의 흐름,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자 차원의 

대응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앞서 탈냉전 국제사회에서 관성을 얻은 

세계무역기구와 고등교육 산업화 등 구조와 과정 차원의 흐름을 밝혀 

구조적 압력을 살펴봤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행위자 차원의 대응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하영선이 설명하기에는 앞서 다룬 구조 차원의 

흐름이 불러일으키는 변화를 당면하는 행위자는 적응하기 위하여 개혁을 

시도하며,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가 경쟁구도 속에 부각되기 때문에 

자국을 스스로 강화시키고자 새로운 방도를 모색함으로써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74 . 그러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상술한 구조적 압력을 

받아 대응한 바가 있고 그것을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은 구조적 

압력을 받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흐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자. 

위와 같은 구조적 압력을 당면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을까? 세계표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0년대 초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중반에 교육개혁위원회를 출범 

시킨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경쟁이란 

사회주의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지만 탈냉전기에는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지구규모의 경주가 됐다.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 

알고서 한국이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세계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지구규모 경쟁 속에서 이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75. 세계화의 일환으로 한국이 고등교육 

국제화에 나서게 되는 것도 물론 지구규모의 경제적 경쟁이 가하는 

73  河英善 외. 2010. 『國際化와 世界化: 韓國 · 中國 · 日本』. 峨山財團 

硏究叢書 第57輯. 서울: 集文堂: 210쪽. 
74 河英善 외. 2010: 116쪽. 
75 장훈. 2010. “제1장 반응형 세계화에서 성찰의 세계화로 – 한국형 세계화론의 

기원, 쟁점, 과제 –." 이숙종 외 (편), "세계회 제2막."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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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압박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한 넉 달 뒤,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이른바 

‘5  31 교육개혁’을 실시했다. 그럼으로써 규정이 완화되고 

고등교육이 국제시장에 개방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교육개혁위원회가 고등교육을 국제화시키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에게 

국내 교육시장을 제한적으로 열어 주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에 

따라서 한국이 1996년 연말에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한 지 1년 된 

1997년에는 한국과 해외 간의 교육과정 개발이 추진되고 1998년과 

1999년에는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즉 분교 설치가 

점진적으로 허용되었다76. 

고등교육교류의 경제적인 압력에 있어서 한국은 물론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게 제일 큰 경제적 압력을 가한 요소는 1997년 금융위기와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생 송출로 인한 유학수지 적자였다. 김대중의 

세계화는 탈냉전에 진영을 탈출하여 전세계를 포용하는 김영삼의 이념적 

발상과 달리 경제를 핵심에 두고 경제재건과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1997년 이후 세계화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전략이 되어 버린 셈이다 77 . 금융위기로 한국의 거시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고등교육 분야는 1990년대에 거쳐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인들이 해외에 유학하는 추세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금융위기가 닥치자 한국 정부는 재정적인 조치에 

집중하게 되면서 한국인의 유학을 막기 위하여 국내 고등교육을 반드시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표에 주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78 . 

그래야 한국인들의 고등교육 수요가 국내에서 해결되고 유학 아웃풋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였다. 유학수지 적자를 아웃풋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외에 상황을 제한적으로나마 개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유학 인풋, 혹은 유학생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이었다. 이 길도 역시 고등교육 국제화가 관건이었다. 국내 대학 

수준이 다른 나라의 대학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한국에 유학 올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대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1999년에 7년 계획으로 ‘두뇌한국 21세기(BK21)’ 

76 大塚豊, 他. 2004: 1-2쪽; Byun & Kim. 2011: 469-470쪽. 
77 大塚豊, 他. 2004: 2쪽. 
78 Byun & Kim. 2011: 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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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채택했다 79 . BK21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투자 계획으로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배분했다 80 . 

벤치마킹(benchmarking) 대학 간의 연구협력 단체 설립 및 해외 

대학과의 자매관계 체결, 대학원 교수와 연구자의 채용과 연구 지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81 . 요약하자면, 한국은 유학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 고등교육 기관의 매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국내에 머무르게 하고 해외 소비자를 한국을 찾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치와 같이 2020년까지 주한 유학생을 

20만 명으로 성공적으로 늘릴 경우, 생산 유발 8조원과 부가가치 유발 

4조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82 . 따라서 유학생 

유치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유학생 송출과 1997년 

금융위기, 고등교육시장의 세계적 통합 등 압박으로 인한 경제 난국에 

있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처럼 말레이시아가 같은 대응을 취했을까? 세계표준 

대응을 밝혀 말레이시아가 거부를 했는지, 수용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성공적인 유학생유치에 이어졌는지를 

보자.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대응으로서 개혁 시도와 정책적 차원에서 

자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고등교육 산업화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통합되는 통에 말레이시아는 여러 

국내 개혁을 시행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거시적인 국가발전계획에 

포함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화 

비전의 일부가 되었다. 1990년대에 걸쳐 말레이시아가 자국 교육부문을 

확대하고 자유화시키면서 국제경쟁에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교육부문은 새로운 행위자가 나타나고 있는, 세계 규모의 

경쟁구도에 편입한 데에다가 기존에 없던 이해관계 구조 속에서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 생존전략으로서 시야에 들어왔던 것이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1990년대 초반 탈냉전기를 맞이하여 경제적 

79 Byun & Kim. 2011: 475쪽. 
80 大塚豊, 他. 2004: 6쪽. 
81 大塚豊, 他. 2004: 7쪽. 
82  구자억. 2013. “[시론/10월 10일] 스터디 코리아와 한구교육의 미래.” 

한국일보 (10월 10일). 

http://www.hankookilbo.com/v/17fb000cd6e24caa9a78ba6c7eece53c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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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말레이시아를 전 세계규모의 무한한 경쟁에 툭 떨어트렸다. 

당시 총리를 맡고 있는 마하티르(Mahathir)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임기에 있었고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연설집에서 “세계화가 왔다고 우리가 앉아서 사건을 

기다리기만 하고, 그 맹수가 우리를 먹어버리도록 방관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83 . 1990년대를 맞이하여 세계화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하티르 총리가 말레이시아를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이 구상은 

통찰력이라는 뜻으로 ‘와와산(Wawasan)’이라고 불렀다. 앞으로 수십 

년 간 말레이시아 국가발전과 여러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았다. 다시 

말하자면, 와와산은 말레이시아의 모든 정책과 계획을 앞으로 설계하고 

실시하기 위한 거시적인 틀이 되었다 84 . 여기서 교육부문, 그리고 그 

일부로서 유학생교류가 예외가 아니었다. 

와와산의 틀 안에서 말레이시아는 지식기반경제 등장과 세계경제의 

무한한 경쟁, 그리고 고등교육 산업화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도를 

찾아냈다. 우선,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던 말레이시아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 Koridor Raya Multimedia)를 실천하기로 했다. MSC는 

과학기술학교와 연구개발 센터를 현지 산업구조와 연계를 해서 설립하는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에 지적 노동자와 전문직 등 

고급인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그런 인력이 실제로 보유한 

것보다 10배 더 많았기 때문에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산업구조 혁신 

전략으로서 MSC를 위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85 . 그래서 1980년대만 해도 자국 

교육기관으로 자국민의 6%만 교육할 수 있다고 깨닫던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에 산업구조를 재조정하려는 과정 중,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86. 와와산에는 

인력과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교육이 빠질 수 없을 

83 大塚豊, 他. 2004: 62쪽. 
84 Lee, Molly NN. 1999. "Education in Malaysia: towards vision 2020."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Vol. 10 No. 1: 88쪽. 
85 大塚豊, 他. 2004: 68쪽. 
86 Padlee et al. 2010: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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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여겨졌다. 

따라서 1990년대에 대규모 교육개혁이 말레이시아계획의 일부로서 

시행되었다 87 . 기어코, 이 1990년대 중반 와와산의 국내 교육개혁은 

국제사회에서 고등교육을 산업화하자는 흐름과 때를 같이 했다.  

 

 
[표 3-1] 말레이시아 1990년대 교육개혁 연혁 

(出處: Byun & Kim. 2011; Ahmad, Hussein. 2008. “History, Policy, 

and Reform in Malaysia Education,” in Ibrahim Ahmad Bajunid (ed.), 

Malaysia from Traditional to Smart Schools – the Malaysian 

Education Odyssey. Shah Alam: Oxford Fajar Sdn. Bhd.를 참고로 필자 

작성)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국제사회에서 거론된 고등교육 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는 1996년에 걸쳐 교육에 관해서 여러 신규 

법률을 제정도 하고 개정도 했다88.  이들 중에 말레이시아 고등교육에 

가장 혁신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쳐, 유학생송출에서 유치로 초점을 바꿔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세계표준이 등장한 이듬해인 1996년에 제정한 

사립고등교육기관법(PHEIA · Privat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ct)과 동년에 개정한 1971년 대학 및 대학칼리지법(UUCA · 

University and University Colleges Act)이다. 

시장을 국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식하듯이 고등교육 민영화를 

허용한 사립고등교육기관법은 새로운 행위자로서 사립교육 제공자를 

만들고 시장을 자유화했다면, 대학 및 대학칼리지법은 기존 

87 Othman et al. 2012. "Globalization and the trend in demand for higher 

education in Malaysi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Vol. 1 No. 6: 131쪽. 
88 [표 3-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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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등교육기관을 법인화해서 자유시장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다. 

말레이시아 고등교육은 1990년대 전까지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마련하는 일종의 복지로서 공립교육을 중심으로 했었다. 대학이 있다면 

그곳은 국립대학일 가능성이 높고, 사립대학이 생긴다고 해도 그곳은 

존재 자체가 정부로부터 특별한 설립허가와 함께 규정에 따른 구애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가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앞서 언급한 GATS에 맞춰가기 위하여 사립고등교육기관법을 

채택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고등교육 풍경이 나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992년에는 약 156개교에 그쳤던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354개교에 달했고, 2004년에 559개교나 

되었다89. 

 

 

   
[표 4-1] 200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 사립고등교육기관 증가 

(出處: Byun & Kim. 2011; Ahmad. 2008를 참고로 필자 작성)  

 

이렇게 급증한 말레이시아 사립고등교육기관은 자본조달을 정부의 

도움 없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인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생존이 걸린 

일이다. 국내 학생의 취학률을 가지고 학생을 쟁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1995년부터 고등교육이 자유화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는 말레이시아 

사립고등교육기관도 해외에 있는 소비자로서 유학생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유치하는 것을 중요한 생존 전략으로 삼게 된다.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및 연계와 협력 사업 등 노력으로 말레이시아 

사립고등교육기관은 결국 말레이시아를 찾아오는 유학생들에게는 높은 

랭킹에 엘리트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국립대학보다도 더 매력적인 곳이 

89 김지훈 외. 2012: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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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의 2010년 유학생 보유율을 확인하면 

공립고등교육기관은 총 재학생수 중 460,000명 중 24,000명으로서 약 

5%인 것에 비하여 사립고등교육기관은 540,000명 중 64,000명으로서 

약 10%에 달하고, 말레이시아 공립교육시스템보다 사립시스템을 

유학생이 3배나 더 찾아온다 90 . 여기서 말레이시아가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표준을 수용함에 따른 고등교육 자유화가 유학생 유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대강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에 고등교육의 민영화가 시작되자 경제적인 압력으로 

이듬해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말레이시아 고등교육기관들이 자본조달에 대해서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에는 교육과정이나 예산에 있어서 사립기관이든 

공립기관이든 말레이시아의 집권화된 시장관리 방식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통제가 상당히 컸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 해 

1998년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국립대학까지 법인화하기로 했다 91 . 국립대학 

소유권은 여전히 정부에게 남지만 재정관리가 민영화됐다. 이 시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컸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에게 고등교육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도 했다 92 .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사립고등교육기관법과 대학칼리지법에 따라 1990년대 중반 

고등교육개혁이 말레이시아 고등교육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키면서 

고등교육시장을 팽창시켰다. 따라서 국내시장 경쟁요소 도입,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다변화 등을 일으키는 개혁에 힘을 기울인 

말레이시아가 송출국에서 유치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다. 

 

제4절 소결론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 유학생 유치국이 어떻게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논리, 성과에 따라 양국이 어찌 

90 김지훈 외. 2012: 204쪽. 
91 김지훈 외. 2012: 201쪽. 
92 김지훈 외. 2012: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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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합 네트워크 외교의 시각에서 권력을 바라볼 

때는 국가를 유일한 분석단위로 삼지 않고 환경, 혹은 구조가 갖고 있는 

행위능력을 고려해서 구조도 일종의 행위자로 바라볼 때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행위능력을 가진 행위자가 자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이 연구가 검토하는 가설 중에 

구조적 압력론이 있다. 즉, 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신흥 유학생 

유치국은 구조로부터 압력을 받아 불가피하게 유학생을 들여보내기 

시작했다 것이다. 위와 같이 III에서 이 가설을 검토하려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교류 배경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탄탄히 다진 

다음, 1990년대 중반에 세계질서로서 구조가 겪은 변화를 살펴봤고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구조적 압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 

압력 대아여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대응하면서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논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를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압력의 

핵심에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가져온 무역체제와 이 체제가 

네트워크 권력으로 내세운 세계표준이다. 교육서비스를 자유화시키는 

바람에 세계무역기구의 삼대조약 중 GATS협정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으로 하여금 고등교육 산업화를 강요했다. 세계무역체제에서는 

이런 강요가 무역체제 참여 조건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당사자가 곧 시스템에서 소외가 되어 체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여기서 고등교육 산업화를 수용해야만 하는 

구조적 압력을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만 구조적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가 통합되면서 세계각국이 자국 경제를 자유화시키다가 

1990년대 후반 아시아권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둘 다 마찬가지로 화폐절하를 초래하고 경제에 큰 압력을 

가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고등교육 자유화와 국제화는 이 새로운 파장 

속에 가속화되었고 무역에 있어서 수지가 조장되었다. 그리고 물론, 

이미 새로운 구조에 편입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구조 속에서 이 

처지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또한 구조적 압력을 받은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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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압력은 유학생 유치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2000년대에 걸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거둔 유학생 유치 

성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하기 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1990년대 중반에 새로 출범한 

국제무역체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에게 교육부문에서도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고 궁극적으로 양국에서 국제화를 추진하고 유학생을 더욱 

받아들이도록 고등교육의 민영화와 자유화를 적극 유발했다. 이것은 곧 

한국과 말레이시아 국내에 새로운 행위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탄생하는 상황을 가져왔다. 하지만 유학생 유치를 지속적으로 성과 

거두게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기가 어렵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구조적 압력을 받아 유학생 유치를 불가피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구조적 압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가 내세운 무역체제의 방식이라는 점, 이를 거부할 

경우에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이 압력은 철저한 세계표준이 되었다. 이 

표준에 따라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자국 교육시장을 개혁했고 자유화시킨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손해가 거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유학생 유치는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구조적 압력으로 인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를 해야만 했다고 하기보다는 구조적 압력 때문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고등교육 부문을 불가피하게 자유화시켜야만 했으며 이는 

곧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사후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볼 때 구조적 압력론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가설이다. 하지만 유학생 유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고 다른 가설을 검토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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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매력전략으로서 유학생 유치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학생 유치 활동을 왜 

펼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시초에 외부적 환경, 혹은 구조적 압력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불가피하게 세계표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제2장에서 확인했다. 구조적 압력 때문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교육시장을 개방ㆍ개혁하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기가 그렇다고 2000년대에 

걸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보여주듯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와 그 유치 모델의 결과적인 이화(異化)를 완전히 설명하지 않는다. 

유학생 유치 사업을 시작한 것이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규모를 더해서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유학생이 외국에 머무르면서 교육을 받을 때 학교는 물론,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현지인들과 많은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 사회문화를 

습득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이 많을 경우에 현지인과 현지 국가에 

대한 우호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학생은 한 사람일 뿐이지만 이 현상이 더 크게 집단적 규모에서 

이루어진다면 외교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 외국 

여론을 주도하는 영향력으로 대중에게 자국의 매력을 어필하거나 향후 

지도적 영향력을 가질 학생을 통하여 정책적 결정과정에 자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가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유학생 유치를 매력 강화 

전략으로 삼아 자국의 이익을 추진한다고 가설을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력 전략론 가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매력 강화 메커니즘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 조건이 

각 사례에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매력 강화 메커니즘으로서 여론을 

주도하려고 하는지, 해외 엘리트층과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들여다본다.  

 

제1절 유학 경험의 질적 보장 

 

교류사업을 통하여 대외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고 앞서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는 참여자-제공자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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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고 긍정적 인식 배양과 유지, 전파 등이 그 기반이 된다. 즉, 

참여자-제공자 관계의 사회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가 어떤 모델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기 앞서, 먼저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정책에서 매력발휘 

메커니즘의 참여자 경험 보장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피로(Sapiro)에 따르면 사회화는 간단하게 봤을 때 국제기구나 

국가 등 정치주체가 정치적 집단의 구성원에게 가치와 규범 등을 심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구성원이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영향을 받고 같이 변해 가는 과정이다 93. 마찬가지로, 구성원도 새로운 

가치나 규범을 소개함으로써 집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94 . 

이 인식의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사회화는 잠시 생각해 봐도 분명히 

교류를 통한 영향력의 기본적 기능을 말하고 있다. 물론, 사회학 

용어로서 이 현상은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 교류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이 현상의 그림을 더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 

유학생은 타지에 체류하면서 정치적 집단으로서 그 체류국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구성원도 집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학생은 체류국가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고 

귀국하면 체류국가에서 얻은 지식을 본국에서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귀국 후 타지에서 접한 가치와 규범을 자국 사회에 소개할 

수 있다95. 이렇게 해서 가치와 규범 전파가 유학생 사회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귀국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도계층에 전달하는 현상을 보고 나이(Nye)는 이 유학생 사회화 

과정을 곧 소프트파워라고 부른다96. 

그런데 타국에 공부하러 다녀오는 것만으로 이 상호작용이 

외교적으로 의미를 가질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없다. 호의적 태도와 

가치, 규범 수용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유학 경험의 질적 수준이 

관건이다. 교류는 한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교육교류 

사업에 대한 앳킨선(Atkinson)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화를 통하여 

영향력을 갖는 데에 경험의 질적 보장 조건이 2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93 Atkinson. 2014: 20쪽. 
94 Atkinson. 2014: 21쪽. 
95 Atkinson. 2010: 3쪽. 
96 Nye. 2005: 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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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 접촉의 질적ㆍ양적 수준이다(the depth and extent of 

social contacts). 체류국가 현지인과의 개인적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많을수록 교육교류 사업 

참가자, 혹은 유학생이 체류국가에 대해 호의적ㆍ긍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97 . 둘째, 체류국가 현지인과의 공통된 정체성(common 

identity) 형성이다. 공통된 정체성이라 함은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로 

유학생이 체류국가의 정체성을 내재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유학생이 체류국가에 대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우호적 태도를 갖게 된다. 

질적ㆍ양적 수준이 높은 현지인과의 관계와 체류국가가 정체성 

내재화라는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유학생의 경험을 말하며, 유학생이 

출신국가와 유학 체류국가 간에 가교가 될 잠재력, 그 성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정한다는 의미이다98.  

한국은 2004년에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 프로젝트를 처음 

도입한 시점부터 유학생의 경험을 고려했는데 유학생 유치가 계속 

증가하고 양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정책에서 질적인 요소를 더 다루게 

되는 추세가 있었다. 우선, 2004년에 소트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유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하는 생각에 한국 

정부는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99 . 그 중 숙소와 같은 

기초적 편의 시설과 출입국 과정에 관한 사증발급 등이 주된 사업 

대상이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어실력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100. 이렇게 유학생 유치에 큰 힘을 처음 

기울이는 시점인 2004년부터 한국은 유학생이 실제로 생활을 하는 데에 

느끼는 불편을 줄이려고, 즉 경험에 대한 질적 보장을 하려고 노력한 

바가 있다. 2007년에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가 보다 일찍이 좋은 

유학생 유치 성과를 거두어 성공적인 정책으로서 평가 받을 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발전방안이 있었다. 이 방안에서 유학생 경험 

개선사업은 졸업 후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이었다101. 이렇게 

97 Atkinson. 2010: 5쪽. 
98 Atkinson. 2010: 6-7쪽. 
99교육인적자원부. 2004b. “해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 마련”. 보도자료 (12월 7일): 3쪽. 
100 교육인적자원부. 2004b: 12-16쪽. 
101 교육인적자원부. 2007d.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7년도 추진계획. 서울 

(2월 28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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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일들이 거시적으로 소프트파워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서비스가 안 좋은 식당에 다시 가는 손님이 없듯이 

유학생활을 위한 시설이 좋아야 좋은 유학경험이 가능하며, 유학생 유치 

사업이 계속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상적인 경험보다 더 외교적인 의미를 갖는 질적 보장 

조건이 있다. 유학생이 얼마나 현지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태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국 유학생 유치 정책은 2010년대에 이 측면까지 반영하게 

된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한국을 

비하하거나 귀국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른바 ‘반한정서’가 결국 부정적인 경험으로서 

한국 위상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이 2010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반한정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언제라도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잠재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102 , 외교적으로는 부정적인 입김을 우려해서 주한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정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적극적인 

정책 대처를 통해 반한정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유ㆍ무형의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103. 이렇게 한국 위상에 손해가 될 수 있는 반한정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는 스터디코리아 발전에 관한 2012년 보도자료에서 

유학생들이 반한정서를 불식하도록 하고 친한(親韓) 감정을 키울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104 . 한국 정부는 2004년에는 유학생활의 일상과 

편리함을, 2007년에는 유학생의 진로와 장기적 발전을, 2012년에는 

유학생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주한 유학 경험의 질을 유학생 유치 

정책에서 보장하려고 했다105. 

그러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유학생에게 긍정적 유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질적ㆍ양적 수준을 보장하는가?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정책은 

102  구자억. 2010. “2010년 대중국 종합연구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 국내체류 중국인 유학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54쪽. 
103 구자억. 2010: 101쪽. 
104 교육과학기술부. 2012a: 4쪽. 
105 교육인적자원부. 2004b; 인적자원부. 2007d; 교육과학기술부. 20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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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육인프라와 관련된 교육정책에서 출발되었다. 유학생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기 보다는 국내에 외국 대학 

분교를 두고 국내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학경험의 질적 

보장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이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잘 드러나 있지 

않고 2007년에 국가고등교육전략계획(PSPTN: Pelan Strategik 

Pengajian Tinggi Negara · National Higher Education Strategic 

Plan)의 기본단계로서 1차 추진계획(Fasa 1 Pelatakan Asas)을 

실시하게 된 2007~2010년 때부터였다. 이 때 복수 입국 사증과 가족 

사증, 단기과정 사증 발급에다가 수수료 감소로 비자 신청과 발급, 

그리고 입국 과정을 더 매끄럽게 하려고 했으며,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에 

관련된 노동규율을 완화하려고 했다 106 .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증제 규정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려고 했다 107 . 

물론, 이는 학생이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었겠으나, 여러 

구체적 방침을 하나의 거대한 정책으로 묶어서 유학생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학생 그 개인의 경험보다 사업적인 

차원에서 말레이시아의 교육브랜드를 지역적 수월교육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고등교육전략계획 1차 

추진계획에서 나오는 내용만 봐도 말레이시아 유학 경험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으나, 정부의 의도는 브랜드 

강화였다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단어선택이 매우 산업적이다108. 

그러면 브랜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레이시아가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정책이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말레이시아화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을까? 

유학생이 현지인을 많이 만나고 말레이시아적인 것을 배워서 소중히 

여겨 자기 정체성에 포용하는 것은 곧 앞서 다룬 사회화를 말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학생유치제도를 2007년부터 다지기 

106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Malaysia. 2007. Pelan Strategik Pengajian 

Tinggi Negara (National Higher Education Strategic Plan). Putrajaya. 
107 Salleh, Ismail. 2007. “The Role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Malaysia: Widening Access to Quality Higher Education.” Presentation at 

11th Malaysian Education Summit. Kuala Lumpur: Asia Strategy Leadership 

Institute (April). 
108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Malays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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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정책을 준비하지 못했으나 같은 커다란 

교육 정책으로서 국가고등교육전략계획 2차 추진계획(Fasa 2 

Peningkatan dan Pemerkasaan) 때는 브랜드 강화가 주된 

목적이었는데, 유학생의 유학 경험 개선을 중요시 여기고 

사회통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한다109.  

말레이시아가 실시하는 유학생 정책을 보면 2007년부터 질적 

진전이 있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학생의 경험을 고려하는 부분도 

많아지면서 더욱 성숙한 방식이 되어 가는 동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꼭 매력을 발휘하기 위한 질적 경험 보장에 국가가 일부러 

애쓰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말레이시아 정책의 큰 틀은 수월교육과 

교육허브라는 용어로 꾸며져 있고 산업적인 이유로 전체적 교육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교육브랜드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유학생을 일부러 사회화시키려고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증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수사적으로 강조하는 표현도 홍보자료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보니 소프트파워적인 메커니즘이 강조되지 않아 그런 메커니즘이 

부재하지 않을지라도 상당히 미성숙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통적 소프트파워 

메커니즘이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말레이시아가 다른 곳에 

눈길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유학생의 체류경험이 장기적으로 호의적 태도와 우호감을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토록 정책을 설계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서 상술했듯이 말레이시아의 고등교육 방침은 상품으로서 말레이시아 

교육 브랜드를 중시함에 따라 유학생에게도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입국과정에 탈이 없도록 개선하며, 더 나아가서 성숙해졌을 때 

사회통합까지 생각하면서 유학생이 현지인과 더 많은 교류를 하도록 

그들의 사회참여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이렇게 성숙해진 것이지만 교육환경을 2007년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을 

생각하면 말레이시아는 학생 입장보다 브랜드 강화를 생각하는 것이라도 

늘 유학생의 경험을 보장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9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Malays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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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론주도자 모델 

 

유학생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으니, 모든 사람이 아니겠으나 말레이시아에서 

학업에 임하는 유학생 행위자들이 교두보가 됨으로써 이른바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소프트파워 증진 역할의 메커니즘 중에, 유학생이 여론주도자(opinion-

leader)로 기능하면서 해외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여론주도는 유학 체류국가에서 접한 가치, 규범, 정보, 관점, 

의견 등을 자국, 혹은 제3국에 전파함으로써 타지의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인식에 여향을 미치거나, 타지에서 그 나라에 

대한 담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110. 이 방식은 스캇스미스(Scott-

Smith)의 연구에서 주로 여론주도자모델(opinion-leader model)이라고 

불린다 111 . 물론 일인이 국가대표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리 강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일인의 

영향력이 타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개인규모뿐만 아니라 유학생이 형성하는 파(派)로서의 

집단규모에서도 살펴볼 필요도 있다112. 

기존연구에서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이 여론주도자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른트(Arndt)에 따르면 이 방법은 외국인의 인식이 

우려될 때 유학을 지원하는 고대 이집트 때도 사용되었다 113 . 미국 

풀브라이트 말고도 다른 전통적 유학생 유치국과 더불어 신흥 유학생 

유치국도 이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교육교류서비스(DAAD: 

Deutsches Akademisches Austauschdienst)라는 국비장학제도를 

설명할 때 독일 정부는 '독일 친구와 동반자'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프로그램의 주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114 . 한국은 2013년 

110 Peyré. 2013: 45쪽. 
111 Scott-Smith, Giles. 2008. "Mapping the undefinable: Some thoughts on the 

relevance of exchange programs with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6 

No. 1: 173-195쪽. 
112 Wilson. 2014: 11쪽. 
113 Wilson. 2014: 2쪽. 
114 Wilson. 2014: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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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유학생 정책발전 토론회에서 정당에 불문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연설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 

'한국의 이미지' 등 한국의 대외 위상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민간외교가'라고 부르고, 한국 유학 경험이 한국 위상에 대한 평가의 

바탕이 된다는 등 유학생이 한국에 대해서 해외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는 것을 밝혔다 115 . 그리고 이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국에서는 주한 유학생을 통한 반한정서의 전파를 우려하는 

교육정책연구원도 있다116.  

호주의 경우에는 여론주도자모델에 따라 유학생이 실제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사례가 있다. 2008년 인도 출신 유학생에 대한 폭력사건 

보도가 인도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인도의 대호주(對豪州) 유학생수출이 

급락하기 시작한 결과, 3번째로 큰 수출산업이 교육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을 보자 호주는 정치인들이 인도에 순방하면서 호주유학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외교전을 펼친 적이 있다 117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상황이 물론 똑같지는 않겠으나, 활발한 유학생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론주도자모델을 생각하는지, 

유학생을 통하여 해외 여론에 영향이 미쳐지는지, 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려는 부분이 있을까? 

겉으로 봤을 때 한국은 유학생 유치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여론 영향력을 키우려는 노력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 메커니즘이 

전혀 부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부정적인 경험을 한국 

정부가 고려해서 반한정서를 막겠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여론 

영향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경험은 앞서 언급한 호주의 인종차별적 사례와 같이 유학생에 한정되지 

않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주한 중국인 유학생 

인식 조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반한정서를 느끼는 중국인 유학생 중 

82%나 다른 중국인과 그 정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유학 경험이 곧 부정적인 여론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봐야 

115  주한유학생협의회. 2013. “유학생정책의 글로벌스탠다드 I: Study Korea 

Project를 진단하다.” 제2회 외국인 유학생 정책발전 대토론회. 서울 (4월 

10일). 
116 구자억. 2010. 
117 Byrne & Hall. 2011: 6-9쪽. 

51 

 

                                           



한다 118 . 외국 여론이 유학생 경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국 정치인들도 있다. 2013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유학생 

정책발전 토론회에서 이자스민과 박영선, 신용학 등 국회의원들이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연설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한국의 

이미지’ 등 표현을 썼다 119 . 박영선은 “유학생들은 자국의 

‘민간외교가’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것이 그대로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가 되어 

잠재적으로 한국의 위상과도 연관이 된다”고 말했다 120 . 한국 유학생 

유치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여론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말은 찾기가 

힘드나, 위와 같이 정치인이 하는 발언을 보거나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학생 관련 연구를 보면 한국 정부가 유학생 경험이 곧 해외에서 

본 한국, 한국의 대외 이미지나 한국에 대한 외국 여론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달리 외교적인 차원에서 여론주도자 모델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말레이시아도 

유학생의 경험을 중시한다. 교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사회통합을 장려하고 

대학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기획하여 

제공할 정도로 관심이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자국이 해외에 있는 

여론을 자국에 호의적으로 만들거나, 자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말레이시아가 대외적으로 유학생을 통하여 여론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라도 언급하는 

유학생 관련 정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학생이 현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좋은 인상을 출신국가 사회로 전달하는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이지만 유학생 경험에서 교육적인 것을 중요시한다고 본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교육 브랜드를 신경 쓴다. 고등교육전략계획의 2차 

추진계획에서 2011년부터 말레이시아 교육 브랜드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몇 번 언급하고 있다 121 .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학생 경험을 주로 

118 구자억. 2010: 101쪽. 
119 주한유학생협의회. 2013. 
120 주한유학생협의회. 2013. 
121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Malaysia. 2010b. Pelan Tindakan Pengajian 

Tinggi Negara Fasa 2 (2011-2015) (National Higher Education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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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시하며, 여론 영향력도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교육브랜드와 관련 있는지부터 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유학생 경험을 중시해도 유학생 유치 그 자체를 여론주도자 모델로 삼아 

자국의 매력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지도계층 관계구축 모델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을 가교 수단으로서 활용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소프트파워 증진 방법은 해외 

지도계층과의 관계구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 개인의 신분, 혹은 

전파력에 달려 있는 방법이다. 유학을 통해서 타국이나 식민지의 

지도계층을 키우는 식으로 그곳의 시민들과의 관계를 맺고 가꾸는 

현상을 세계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이레(Peyré)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제국시대 때부터 주변부에서 자라고 있는 피지배국 자식들을 

중심부에 데리고 와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시키고 교육적으로 

키움으로써 그들을 지배체계를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삼고자 하며, 

피지배국을 지배국의 사회문화에 통합시키려고 했다고 한다122.  

그런데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계층 관계구축을 위한 유학은 

언제든 어디서든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형이다. 옛날에 조선인들이 

중국에 유학 갔던 것이 중화권의 국제질서를 지식공동체를 통해 

확고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일제강점기 앞서 일본유학이 개화파를 키워 

강화시켰다는 것만 생각하면 유학은 세계적으로 지도계층, 혹은 

엘리트층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먼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냉전 시기에도 이 소프트파워 증진 메커니즘이 계속되고 가장 

대표적인 유학생 사업을 통한 소프트파워 전략들이 냉전 시기부터 

시작했다. 미국 풀브라이트 사업은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풀브라이트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소련과 미국이 제3세계를 두고 외교전을 

펼칠 때쯤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외 개발원조, 평화주의는 

명분이었지만 국제적 교육교류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Phase 2 (2011-2015)). Putrajaya: 43쪽. 
122 Peyré. 2013: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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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전파가 미국의 의도였다. 1946년부터 시작한 풀브라이트 사업은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초청장학이고 이에 참여한 인원 전체에서 

200여명이 귀국하여 자국의 국가 원수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123. 그 중 

한국의 국무총리 3명이나 있다 124 . 이렇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의 정치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셉 나이는 파키스탄의 예를 든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무샤라프(فرشم)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할 때 그의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125 . 정치인은 물론 영향력이 있는 

기업가도 많이 배출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미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처럼 특정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유학생 유치 사업을 통해서 

외국 엘리트층과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맺는 것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외국 엘리트층을 통해서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교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유학생을 통한 

지도계층과의 관계 체결ㆍ유지 소프트파워 증진 메커니즘이 된다(아래 

그림 참고). 이렇게 1950년 콜롬보계획(Colombo Plan)의 일부로, 

반공을 목적으로 한 영국연방 장학제도가 호주를 주도로 해서 

도입되었다 126 . 이러한 취지로 시작한 장학금은 콜롬보와 로즈, 

풀브라이트, 등 많은 장학제도는 맥락이 바뀌었으나 냉전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아직 남아서 진행 중이다. 

 

123 Nye. 2005: 43쪽. 
124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United 

States. "The Fulbright Program." http://eca.state.gov/fulbright/fulbright-

programs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125 Nye. 2005: 42쪽. 
126 Downer, Alexander. 2005. "Launch of 'Australia and the Colombo Plan 

1949-1957," a Speech from the 'Documents of Australian Foreign Poli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ustralia: Canberra (5월 23일), 

http://foreignminister.gov.au/speeches/2005/050523_colombo_plan.html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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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유학생 교류의 소프트파워 증진 메커니즘 

(出處: Peyré 2013을 참고로 필자 작성) 

 

그런데 지도계층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기능할까? 특정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유학생 유치 사업을 통해서 

타국 엘리트층과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맺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외국 

엘리트층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외교관계를 뒷받침하는 통(通)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도계층과의 관계는 

곧 유학생이 큰 사람이 돼서 일종의 가교로서 타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된다. 유학생 로비잉(lobbying)이라고 불러도 

틀림없다고 하겠다. 생각이 좋은데 실천이 가능하냐고 지적을 받겠지만, 

사실상 이 전략은 이론적 내용이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결실을 낸 사례도 있다127. 

지도계층 관계를 통한 외교전략의 핵심에는 사람으로 구성된 관계망, 

곧 인간적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아무나 데리고 구성한 것이 아니라, 

발언에 힘이 있는 네트워크로서 전문가, 혹은 연륜이 있는 경험자로 

특징은 집단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공유돼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혹은 공동체는 하스(Haas)가 지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라고 부른다. 하스에 따르면 지식공동체란, 특정 분야에서 

127 Atkinson. 2014: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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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자격을 지녀서 그 분야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권위가 

있고, 인정받은 전문가의 네트워크이다128. 이런 지식공동체가 형성되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결정권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일이 있다면 지식공동체를 

일종의 자원으로 동원하듯이 문의를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능하는 지식공동체는 유학생 네트워크 이외에도 

이른바 싱크탱크(think tank),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정해진 기관이 없어도 초국가적 

지식공동체도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례가 있는데 바로 1972년 미소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 체결을 비준하도록 미국과 소련 정치인에게 

자문했던 지식인들이었던 것이다129. 

유학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졸업한다. 

그들 중에서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학생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식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서 훗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메커니즘은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지식공동체 

형성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공동체 모델이 될 수 

없다.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 지식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전문성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즉 지도계층과의 접촉점을 갖고 

비공식적 소식통을 형성해야만 메커니즘이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사례에 대해서도 지식공동체 모델의 

관점에서 지도계층 관계 구축을 들여다보는 것이 매력 전략론을 

검토하는 데에 중요하다. 

한국 유학생 유치 정책에서 유학생 경험과 외국 여론 영향력보다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은 지도계층과의 관계 체결과 유지라는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한국이 실시하는 정부초청장학 사업에서 볼 수 있다. 

정부초청장학 사업은 외국인이 한국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1967년부터 시작한 유학생 유치 

사업이다 130 . 1967~1994년에는 연간 평균 정부초청장학생 유치 

인원수는 아주 제한적인 11명에 그쳤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는 일년에 약 56명을 유치하게 되었다. 그 전환점은 

128 Atkinson. 2014: 45쪽. 
129 Atkinson. 2014: 47쪽. 
130 長島万里子. 2011: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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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이었는데 한국의 국제무역기구 가입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협상 때 논의되고 있던 교육의 산업화와 같은 시점이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4년부터는 꾸준히 정부초청장학생 수를 

확대해 가면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간 평균 

유치 인원수가 약 352명에 달했다 131 . 이는 물론 인원수가 많아지는 

만큼 예산 확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정부초청장학생 유치 사업은 

인원수만 는 것은 아니라 연차적 유치 인원수와 함께 2006년부터 학부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확대되었다 132 .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초청장학 사업은 1967년부터 

2005년까지의 38년 동안 971명 밖에 한국으로 유치하지 못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6년 만에 3033명 더 유치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사업이 커지면서 인원수만 아니라, 국적 수도 2배 

이상 다양해진 바가 있다133. 

 

[그림 5-1] 1967~2012년 한국 정부초청장학생 합계 인원수 

(出處: 교육인적자원부. 2007d: 50쪽을 참고로 필자 작성) 

 

131 長島万里子. 2011: 4쪽; 교육과학기술부. 2012a. 
132 교육인적자원부. 2007d: 50-51쪽. 
133 교육인적자원부. 2007d: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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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장학 사업은 지도계층 관계가 중요한 사업 과제이다. 

2007년 스터디코리아 발전 방안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기로 했고, 특히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과 

아시아권 국가 등 개발도상국과 지하자원부국의 미래 지도계층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의도를 밝힌 바가 있다134. 풀브라이트가 

하는 것처럼, 귀국 후 한국에 유리한 고위 인사가 될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자국의 풀브라이트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135 . 

풀브라이트가 60년 이상 운영되면서 국가대표 수 백 명을 배출했는데 

스터디 코리아는 아직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동창 중에 

필리핀 대법원 판사와 교수 약 340명이 있다는 것은 지식공동체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ㆍ배출하는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136. 위에서 살펴본 점을 생각해 보면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은 한국에게 외국 지도계층, 

혹은 엘리트층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한국 유학생 유치 정책 중 정부초청장학 사업 이외에 지도계층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기타협력 사업에 연계된 주한 유학 패키지이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서 유학생 유치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137. 그 중 

하나는 공적개발원조를 더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일조할 친한(親韓) 

전문가 육성이 있다. 친한 전문가 육성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 사업에서도 똑같이 제안하고 있다 138 . 그 방법은 지원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인사를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해서 그들의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유학 

패키지이다 139 . 결국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협력 사업에 직접적으로 

권한을 갖게 될 인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국내로 유치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유학을 통한 인맥 축적, 즉 지도계층과의 관계 체결 

134 교육인적자원부. 2007d: 50쪽. 
135 교육과학기술부. 2012a: 2쪽. 
136 교육과학기술부. 2012a: 3쪽. 
137 교육과학기술부. 2010d. 
138 교육과학기술부. 2010d: 352쪽. 
139 교육과학기술부. 2010d: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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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해당된다. 

한국은 유학생 유치 정책을 소프트파워 증진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의 전제가 되는 유학생 경험에 

대한 질적 보장과 여론 영향력 메커니즘, 지도계층과의 관계 

체결ㆍ유지라는 3 가지를 추진하는지를 위에서 살펴봤다.  유학생 

경험에 있어서 한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과 

시설 등 관련된 유학생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한발 더 앞서 유학생의 정서적ㆍ심리적 주한 

유학 경험을 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깨닫고 일부 노력을 취했다. 

유학생 유치를 통한 여론 영향력에 있어서도 한국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국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강하며, 그것을 대외적으로 잘 

하는지를 신경 쓰고 있다고 위에서 상술한 바가 있다. 한국의 

정부초청장학 사업은 4,000명을 넘고 대학원생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은 이렇게 큰 규모의 정부초청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데다가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기타 협력 사업에서도 주한 

유학을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협력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외국 인사를 국내로 유치해서 친한파(親韓派)로 만들려고 하면서 외국 

지도계층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행태를 모두 

종합해서 보면 한국은 세계경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학생 교류라는 

사업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매력을 발휘하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주로 유학생이라는 행위자를 향한 노력이지만 어떨 때는 

유학생을 통해서 타국의 국민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유학생 유치를 자국의 매력을 발휘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유학생을 2000년대에 유치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식공동체 형성은 자연스레 시작이 되었겠는데 지도계층과의 관계 

구축은 전략으로 삼아 추진하는가? 지도계층 관계 구축을 통하여 

외교력을 가지려면, 우선 지식공동체 형성부터 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고등교육제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목표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교육허브를 만들어서 "유학생과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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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곳"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140 . 다시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교육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학부생 비중이 커서 연구와 개발에 참여할 대학원생을 획득하는 

것을 중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식공동체는 전문적 지식의 공유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에 열중할 수 있는 대학원생을 획득하겠다는 

것을 일종의 지식공동체 형성 노력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취지가 조금 더 사업적이다. "대학원생 확대는 국가의 

인적자원과 지식사회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141 . 여기서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국가발전에 올인하는 데에 

이용하는 말레이시아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식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석ㆍ박사를 배출하려고 

대학원생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식공동체를 만들어서 다른 

신흥 유학생 유치국과 흡사히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해외우군, 혹은 지마파(知馬派)를 만들려는 것과 또한 

다르다.  

지식공동체로서의 해외우군을 만들어 지도계층 관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정부장학 사업에 대한 수사적 

단서가 드러나는 편이다. 풀브라이트, 독일교육교류서비스(DAAD: 

Deutsches Akademisches Austauschdienst), 한국의 정부초청장학금 

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문이나 홍보문서를 보면 우군을 만들겠다는 

뉘앙스의 언사가 많이 드러나 있다. 말레이시아도 국가가 직접 지원하여 

운영하는 장학제도가 있다. 그것으로 말레이시아 기술 협력 

프로그램(MTCP: Malaysia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과 

말레이시아 국제장학금(MIS: Malaysia International Scholarship), 

영국연방장학금 말레이시아 편(CSFP: Commonwealth Scholarship and 

Fellowship Plan) 총 장학금을 3가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 

어떤 장학금도 지도계층 관계구축을 통한 직간접적 정치영향력에 대한 

수사가 없다.  

CSFP는 영국연방 가맹국으로서 자국 학생을 다른 연방가맹국에 

140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Malaysia. 2010b: 6쪽. 
141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Malaysia.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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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수 있도록 자국으로의 유학도 교환처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MIS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고등교육부 추천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006년에 시작할 때 학생은 15개국에서 

왔지만 결국 100개국이 넘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다고 한다 142 . 그런데 

이 장학금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와의 특별한 인연이나 장기적 

정치영향력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무하다. 마지막으로 제일 크고 유력한 

말레이시아 국비장학금 프로그램으로 MTCP가 있다 143 . MTCP는 

136개국 넘는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참여해 왔다. 이 장학금은 

지식공동체 형성과 맞아떨어지는 조건으로 대학원생만 지원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이 장학금도 역시 암시된 정치적 영향력 목적 없이 

1980년에 시작할 때부터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외적으로 말레이시아 

고등교육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144.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에서 노골적으로 엘리트층을 누리고 있는 수단을 

브랜드 강화에 쓰고 있다. 그렇다고 지식공동체 형성과 지도계층 관계 

구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말레이시아의 고등교육 브랜드를 널리 퍼뜨리고 사업적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제4절 소결론 

 

유학생 유치를 매력 강화 전략으로서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두루 살펴보니 양국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매력 발휘를 위한 조건에 관심을 기울여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말레이시아는 매력보다 자국의 

교육 브랜드를 사업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업적으로 자국의 교육 브랜드를 다니는 것도 일종의 매력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외교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듯이 다른 

행위자를 끌어당겨서 자기 이익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대변하게 하거나 

142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Malaysia. 2007. 
14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Malaysian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MTCP)." http://mtcp.kln.gov.my/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14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Malaysian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M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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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끌어당김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고 발휘하는 매력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매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우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양국이 모두 유학생이 자국에 왔을 때 

하는 질적 경험을 중요시하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책에서 언어적으로 드러나듯이 한국이 유학생에게 자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심고 반한정서 등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자국이 제공하는 교육을 

서비스로 봤을 때 질적으로 좋게 평가를 받는가부터 생각하면서 

사업적인 목적으로 유학의 질적 경험을 보장하고 있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학생을 통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타국에서 

형성되는 여론을 주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여기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직접적인 여론주도 언급, 혹은 그것만을 위한 

행보를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학생 

관련 연구를 봤을 때 부정적 여론 형성 때문에 국가 수준의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 그 부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145 . 이 때문에 여론주도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국은 

인식을 갖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거기서 생각하는 부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자국의 매력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도계층과의 관계 구축을 통한 매력 강화 가능성을 

살펴봤다. 여기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모두 기능적으로 

지도계층과의 관계를 향후 누릴 수 있도록 국비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들여다봤을 때 브랜드 

강화, 그리고 경제적인 인풋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향후 인재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지도계층 관계구축으로 유명한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본을 땄다고 

하면서 국비장학제도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지한파(知韓派)ㆍ친한파(親韓派)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학생 수와 그들 출신의 지역적 

145 구자억.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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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계속 늘고 있다. 

유학 경험의 질적 보장과 여론주도, 지도계층 관계구축이라는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매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3가지 

영역에서 비교적으로 얕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은 유학 경험의 질적 보장도 그렇고, 여론주도와 지도계층 

관계구축도 그런데 늘 자국이 갖고 있는 대외적인 위상, 혹은 자국의 

매력을 고민하는 부분들이 줄곧 드러난다. 이 점에서는 한국이 매력 

강화 전략만 추진하기 위해 유학생을 유치한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매력 강화 전략을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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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네트워크로서 유학생 유치 
 

제1절 네트워크 분석의 중요성 

 

제2장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모두 90년대 중반쯤부터 

세계경제의 통합과 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 네트워크 등장, 

지식기반경제의 등장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첨예화된 세계화로부터 

경제적 표준의 형태로 구조적인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진적으로 교육정책 개혁을 실시하여 

고등교육제도를 민영화하고 개방시킴으로써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유학생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매력전략론을 검토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에 20세기 전통적 교육외교 방식을 적용했는지를 살펴봤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모두 자국이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유학 경험을 질적으로 

개선하면서 자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교육 브랜드를 사업적으로 신경을 쓰는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20세기 교육외교에 부합한 

소프트파워 형식과 같이 해외 우군 구축과 지도계층 영향력 확보를 

꾀한다는 것을 알았다. 

제2장의 구조적 압력론과 제3장의 매력전략론에 대한 검토는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가 왜 비슷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고, 더 깊이 

파고들어서 이 두 사례를 분석하려면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를 조명하기 위해서 각국의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다. 

국가행위자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이든 공통된 이익이든 유학생 유치에 

관계된 기타행위자를 알아내서 네트워크상의 위치와 관계를 파악하면, 

각 행위자가 하는 역할과 유학생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로를 밝혀서 

각국의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5장에서 나오듯이, 더 나아가서 구조 안에서 행위자 집합체로서 각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적인 차원을 분석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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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다. 그러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노드와 링크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제2절 네트워크 구조와 행위자 

 

21세기에 유학생을 유치하는 네트워크는 어느 나라를 봐도 단순한 

모습이 아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국가행위자 

속의 정부기관주체들뿐만 아니라, 공립비영리기관, 사립비영리기관, 국내 

사립과 국립 고등교육기관, 해외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학생 등 

행위자가 다종다양하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제4장에서 유학생 유치 활동이 시작할 

때부터 학생에 국내에 체류할 때까지 유치 과정 전체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를 확인해서 서로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을 

요한다. 이 연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작업을 가능한 

만큼 조명하기 위해서 다분야에서 자료를 소집해서 분석하고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일일이 찾아낸 결과이다. 행위자의 다양성이 표현하기 

어려우나, 크게 봤을 때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고등교육기관이라는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하위 분류도 

가능하고 종류별 양적인 비중이 다양하나, 각 분야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와 행태적 공통점을 생각하면 행위자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축(軸)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정부기관으로 형성된 정부 축, 비영리단체로 

형성된 단체 축, 교육기관으로 형성된 대학 축, 그리고 영리기관으로 

형성된 기업 축을 순서대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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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그림 6-2]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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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축 

 

[그림 6-1]과 [그림 6-2]는 각각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정책 준비, 혹은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와 그 과정에 있어서 

행위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행위자 유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영역은 주황색으로 된 정부 축이다. 한국은 크게 기관 

4개로 청와대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데에 비해 

말레이시아는 총리실과 과학기술혁신부(KSTI: Kementerian Sains, 

Teknologi dan Inovasi), 무역부(MaTrade), 내무부(KDN: 

Kementerian Dalam Negeri), 외교부(KLN: Kementerian Luar Negeri), 

그리고 고등교육부(Kementerian Pendidikan Tinggi)로 총 6개의 

정부기관에다가 말레이시아 정치체제 특성상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정부와 시정부 기관이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행정권, 혹은 

국가발전정책 변화에 따라 간혹 개편으로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의 구성이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2004년에 말레이시아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부가 분리된 것을 

제외하면, 정부 축에서 기관이 변하는 것은 주로 명목상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146. 이렇게 정부 축의 노드를 분석했을 때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한국보다 말레이시아가 더 많은 정부기관이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드를 보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노드들이 축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관계와 축 외부로 

이어지는 관계를 살펴보자 

말레이시아의 정부 축 행위자의 관계는 한국보다 살짝 복잡한 

상태이다. 한국은 참여하는 기관이 4개가 있고 각 노드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 정부 축은 총 6개의 링크를 갖고 있으며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부기관 행위자가 통합도가 100%인 관계망을 

보이는 듯싶다. 하지만 모든 정부기관이 반영돼 있지 않아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부기관끼리만 그렇다는 말이다. 말레이시아는 정부 축 

행위자는 노드가 7개로 더 많은 만큼 통합도가 한국보다 낮아 보이는데 

146 대한민국 행정권에 따라 정부 부서가 조직적 개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였다가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후 2008년에는 과학기술부와 통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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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가 10개가 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만큼 통합도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 축에는 한국 정부 축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해당되는 과학기술혁신부(KSTI: Kementerian Sains, 

Teknologi dan Inovasi)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와 시정부가 

있어, 참여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정부 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자기 영역 이외의 단체 축, 대학 축, 기업 축, 국외 행위자와 

갖고 있는 링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링크, 혹은 관계의 구성을 

파악하면 각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정부 축이 갖고 있는 상대적 

중요성과 그 행위자들이 맡는 역할의 특징을 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네트워크를 보면 정부 축에서 다른 축이나 네트워크 밖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는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청와대 이외에 없다.  

외교통상부는 직접적으로 외국과 외교공무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공립 비영리단체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외국 

정부주체와 해외대학, 그리고 학생들까지 2촌 관계를 맺어 유학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147 .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사관과 영사관에 배치된 

교육관(敎育官)을 통해 정부초청장학생 유치 등과 같이 유학생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48 , 자기 관할 하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NIIED: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이라는 책임운영기관과 상호작용을 갖고 있으며 그곳을 통해 

유학생 유치 정책과 유학생 담당, 관리 등 관련된 업무를 2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149 .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유학에 관련해서 자기 축 

밖으로 맺고 있는 링크가 없으나, 청와대는 있다.  

청와대는 총리를 통해서 외국과 직접적인 상호작용도 하고150, 산하 

정부기관을 통해서 외국과 물론, 직접 설립한 기관을 통해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펼쳐왔다. [그림 6-1]에서 표시된 

비영리단체인 세종학당은 대통령 명령으로 설립돼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147 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148 Study in Korea http://www.studyinkorea.go.kr/en/main.do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149 국립국제교육원. 
150 교육인적자원부. 2007a. "한국 교육 세계로 수출… 유학생 유치 인프라도 

개선 - 노 대통령 순방 맞춰 한-사우디 고등교육 교류약정 체결". 보도자료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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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고,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고, 

경우에 따라 만든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유학으로의 경로로서 유학생 유치 경로와 관련된 인프라에 보태고 

있다 151 . 청와대가 정부 축 밖으로 갖고 있는 두 번째 링크도 

공립비영리단체이다. 외국대학의 국내분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할 

곳을 만들려고 국가경쟁강화위원회와 상의해서 2007년에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이다 152 . 요컨대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는 정부 축이 직접적으로 국외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적다. 그리고 더 두드러진 것은 산하 공립기관으로서 단체 축에 

있는 비영리단체 행위자 이외에는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내부 다른 축의 

행위자와 1차적인 상호작용하는 단 한 링크도 없다는 것이다. 

[그림 6-1]과 [그림 6-2]에서 볼 수 있듯이, 말레이시아는 정부 

축이 네트워크 내부의 다른 축, 네트워크 외부의 행위자와 맺는 관계가 

한국보다 많고 그 구도를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엉킨 실타래를 풀듯 

어렵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내부의 다른 축, 혹은 외부 

행위자와 관계를 가장 적게 맺고 있는 정부기관은 

과학기술혁신부(KSTI: Kementerian Sains, Teknologi dan Inovasi)과 

MaTrade(무역진흥원)이다. 둘 다 다른 축의 노드로 이어지는 링크가 

없다. MaTrade는 물론 통상부로서 일반적으로 다른 외국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으나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담당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링크가 

없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MaTrade는 유학박람회와 같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EMGS라는 단체에게 사무소를 빌려주거나 행사장을 자기 

명예로 확보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로 고등교육부(KPT: 

Kementerian Pendidikan Tinggi)를 통해서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링크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KSTI과 MaTrade 

다음으로 외국분교와 한 링크를 맺고 있는 총리실이 있다153.  

151 세종학당 http://www.sejonghakdang.org/ (검색일: 2014년 11월 15일). 
152 인천광역시장. 2009.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건립사업안. 
153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연방제의 특성상 주정부와 시정부는 총리실과 

행정적으로 위계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외국대학 분교 유치 활동을 하는 

시정부는 주로 Iskandar EduCity와 같은 국가 규모의 개발계획 때문에 

협조에 불가피필수적으로 응하기 때문에 정부의 축에 포함돼 있다고 본다. 

Abdullah, Doria & Mohd Ismail Abd Aziz. 2014. “Malaysia: Becoming an 

Education Hub to Serve National Development,” in Jane K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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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노드의 대외 링크는 외국대학의 분교 유치와 관련돼 있다. 

외국대학이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분교를 두려면 총리의 초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초청은 주로 직접적으로 요청되지 않고 KPT, 

혹은 주정부나 시정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154 . 

말레이시아에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국과 유사한 업무를 맡은 

내무부(KDN: Kementerian Dalam Negeri)는 주로 유학생을 위한 

비자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 축 밖으로 외국정부와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외교부(KLN: Kementerian Luar Negeri)는 

외교공무를 통해 유학생 업무를 돕다는 점에서 외국정부 및 학생과 

관계를 맺고 있다. KLN은 대사관에서 유학생을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해 

왔으며, 외국정부와 직접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국가적인 협조를 

촉진한다155.  

그런데 말레이시아 정부 축에서 다른 축, 네트워크 외부로 

두드러지게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부(KPT: 

Kementerian Pendidikan Tinggi)이다.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정부 축에서 비슷한 관계적 위치에 있는 정부기관 행위자를 찾을 수 

없다. KPT는 정부 축 이외, 그리고 국외에 있는 모든 노드와 링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축을 단체 축, 대학 

축, 기업 축, 그리고 국외 행위자와 핵심적으로 매개해 주는 

징검다리이다.  

우선 KPT는 유학생 유치 정책을 개발하는 주된 행위자라는 점이 

중요하다. 총리실의 주도로 연방정부에서 채택된 방대한 국가발전계획에 

자기 업무를 맞춰가는 차원에서 KPT가 유학생 유치 정책을 새워 

추진한다. 정책 준비 과정에 KPT가 다른 축의 노드와 상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면담, 간담회, 위원회 등 형태로 KPT가 민영기업과 

국영기업,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 외국분교, 사립대학, 국립대학, 

그리고 주정부와 시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유학생 유치를 하도록 정책을 총리실의 방침에 맞춰 수립해서 

추진한다156.  

(ed.), International Education Hubs. Dordrecht: Springer. 
154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155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156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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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학생 유치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KPT는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단체 축을 유일하게 형성하고 있는 

EMGS(Education Malaysia Global Services)를 설립했다. EMGS는 

원래 KPT 안에 속했던 유학생 유치 홍보 부서로 있었지만 정부기관이 

느끼는 한계를 극복해서 더 폭넓은 활동으로 다른 축과 협력하여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EMGS를 분리시켜서 함께 전략적 

동반관계로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 157  KPT가 단체 축과 갖고 있는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축과 갖고 있는 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유학생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학생을 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같은 기관으로서 

KDN(Kementerian Dalam Negeri)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바로 KPT의 추천이다. 즉, 고등교육기관이 

유학생 유치 활동을 가능케 하고 그것에 대한 질적 통제를 하는 기관은 

바로 KPT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KPT는 대학 축의 양과 질, 그리고 

대학 축의 행위자들이 맺는 링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요컨대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정부 축을 보면, 

처음에 한국의 정부 축이 더 깔끔해 보이고 통합도가 높아 보인다. 

하지만, 노드의 배치와 관계를 들여다보면 한국보다 말레이시아 

네트워크의 정부 축이 다방면으로 링크를 맺고 있고 다른 축과 외부 

행위자와 상호작용이 많다. 게다가 KPT에 해당되는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는 거의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다른 축과 국외 

행위자와 2차적으로 맺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네트워크의 정부 축을 

다른 영역들과 매개해 주는 중심적 정부 축 노드는커녕 전체 네트워크상 

매개체를 전담하는 노드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대비된다. 

 

2) 단체 축 

 

정부 축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각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단체 축이다. [그림 6-1]과 [그림 6-2]에서 파란색 

157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Education Malaysia Global Services 

http://educationmalaysia.gov.my/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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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가 모두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이들은 공립 비영리단체로서 한 때 정부의 주도 하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단법인인 재단으로서 기본법이나 정관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주로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158 . 이 때문에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축으로 따로 분류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림을 보면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단체 축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은 비영리단체 4개가 있는 데 비하여 말레이시아는 하나이다. 

그런데 한국의 4개 비영리단체가 더 많다는 이유로 더 효율적이라고 

섣불리 오판하기 십상이다. 단체 축의 노드와 링크를 자세히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일단 단체 축에 있는 각 노드를 살펴보자. 말레이시아는 EMGS 

밖에 없지만, 한국은 세종학당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NSICD: 

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LLC), 

한국구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NIIED: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이 있다. 세종학당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한국문화와 언어를 보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해외대학과 협력을 한다. 한국어 교육과정 제공이나 한국어학과 개설과 

운영해 준다. 세종학당은 국립국제교육원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운영하고 있어서 국립국제교육기관과 링크가 있다. 

그런데 이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이 유학에 필요한 조건이어도, 유치 활동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표시된 보라색 동그라미와 링크가 

없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는 세종학당과 같이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공립 비영리단체이다. 외국대학의 분교를 초대해서 송도에 있는 

외국대학 국내분교 단지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일이 본업이다. 설립된 

이후로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려고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몇 개 

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년 간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159  2000년대에 성공적으로 유치한 외국분교는 

하나도 없다160. 다음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58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국제교류재단; 세종학당; Education Malaysia 

Global Services; 국립국제교육원. 
159 인천광역시장. 2009. 
16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http://www.sguc.co.kr/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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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산하 공립기관으로 외교공무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정부와 외국대학과 직접 협조해서 유학생에게 교류사업을 

계획해서 실시한다. 이 때문에 KF는 외교통상부를 국외에 있는 

행위자와 관계를 부수적으로 돕는다고 볼 수 있다161. 

그런데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단체 축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노드는 국립국제교육원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1962년에 설립된 당시, 

서울대학교 소속 부서로서 재일동포를 모국에 데려와서 교육시키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한국은 교육이 점점 

자유화되는 국제정세를 파악하여 이 기관을 1992년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독립시켰고 주 사업으로 국제교류를 맡겼다.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장학과 교류 사업을 모두 교육부 관할 아래에서 

실시하는 이 기관은 곧 2008년에 개명하면서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이 

되었다. 현재 담당하는 사업으로 GKS국제교육교류 내실화, 유학생 유치 

 초청  관리 기반 체계화, 재외동포 교육지원 강화,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 외국어 공교육 지원 내실화 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자국의 교육시스템을 세계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있다 162 . 이와 같이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를 맡는 

국립국제교육원은 그나마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갖고 있는 

링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비교적으로 모든 축에 있는 모든 

행위자보다 링크가 많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축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링크를 

맺고 있고, 정부초청 장학생과 교환학생을 대학에 배치하는 업무 때문에 

학생과 대학과 링크를 맺고 있다. 그리고 대학들이 해외에서 유학생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개최하고 박람회에 대학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인 대학 축 행위자들과 

링크를 맺고 있다. 대학 축이 해외에 있는 외국정부와 외국대학들과 

교류가 많아지도록 양해각서를 추진하고 자매결연관계를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밖에 있는 외국정부와 해외대학과 링크를 맺고 

있다 163 .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들, 그리고 

외국 정부와 학생을 모두 연결하는 허브와 같은 존재로서 한국 

161 국제교류재단. 
162 국립국제교육원. 
163 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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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주된 매개체 노드이다. 그런 면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결론 내려도 될 듯싶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단체 축을 보면 앞서 말했듯이 

EMGS라는 노드 하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노드는 한국 네트워크의 

국립국제교육원과 유사하게 중요한 매개체이다. 심지어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보다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이 

KPT에서 소속돼 있는 부서가 독립되면서 설립된 EMGS는 KPT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KPT가 유학생 유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학과 유학생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등 크게 협조해 준다 164 . EMGS는 비영리단체이지만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들과도 관계가 긴밀하다. 외국분교와 국내 

기업을 협조할 수 있도록 중개하기도 한다. 대학 축과의 협력도 

활발하다. 대학의 유학 프로그램과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한 정보와 

통계를 주기적으로 수집한다 165 . 그리고 자카르타와 호찌민, 베이징, 

두바이에 홍보원을 갖고 있어서 대학을 위한 홍보 마당을 마련해 주고 

말레이시아 유학에 대한 홍보와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166. 

이 때문에 학생과의 링크는 물론, 국립대학과 외국분교, 사립대학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학 축과의 협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그리고 경우에 따라 

외국분교를 해외에 있는 대학과 매개해 주는 역할도 한다. 국내에 있는 

대학이 해외고등교육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양해각서를 쓰거나, 

교류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EMGS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국내에 있는 대학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디 갈 

줄 모르면 EMGS가 나서 준다 167 . 대학을 돕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 EMGS는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다른 노드보다도 대학 축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한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단체 축을 

보면 중요한 역할을 맡은 노드가 있다. 한국은 세종학당과 

국립국제교육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도 있지만, 유학생 유치 

164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165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166 杉村美紀. 2008: 18쪽;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167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Education Malaysia Glob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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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성이 있고 링크를 많이 맺은 행위자는 바로 단체 

축의 국립국제교육원이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달리 단체 축이 

단일적으로 EMGS로 형성돼 있지만, 한국과 비슷하게 이 단체가 

중심성이 높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KPT 다음으로 

제일 많은 링크를 맺고 있고 KPT처럼, 정부 축과 대학 축, 기업 축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요컨대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단체 축이 비교되는 차이점은 한국은 행위자 4개로 더 많은 

비영리단체 노드를 갖고 있으나 그들이 서로 잘 통합돼 있지 않고 다른 

축으로 이어지는 링크가 적은 데에 반하여, 말레이시아는 행위자 

하나만으로 많은 다른 축 모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중심성과 

통합도가 높다는 점이다.  

 

3) 대학 축 

 

정부 축과 단체 축 다음으로 대학 축을 살펴보자. 우선, 대학 축의 

행위자 구성으로 국립대학, 사립대학, 외국분교가 있다. 그리고 물론 

국외 행위자로 해외에 있는 해외대학이 있다. [그림 6-1]과 [그림 6-

2]에서 표시된 이 행위자 종류 4가지보다 실제로 네트워크에 활동하고 

있는 대학 행위자가 숫자적으로 무궁무진하다. 한국도, 말레이시아도 

1990년대 중반부터 고등교육개혁을 통하여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뒤, 양국에서 사립대학 붐이 이루어져서 2000년대에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168 .  그런데 개별 대학으로 

보는 작업이 논문의 범위를 넘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대학 유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대학 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노드가 

있다.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외국대학 분교이다. 이들은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목표는 각각 대학별로 다르다. 국내 대학의 

경우를 봐도 경북전문대학처럼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여 자기 대학의 

브랜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대학도 있고 학교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는 

대학도 있다 169 . 덜 산업적인 목표로 한양대학처럼 

168 김지훈 외. 2012: 202쪽; 太田浩. 2010: 23쪽. 
169 김선태. 2005.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의 재검토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 정책을 중심으로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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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파(知韓派)ㆍ친한파(親韓派)를 배출하기 위하여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대학의 연구인력을 높이려는 대학도 

있다 170 . 어떤 목표로 유학생 유치를 하든 간에 사립대학, 국립대학, 

외국대학 분교라는 대학 축 행위자는 모두가 단체 축에 있는 행위자를 

정부와의 매개체로 삼아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링크를 맺고 

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경우에는 그것이 국립국제교육원이고, 

외국분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이다. 

앞서 말했듯이 대학 축의 대학 행위자는 모두 해외에 있는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고자 자매결연과 양해각서, 교육과정 개설 등 

형태로 해외대학과 링크를 맺고 있다.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면서 

해외에 분교도 두고 국내에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상호작용을 

살펴보자. 한국 대학은 분교를 설치하면서 해외에 캠퍼스를 두는 것과 

외국 대학과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합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외국 

대학 내에 하위과정이나 학과를 개설하는 해외진출 방식이다. 중국은 

특히 이런 전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고려대학교는 중국에서 

학회관(学会管)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대진대학교는 2005년부터 

캠퍼스 분교를 두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2004년에 중국 

복단대학교(复旦大学)와 중국전문대학원을 공동으로 신설했고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지원을 받아서 칭화대(清华大学) 내부에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171.  

물론 중국 이외의 협력도 있다. 고려대학교의 국제대학원이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와 함께 운영하는 합작 

석사과정 172 , 성균관대학교가 포담 대학교 법학대학원(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과 국내에서 함께 운영하는 하계 계절학기 

프로그램 173 , 등 미국 및 타국 대학과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이런 대학간의 상호작용은 한국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관계망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쪽. 
170 김선태. 2005: 24쪽. 
171 이경자. 2013.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 中國學論叢 Vol. 41: 

311쪽. 
172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http://www.american.edu/sis/sisabroad/graddual/ku.cfm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173 Mok & Kar. 2014: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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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학 경로와 입지를 만들어 준다. 

이러한 해외 교육기관 협력은 대학 축 행위자들 사이에 상당히 

경쟁적이다. 대학들이 현재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맺고 있는 협력관계를 

보면 그 규모가 1990년대부터 크게 확대됐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1996년에는 각국 19개국에 있는 270개교, 16개국에 있는 

68개교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었다(이경오 1996, 80).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는 각각 37개국에 514개교와 38개국에 520개교에 달했다174. 

해외 대학과의 협력관계와 유학생 수가 국내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데에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 대학들은 1994년에 중앙일보, 2009년에 

조선일보가 대학순위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부터 특별히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해외 대학들이 한국대학과 관계를 

맺고 2차적으로 유학생을 한국에 유치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대학 축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와 하는 상호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의 링크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국립국제교육원과 같은 단체 축 행위자의 협력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나, 대학 축 행위자는 박람회와 같은 형태로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람회 개최와 참여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정부가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개최하거나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통계적으로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참여한 박람회를 추적하기가 어려우니, 집단적으로 대학들이 

참여한 박람회를 보는데 이 박람회 위치를 지역적으로 [그림 7-1]에서 

보여주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협력을 통하여 대학 축 행위자들이 

참여한 박람회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평균증가율이 10%에 

달한다. 총 26개국에서 참여한 박람회 수가 84개나 된다175. 

 

174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175 Stud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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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2008~2014년 한국 유학 박람회 

(出處: Study in Korea; 국립국제교육원을 참고로 필자 작성) 

 

그리고 이런 박람회는 그리 작은 규모가 아니다. 2014년에 

베트남에서 한국이 개최한 한국유학박람회만 해도 한국 대학 45개교가 

참여했고 베트남측 방문객이 1,500명 넘었다. 그들에게 한국유학이 

어떤 것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재학중인 베트남 유학생 대표도 데리고 

가서 발표시키기도 했다176. 이런 현장에서 학생 말고 교수와 외국 대학 

대표자,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기 때문에 대학 간의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대학 축 행위자로 

외국분교가 있다. 기존연구에서 허브구축 전략 중 많은 관심을 받는 

방법으로서 해외 대학 분교를 유치하여 설치하는 것은 특히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려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한다 177 . 

한국은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유치는 지리적으로 한정돼 있지만 

2000년대에 인천의 송도와 제주시에서 설치하며 활성화하려고 했다.  

2003년 3월 31일에 한국은 교육제도를 개방하는 법률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자율적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국내 교육관법에서 제외해 주는 

식으로 수많은 지원과 동기부여로 해외 대학의 국내 분교를 유치하려고 

176 Study in Korea. 
177 Knight. 2011: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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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다 178 . 하지만 성과가 없었다. 제주 말고도 송도에서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분교를 유치하려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도 있다. 

2009년에 계획이 확된 되었는데 현재 100대 외국명문대 분교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179. 그 목적달성이 아직 매우 멀기는 

하지만 현재로서 송도에 들어오기로 결정된 대학은 총 2개국의 4개교가 

있다. 그러나 이 외국부교는 2010년대에 접어들어야 진출할 수 있었고, 

섭외되는 과정 중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과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처럼 

금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진출을 사양하거나 180 , 

캘리포니아주립대학과 조지아기술대학(Georgia Tech) 등 대학처럼 

양해각서를 쓴 뒤로 진출이 미루어지다가 조용히 사라진 경우도 있다181. 

2011년에는 미국의 한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n), 2013년에는 

미국의 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와 벨기에의 

겐트대학교(Ghent University), 2014년에는 미국의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182. 요컨대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대학 축은 국립대학, 사립대학, 외국분교 

행위자가 모두 [그림 6-1]에서 표시돼 있으나, 사실상 외국분교는 

진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유학생 유치 활동이 저조해서 아직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변두리에 있다. 이와 달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은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단체 축 행위자와 함께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대학 

축에서 가장 활발한 노드라고 봐야 한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대학 축은 한국과 같이 

국립대학, 사립대학, 외국분교라는 행위자가 있지만 다른 축에 있는 

178 김장기와 지경배. 2007. "교육개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대응 –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Vol. 21 No. 3: 84쪽. 
179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80 Down, Dale. 2009. “Malaysia: Future hub of inter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World News (9월 6일).  

http://www.universityworldnews.com/article.php?story=200909032037568

38 (검색일: 2014년 6월 30일).  
181 지식경제부. 2010. “내년부터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외국대학 입주 본격화.” 

보도자료 (12월 16일). 
18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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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혹은 네트워크 외부의 행위자와 맺고 있는 관계는 [그림 6-

2]만 봐도 한국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대학 축에서 가장 활발한 행위자는 틀림없이 

사립고등교육기관이다.  사립대학이 500개교 넘어도, 유학생을 유치해서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은 약 290개교가 있다 183 . 이는 

자본조달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 자기 운영자금을 알아서 조달할 

필요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학비를 얻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국민을 소비자 대상으로 삼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외 

소비자까지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과 홍보 전략, 그리고 매력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고등교육기관에 비하여 사립고등교육기관은 재적 

외국인 학생수가 높게 나오고 말레이시아가 국제적으로 챙기는 외국인 

학생 소비자의 대부분이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몰린다184. 아래 [그림 8-

1]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유학생 확보율이 80%에 달했던 

2002년에 비해 2000년대에 줄었다가 2009년에는 70%에 달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립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유학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다는 뜻이다185. 

사립고등교육기관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 가장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원래 말레이시아 국내 학생에 

맞춰서 개발한 트위닝(Twinning) 프로그램이다. 트위닝은 유학과 

교환을 하는 전통적인 대학결연을 혁신한 ‘부분유학제도’으로서, 3년 

학제에서 1년에서 3년을 국내나 해외에서 보내면서 외국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86 . 다시 말해서, 유학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하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자국 대학에서 교육과정 전체, 혹은 

일부를 국내에서 수료하여 외국대학의 고등교육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가끔 트위닝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부르지 않고 

국내에서 몇 년을 보내는지에 따라 1+2, 2+1, 3+0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도 있다. 

183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184 김지훈 외. 2012: 214쪽. 
185 김지훈 외. 2012: 204쪽. 
186 杉本均. 2009. "マレ―シア、 高等教育政策の歴史的転換”、馬越徹 (編)、『ア

ジア・オセアニアの高等教育』 玉川大学出版部: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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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2010년 말레이시아 국내 대학 유형별 외국인 유학생 비중 

(出處: 김지훈 외. 2012: 204쪽를 참고로 필자 작성) 

 

그런데 처음에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트위닝 

프로그램은 같은 이유와 논리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1980년대에 시작한 트위닝 프로그램은 해외 유학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자의 교육비용에서 20~40%를 절약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187. 1980년대 민영화와 1990년대 중반 고등교육 

산업화 이후로 사립대학들이 많아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소비자를 

확보하려고 서로 겨루었다. 1990년대에 후반 금융위기를 겪어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해외유학의 교육비용을 더 부담으로 느꼈다. 트위닝 덕분에 

영미권 대학의 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대학들이 있었고 

그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40%나 절하한 링깃(Ringgit)으로 내는 것이라 

매우 경제적이었다. 이때부터 트위닝을 생각하고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을 

찾아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점점 늘었기 때문에 사립대학 쪽에서는 어느 

학교의 학위를, 얼마나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크게 신경을 쓰게 

되었다 188 .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트위닝 프로그램은 사립대학에게 

외국인 유학생을 통하여 수익창출을 확보해 주고 생존 전략이 되었기 

때문이다 189 . 그 결과, 2002년에 사립대학 534개교 중 3분의 2가 

187 杉本均. 2009: 87쪽. 
188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189  Lee, Molly. 2003. “International Linkages in Malaysia Privat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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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닝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을 정도였다. 사립대학은 이렇게 트위닝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생은 물론 외국대학과의 관계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학 축에서 노드를 국립대학보다 더 다양하게 소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축에 참여하는 두 번째 고등교육기관 유형은 국립대학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국립대학은 원래 교육제도의 정수리에 있는 기관으로서 

가장 훌륭했고 오늘까지 국내에서 제일 랭킹이 높다. 그런데 실제로 

1990년대 이후로 사립고등교육기관의 활약에 밀려 사립대학만큼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레이시아의 

국립대학들은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대학 축에서 노드로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안 된다. 말레이시아의 국립고등교육기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외국대학과 협력관계를 모색해 왔다 190 . UKM(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ㆍ말레이시아국립대학교)과 UTM(Universiti 

Teknologi Maraㆍ마라폴리테크닉대학교)은 각각 2003년에 독일의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Universität Duisburg-Essen), 그리고 

2011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과 결연을 맺어서 공학 쪽으로 협력한다 191 . 주로 

과학기술에서 외국대학과 협력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국립대학의 행보가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실천하려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듯싶다. 하지만 결국 국립보다 사립고등교육기관이 더 많은 대외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이다. 

사립과 국립고등교육기관 이외의 말레이시아의 대학 축에 참여하는 

노드 유형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외국 고등교육기관이다. 

외국분교는 앞서 다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과 달리, 새로운 노드를 

소집하는 역할을 하지만,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일부인 

대학 축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는 상술했듯이 자기가 그곳에 소집된 

측면도 있는가 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편입한 

부분도 있다. 하여간, 외국대학은 말레이시아 대학과 결연을 해서 

트위닝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직접 말레이시아에 분교를 두든 

Educatio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Winter), Center for Higher 

Education Boston College: 78쪽. 
190 Abdullah & Ismail. 2014: 113쪽. 
191 Abdullah & Ismail. 2014: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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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때문에 대학 축 노드로서 

활용하며 자기도 노드를 소집한다고 봐야 한다. 

외국대학 분교는 토종 말레이시아 대학에 비해 학비가 더 비싸지만, 

트위닝 프로그램과 흡사히 영미권에서 학비를 전액 내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통 유학생 유치국 유학보다 교육비용 

지출을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게 해 준다 192 . 이렇게나 경제적으로 

영미권 대학의 학위를 딸 수 있다는 것은 말레이시아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외국대학 분교의 노드소집은 학생을 직접적으로 유치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고등교육 네트워크에 기업을 더 깊이 끌어당기기도 한다. 

분교를 두었을 때, 유학생이 말레이시아를 더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생겨서 인프라 개발 수요가 수반된다. 이와 함께 학생을 

인재로서 육성하여 배출한다는 점은 장기적 수익창출을 뜻하기 때문에 

기업과 현지정부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아래의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대학이 말레이시아에 

분교를 둘 때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로 현지 기업이나 

정부기관을 파트너로 삼아 손을 잡고193, [그림 6-2]에서 기업 행위자와 

주ㆍ시정부와 링크를 맺고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외국분교를 두고 

나서, 모내쉬(Monash)와 노팅햄(Nottingham)대학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 있는 다른 사립대학과 학점이수 프로그램이나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분교 동그라미와 사립대학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링크도 있다194. 

 

192 Arachi, Diana. 2005. Foreign Branch Campuses in Malaysia: State Action 

and Consumer Choices Revisited. M.A. Dissertation, Lund University: 

15쪽. 
193 Abdullah & Ismail. 2014: 112쪽. 
194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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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1990~2000년대 말레이시아 외국대학 분교와 협력사 

(出處: 각 대학 사이트195를 참고로 필자 작성) 

 

앞서 살펴본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대학 축은 

같은 유형의 행위자가 골고루 있지만, 그들이 다른 축에 있는 행위자와 

협력하는 양상이 달라, 맺고 있는 랭크의 수와 네트워크상의 중심성이 

다르다. 한국은 말레이시아만큼 외국분교가 활성화돼 있지 않고 

2000년대 기준으로 부재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국립대학이 아직 정부 축에 가깝게 머물고 있으나, 사립대학과 

외국분교가 단체 축 행위자와 정부 축 행위자, 기업 축 행위자,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의 해외대학과 학생, 외국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어 유학생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유형의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이는 한국 

네트워크에서 보듯이, 단체 축 행위자인 국립국제교육원과 네트워크 

외부의 해외대학과 관계를 맺는 데에 링크가 그치는 대학 축 행위자와 

대비된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대학 축은 

전면적으로 다른 축과 협력하면서 더 많은 링크를 갖고 있어, 네트워크 

전체에서 더 높은 통합도와 더 무게 있는 중심성을 지니고 있다.  

 

4) 기업의 축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축 별 분석 마지막 

195 Monash University http://www.monash.edu.my/ (검색일: 2014년 11월 

15일); Curtin University http://www.curtin.edu.my/ (검색일: 2014년 11월 

15일); University of Nottingham http://www.nottingham.edu.my/index.aspx 

(검색일: 2014년 11월 15일); Swinburne University 

http://www.swinburne.edu.my/ (검색일: 2014년 11월 15일); Newcastle 

University http://www.ncl.ac.uk/numed/ (검색일: 201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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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기업 축이다. 기업 축 행위자와 관계 배치를 보고 깊숙이 분석할 

필요없이, [그림 6-1]과 [그림 6-2]를 얼핏 훑어보기만 해도 한국과 

말레이시아 차이점을 놓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한국 네트워크에는 

정부 축이 없는 데 반하여 말레이시아는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의 외국기업 행위자까지 총 행위자 3가지가 있다는 

점이다. 더 살펴보기 전에 말레이시아는 기업계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짚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민영화를 겪었으나, 말레이시아의 

지도자 중에 마하티르(Mahathir)라는 총리가 자기 국가발전 구상인 

와와산(Wawasan) 196 을 실현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반에 집권할 

때부터 정부가 기업과 협력을 잘하는 국가운영방식을 택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계와 연례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계에 도움되는 

정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관행이 있다 197 . 이 국가운영 

방식의 차이점 때문인지,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기업 행위자가 하는 몫이 있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기업 축에 참여하는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은 외국분교를 유치할 때, 모내쉬대학의 경우에 

썬웨이(Sunway)그룹이 단지에 자리를 만들어 주고 썬웨이칼레지와 

관계를 맺어 주면서 직접 지원을 해 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법인의 현지 후원자 겸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직접 자기 

196 이 연구 제2장 37~38쪽에서 설명돼 있듯이, 와와산(Wawasan)은 토종 

민족 뿌미푸트라의 언어로 미래에 달성하려고 하는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나 생각이라는 뜻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마하티르 총리의 국가발전 구상이었다. 

Dewan Bahasa dan Pustaka, Malaysia (Hall of Language and Literature, 

Malaysia). Pusat Rujukan Persuratan Melayu (Malaysian Literature 

Referance Center). http://prpm.dbp.gov.my/Search.aspx?k=wawasan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Lee, Molly NN. 1999: 88쪽. 
197 Mahathir, Mohamad. 1984. "Malaysia Incorporated and Privatisation: Its 

Rationale and Purpose", Management (2005): 4-7쪽; Mahathir, Mohamad. 

1995. "Speech on the Launching of the Book "Malaysia Incorporated" - 

the Japanese Version." Speech at Putra World Trade Center. Kuala 

Lumpur; Malaysia Incorporated, 마하티르 1980년대 집권부터 기업계 협력; 

Sundaram, Jomo Kwame. 2014. "‘Malaysia Incorporated’: Corporatism a la 

Mahathir." Institutions and Economies, Vol. 6 No. 1: 73-94쪽. 

85 

 

                                           

http://prpm.dbp.gov.my/Search.aspx?k=wawasan


사립대학을 설립하기도 한다 198 .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분교 유치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한 섭외 건이 운영자금과 금전적인 이유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의 기업 행위자들이 외국분교 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MGS와 KPT와 

협력하기도 한다. KPT와의 협력은 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을 

국가발전정책에 맞춰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유학생을 들여보내면서 

생기는 인재육성과 유치를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KPT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EMGS도 역시 비슷하지만, 유학생이 

졸업 후에 기업에서 취업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경우도 있다 199 .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처럼 이런 활동하는 기업 행위자를 

한국 유학생 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양국 네트워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하겠다. 

 

제3절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차이점 

 

앞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구성을 행위자인 

노드와 링크인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두 네트워크는 축마다 

차이점을 보였다. 첫째, 정부 축을 봤을 때는, 한국보다 말레이시아는 

행위자와 링크를 많이 맺고 있고 다른 축과 외부 행위자와 상호작용이 

더 많으며, KPT라는 정부기관이 거의 모든 행위자와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 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중심성을 갖고 있는 노드가 

있다. 그리고 이 KPT 노드는 한국 네트워크와 달리 정부 축을 다른 

축으로 이어주는 유일하고 핵심적인 매개체라는 것이다. 둘째, 단체 

축을 봤을 때는,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행위자가 많고 링크가 적은 데 

반하여 말레이시아는 단체 축 행위자 단 하나만으로 링크가 다양한 축에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통합도가 높고, 정부 

축을 대학 축과 이어주고 고등교육기관과의 매개체를 하고 있는 단체 축 

행위자가 더 중심성이 있다.  

셋째, 대학 축을 봤을 때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모두 골고루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외국분교라는 행위자 노드를 보유하고 있다. 

198 Monash University. 
199 로스민 삔티 아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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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들이 다른 축에 있는 행위자와 협력하는 방식에 따라 맺고 

있는 링크의 수와 네트워크상의 중심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은 

말레이시아만큼 외국분교 행위자가 활성화돼 있지 않고, 그것이 다른 

축과 협력하는 차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공립 비영리단체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 말고 없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국립대학이 아직 정부 축 가까이에 머물고 있으나, 사립대학과 

외국분교는 유학생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유형의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한국은 이 정도의 다양한 링크가 대학 축에서 다른 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대학 축은 

전면적으로 다른 축과 협력하면서 더 많은 링크를 갖고 있어, 한국의 

경우보다 네트워크 전체에서 더 높은 통합도와 더 무게 있는 중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축을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뚜렷하게 띄는 것을 

알았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기업 축이 갖고 

있는 상이성이다. 그것은 바로 말레이시아 네트워크에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해외기업 행위자가 있는 데에 반하여, 한국 네트워크는 기업 

축이 결여돼 있어 기업 행위자가 없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 네트워크는 

말레이시아보다 행위자가 적고 행위자 간의 링크와 축을 잇는 행위자의 

관계가 비교적으로 적다. 궁극적으로, 말레이시아는 행위자 수와 다양성 

때문에 참여도가 한국보다 높고 축 간에 관계가 다원적으로 맺어져 있어 

한국보다 통합도가 높은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결론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장과 제3장에서 봤듯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모두 

세계화에 수반되는 세계표준으로서 구조적 압력을 받아서 고등교육 

개혁과 상품화를 실시하고 자기 대외 이미지와 대외 관계를 신경 쓰게 

되는 흐름이 서로 유사하게 있었지만, 각국이 유학생을 유치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확인했을 때는 서로 다른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해서 양국이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는 큰 실마리를 얻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노드와 링크의 배치 이상으로 중요한 분석대상이 있다. 그것이 앞서 

분석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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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상의 어떤 거버넌스 방식에 따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유학생 

유치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과정적인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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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가모델로서 유학생 유치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신흥 유학생 유치국으로서 같은 곳에서 

출발했으나, 결국 각국이 유학생 유치를 펼쳐나가면서 서로 다른 유학생 

유치 모델을 갖게 되었다. 제2장에서 검토했듯이 국제질서의 변화로 

인한 세계표준에 대한 구조적 압력론, 제3장에서 살펴봤듯이 지도계층 

관계구축과 여론주도를 통한 영향력 증진에 대한 매력전략론, 그리고 

제4장에서 살펴본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구도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모델의 이화(異化)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면, 복합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갖게 된 유학생 유치 모델을 

서로 달리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없고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양국의 서로 다른 국가모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으로 구조와 

행위자, 과정의 복합체를 바라보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유학생 유치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국 유학생 유치 모델이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요소들 비교함으로써 그 이화의 원인이 

국가모델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가모델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서로 세대가 

다르지만 발전국가모델에 해당된다 200 . 그런데 국가모델은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제2장에서 본 구조적 압력으로 인하여 국가모델에 

서로 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201 . 그렇다면 구조, 행위, 과정의 

복합체로서 존재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가모델이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모델의 이화에 반영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양국 의 유학생 유치 모델을 두고 구조적 측면에서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 행위적 측면에서 그 구조상에서 벌여지는 유학생 

유치 정책 수립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정책과정, 과정적 

측면에서 국제질서 속의 위치를 설계하는 과정으로서 지역적 

200 Douglass, M. 1994. "Th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newly 

industrialised economies of As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4): 556쪽. 
201 Douglass. 1994: 544쪽; Wong, Joseph. 2004. "The adaptive 

developmental state in East Asi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 (3): 

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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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셔닝(positioning), 혹은 지역적 위치설계라는 3가지에서 

국가모델을 읽어내려고 한다. 

이 3가지 영역을 견줘 보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모델은 곧 각각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국가모델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3가지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환승국가로서 유학생 유치 모델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분권화된 

국내 구조상에서 개방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구조적 

공백을 채우고 매개 역할을 맡은 브로커국가인데 반하여 중심국가로서 

유학생 유치 모델을 갖고 있는 한국은 집권화된 국내 구조상에서 

보수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자국을 중심으로 세(勢)를 

모아 중심성을 강조하는 허브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표 6-1]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모델 비교 

 

제1절 구조로서 국내 네트워크의 구성 

 

우선 [표 6-1]의 첫 번째 요소로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를 살펴보자. 여기서 중시할 것은 각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국가행위자의 비중과 비국가행위자의 비중이다. 이 두 가지는 국가-

시장 관계, 국가행위자의 보편성, 그리고 비국가행위자가 국가모델에 

얼마나 통합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표 6-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비국가행위자의 국내 구조상 통합도가 낮고 국가행위자의 비중이 큰 데 

반하여 말레이시아는 국가행위자의 비중이 상당한 데도 불구하고 

비국가행위자의 국내 구조상 통합도가 높다. 국가행위자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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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비국가행위자 비중과 구조 통합도를 살펴본 다음에 국가-시장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구조로서 국내 네트워크에서 나타난 국가모델의 

특징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국가행위자 비중을 보자.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에서 국가행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국가가 쳐놓은 네트워크가 

얼마나 정부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국가행위자의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트워크가 정부를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네트워크가 집권화돼 있다고 보고,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부를 

위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네트워크가 분권화돼 있다고 본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 6-

1]과 [그림 6-2]에서 국외 행위자를 생략했을 때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를 볼 때 연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동그라미가 모두 정부 축 행위자로서 국가행위자이다. 그 

행위자의 비중으로 봤을 때 말레이시아는 총 14개 행위자 중 7개인 

50%가 정부기관이다. 그 정부 행위자들이 상징하는 국가행위자가 다른 

영역의 행위자가 갖고 있는 연결성을 봤을 때는 연방정부 행위자, 

주정부 행위자, 대학 행위자, 단체 행위자, 기업 행위자인 5가지 영역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어 통합도가 100%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말레이시아는 구조 속 국가행위자의 비중이 

50%이며, 국가행위자의 네트워크 통합도가 10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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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 

 

 
[그림 9-2]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 

 

한국은 정부 축 행위자로서 국가행위자의 비중을 봤을 때 국내 

구조상 행위자 총 12개 중 5개로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NIIED로 표시된 

국립국제교육기관과 NSICD로 표시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가 

공식적으로 정부기관 아닌데도 정책과정에 대한 아래 제2절에서 

상술하듯이 사실상 각각 교과부 산하기관과 청와대 직속 기관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부 축 행위자가 아니어도 기능하는 양상 때문에 

국가행위자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행위자 총 12개 중 7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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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국가행위자가 국내 구조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감안해서 국가행위자의 비국가행위자와 

나누는 관계를 봤을 때 말레이시아처럼 모든 영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합도가 100%. 요약하자면, 한국은 구조 속 국가행위자의 

비중이 58%이며, 국가행위자의 네트워크 통합도가 100%에 해당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가행위자 통합도는 

동등하나, 국가행위자의 네트워크 비중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처음에 

덜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기능적으로 말레이시아보다 국가행위자 

비중이 크다고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국가행위자 비중과 국내 구조 통합도를 보자. 

비국가행위자 비중과 국내 구조 통합도를 떠올리면 무엇이 국가행위자 

비중과 다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관계라는 

것은 영역별로 무조건 상호배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겹쳐지면서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행위자의 비중이 비국가행위자 

비중을 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상 단체 축 비국가행위자 비중을 보자.  

말레이시아의 단체 축 비국가행위자 비중으로 보면, 국내 구조상 총 

행위자 14개 중 1개로 약 7%에 그친다. 그 유일한 행위자인 EMGS가 

다른 축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봤을 때 연방정부 행위자, 주정부 행위자, 

대학 행위자, 단체 행위자, 기업 행위자인 5가지 영역 중 주정부를 

제외한 4가지와 관계를 맺고 있어 국내 구조상 연결성이 80%에 

해당된다. 한국은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상 단체 축 

비국가행위자의 비중이 12개 중 4개로 보이나, 사실상 NIIED와 

NSICD가 국가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체 축 비국가행위자의 

비중이 12개 중 2개로 약 16%를 차지 하고 있다. 그들이 다른 축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봤을 때 대학 축과 정부 축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100%에 해당된다. 즉, 말레이시아는 단체 축 비국가행위자의 

비중이 7%에, 한국은 16%에 해당되고 단체 축 비국가행위자 통합도는 

각각 80%와 100%이기 때문에 한국의 단체 축 비국가행위자가 국내 

구조에 더 통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를 대표하는 

통계가 아니다. 더 자세히 보면, 비국가행위자의 유형 수도 중요하다.  

한국은 비국가행위자 유형으로 대학 행위자와 단체 행위자 밖에 

없는 데 비하여 말레이시아는 단체 행위자와 대학 행위자에다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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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도 있다. 기업 행위자와 대학 행위자도 비국가행위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레이시아는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상 

국가행위자 비중은 총 행위자 14개 중 6개로 약 42%가 되고, 통합도는 

역시 100%가 된다. 한국은 기업 행위자가 부재해서 대학 행위자를 

포함하면 비국가행위자 비중은 총 행위자 12개 중 5개로 

말레이시아보다 살짝 낮은 41%가 되고, 통합도는 역시 100%에 

해당된다. 

요컨데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상 

비국가행위자 비중과 국내 구조 통합도를 봤을 때, 말레이시아는 단체 

행위자, 대학 행위자, 기업 행위자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그 비중이 한국보다 약간 높은 42%에 해당되며 한국은 

기업 행위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비국가행위자가 비중이 말레이시아보다 

약간 낮은 41%에 해당된다. 이를 국가행위자 비중과 같이 봤을 때 

말레이시아는 42% 비국가행위자에 50% 국가행위자가 있는 데 비하여 

한국은 41% 비국가행위자에 58% 국가행위자가 된다. 즉,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상 국가행위자 중심성이 말레이시아보다 

비교적으로 높고, 비국가행위자 다양성과 중심성이 말레이시아보다 

비교적으로 낮다고 결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모델을 말해 주는 요소로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상 국가-시장 관계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기업 

행위자가 배제돼 있는 데 반하여 말레이시아는 기업 행위자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기업 행위자가 국내 구조에 통합돼 있을뿐더러, 

국가행위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국가-시장 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림 9-2]를 보면, 기업 행위자가 대학 행위자, 단체 

행위자, 그리고 정부 축 국가행위자인 고등교육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 국가-시장 관계는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고등교육부에서 교육 정책 관련해서 기업계와 상의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실이 말레이시아 주식회사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계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국가운영을 한다202.  

앞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를 

202 Rosmin binti Amin; Sundaram. 2014: 73~77쪽; Mahathi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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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보면서 국가행위자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중심성을 살펴봤다. 

[표 6-1]에서 표시된 대로 행위자와 관계를 분석했을 때, 한국은 구조 

속 국가행위자의 비중이 58%로 말레이시아의 50%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행위자 중심성이 말레이시아보다 조금 더 두드러져 있다고 

봤다. 이어서 비국가행위자 비중과 국내 구조 통합도를 살펴봤을 때,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비국가행위자가 구조에 통합돼 있는 데 비해 

한국은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봤고, 말레이시아는 비국가행위자의 

비중이 한국보다 약간 높다고 봤다. 그리고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 

비중을 비교하면 한국은 41% 비국가행위자에 58% 국가행위자로 

말레이시아의 42%와 50%보다 국가행위자의 상대적인 중심성이 높다고 

확인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시장 관계를 살펴봤을 때, 말레이시아는 기업 

행위자가 국내 구조에 통합돼 있고 한때 국가행위자만 했던 행위를 하고 

있어서 국가-시장 관계가 활발한 데 반하여 한국은 기업 행위자가 국내 

구조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보다 한국은 국가행위자의 

중심성이 높다고 봤다. 이를 모두 합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를 보면, 말레이시아도 국가행위자의 

중심성이 있으나 비교적으로 한국은 국가행위자를 위주로 만들어져 

있음에 따라 구조적으로는 국가 중심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데서 분석이 그친다면 

구조결정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적인 모습을 분석해서 행위에서 얼마나 이 

네트워크의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들의 행위능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 다음에 관계적 맥락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과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지역적 위치설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행위로서 유학생 유치 정책과정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모델의 이화를 국가모델로 

설명하려면 구조적 설명 이상으로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행위패턴, 즉 

그들이 행위를 취하는 모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을 유치할 때 

유치 정책과 활동 자체를 수립하고 수행하는 행위로서 정책과정에 

있어서 네트워크상 행위자들이 비교적으로 어떻게 행위능력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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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국가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행위를 밝힐 수 있다. 여기서 한 네트워크가 전체 네트워크 규모로 

행위를 결정하고 네트워크 전체를 관리하는 제도에 대한 개념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이 유용하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소개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행위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행위로서 

정책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상 행위자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관리ㆍ운영하는 방법론이다. 더 이론적인 부연설명을 

덧붙이자면,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개별적인 행위자가 혼자서 이루지 

못할 것을 네트워크가 건설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도록, 권한을 지닌 어떤 주체나 제도가 네트워크의 그 

자원동원과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정, 혹은 방법이다 203 .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은 얼핏 헷갈릴 수 있겠으나, 

서로 다른 개념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제4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의 노드와 그들 사이를 잇는 링크의 구성과 배치에 주목하기 

때문에 일종의 복합적 조직으로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네트워크를 통째로 한 행위자로 보는 동시에 내부 구성을 

복수의 행위자로 보기도 하면서, 이런 접근은 네트워크의 농도와 중심성 

등 구성요소의 특징과 구조적인 측면을 자세히 밝힐 수 있다.  

거버넌스 방식은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네트워크 

구조로부터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구조와 조화롭게 돼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때도 있는가 하면 거버넌스 방식과 구조가 서로 

비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의 차이가 

아니면, 이 효율성의 문제도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의 상이성을 

초래한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 

203 Provan, Keith G. & Patrick Kenis. 2008.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 18 No. 2: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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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 

(出處: Provan & Kenis. 2008: 232~235쪽을 참고로 필자 작성 

備考: 유권 행위자란 네트워크 규모 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개별 

행위자의 수를 말한다) 

 

네트워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형태만큼 거버넌스 방식도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이 있고 각 

유형의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한국과 말레이시아 각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흑백 논리로 이것과 저것으로 깔끔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색채의 단계적 차이와 더 비슷하다. 그 섬세한 

다양성을 감안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특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데 

크게 봤을 때 협력, 혹은 집단적 행위자의 장치로서 네트워크의 기본 

유형은 참가자 거버넌스 방식, 지도조직 거버넌스 방식, 네트워크 관리 

기구 방식이라는 3가지가 있다204. 

첫째, 참가자 거버넌스 네트워크(PGN: Participant-Governed 

Network)의 방식이 있다. 이 유형은 독립적, 개별적 거버넌스 조직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스스로 다스린다. 

분권형이면 대부분, 혹은 모든 당사자가 비슷한 정도로 네트워크 관리에 

참여하는데 집권형이면 일부 당사자, 혹은 일부 복수의 당사자들이 

204 Provan & Kenis. 2008: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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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에 참여한다 205 . 둘째, 지도조직 거버넌스 

네트워크(LOGN: 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의 방식이 

있다. 참가자 거버넌스와 달리 이는 네트워크 당사자 단 한 행위자가 

네트워크 규모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브로커의 역할이 뚜렷하고 

집권화돼 있어서 세력이 한쪽에만 모여 있는 방식이다206. 그리고 셋째, 

네트워크 관리 기구 네트워크(NAOGN: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Governed Network)의 방식이 있다. 개별적, 독립적 

행위자가 네트워크와 그의 모든 활동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부터 

다스리는 개념인데 이 외부로부터의 관리를 맡은 유일한 네트워크 관리 

기구(NAO: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로서 행위자는 그 

자체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오직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하여 

존재한다207. 

앞서 나열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의 3가지 유형은 근본적으로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수많은 행위자로 

형성돼 있는 세계규모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가능한 

유형도 있다.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 관리 기구의 방식이다. 유학생 

유치는 국경을 넘는 국제 교류 사업이며, 교육부문과 정부부문을 

넘나드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외부에서 참가자가 아닌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국내 고등교육 제도만 이야기를 한다면, 

구조적으로 모든 권한을 네트워크 외부에 둬서 외부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은 한 시스템으로서 국가를 규정하는 단일 법체계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겠으나, 21세기의 고등교육은 제2장에서 논한 세계표준에 따른 

구조적 압력으로 인하여 한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생길 수 있는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내부의 거버넌스일 것이고, 앞서 말한 참가자 

거버넌스나 지도조직 거버넌스라는 형태일 것이다. 양국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어느 방식의 거버넌스를 보여 주는지를 각국 네트워크의 

정책 수립과 집행 행위 및 외국분교 유치 행위를 통해서 살펴보자. 

 

205 Provan & Kenis. 2008: 233쪽. 
206 Provan & Kenis. 2008: 234쪽. 
207 Provan & Kenis. 2008: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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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학생 유치 정책 수립과 집행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유학생 유치 정책과 

활동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위는 각 네트워크의 국가행위자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한국은 국가행위자의 역할이 

거의 독점처럼 보일 정도로 집권화돼 있는 데 비하여 말레이시아는 

분권화된 방식으로 비국가행위자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석적으로 보기 위해서 유학생 유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각 네트워크에 같은 위치에 있는 EMGS와 NIIED의 행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네트워크에서 벌여지는 행위들 속에 EMGS와 

NIIED의 행태를 견줘 보면서 말레이시아는 분권화된 맥락에서 자율성이 

허용되는 참가자 거버넌스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한국은 집권화된 맥락에서 자율성이 제한적인 지도조직 거버넌스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말레이시아보다 

한국은 국가행위자의 네트워크 행위 결정권과 통제력이 더한 것을 

확인할 것이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EMGS를 보자. EMGS는 한때 고등교육부의 

부서로 설립돼서 운영되었다가 독립한 비영리단체이다 208 . 이 

배경만으로 EMGS는 국가행위자의 권력이 분권화되는 현상을 

대표한다고 알 수 있다. EMGS는 독립하면서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유학생 유치 사업과 활동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 수립 과정에 돕는 행태를 보인다.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돕는 

활동으로는 고등교육부와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의해 

주는 일과 더불어 유학생, 대학, 기업 등과 주기적으로 조사와 자문을 

통해 소통하면서 소집한 정보를 고등교육부에게 넘겨 준다 209 . 정부가 

결정한 일이 주 업무라는 점에서 EMGS가 정보수집 등 행위에 있어서 

정부에서 시킨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 재량권에 따른 것이고 정부에서 시키지 않은 피드백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정책 수립에 실제로 어느 정도로 타율적이면서도 자기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210. 

208 Rosmin binti Amin. 
209 Rosmin binti Amin. 
210 Rosmin binti 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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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MGS는 자율적으로 행위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것은 

유학생 유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보 행위이다. 

EMGS는 말레이시아 유학을 홍보하는 주된 행위자이다. 그리고 한때 

고등교육부 관할에 있던 해외 홍보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대학들과 협업을 해서 해외에 있는 박람회와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211 . 더군다나 이 홍보와 박람회를 정부의 결정 없이 알아서 

수행할 뿐더러 경우에 따라 국가의 명분이 필요하면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고등교육부나 외교부의 명의를 빌려서 해외에서 국가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예약할 때도 있고, 고등교육부의 명의를 빌려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212 . EMGS가 정부에게 유학생 유치 활동을 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중개하기도 한다. 이 부분들은 정부의 유학생 

정책 이외 영역으로서, 대학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이다 213 . 

EMGS의 행태를 살펴보니, 유학생 유치 활동을 결정하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와 함께 움직이기는 해도 결국 권력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고 자율적으로 행위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홍보활동에서 봤듯이 대학과 정부 행위자를 

포함해서 네트워크 규모의 행위를 결정하여 취할 때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EMGS가 그렇다면, 한국의 NIIED는 어떨까?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NIIED를 보자. [그림 9-1]을 보면 말레이시아의 EMGS처럼 

NIIED가 자기 행위능력으로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어느 정도로 

자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고 언뜻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IIED뿐만 아니라, NSICD 로 표시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공사도 사실상 정부 축 행위자 산하기관과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국가행위자처럼 보여도 행태와 

행위능력을 확인하면 국가행위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자의 행태와 그것을 규정하는 

법적인 요소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지도 하에서 작동하는 실제가 

드러난다. 

211 Education Malaysia Global Services. 
212 Rosmin binti Amin. 
213 Rosmin binti Amin. 

100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EMGS가 가장 중요한 단체 

축 행위자인 것처럼,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NIIED가 유사한 

존재처럼 보인다. 정부 축을 대학 축과 이어주고 있고, 해외대학과 

학생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교육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EMGS와 달리 NIIED는 한때 국립대학에 속한 부서로 설립되고 

국제교류처처럼 운영되었다가 2001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개편되면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214 . 이것은 국립국제교육원가 정부에 

귀속되는 집권화로 볼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르면 모든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립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215 . 따라서 법적으로 비영리단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사실상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NIIED에 책임을 묻는 

일을 집행하는 곳은 사업평가를 하는 총괄기관인 교육부이다. 

산하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소속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사업이 주어지며, 

그것을 집행하는 데에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NIIED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네트워크상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없고 정부 축 

행위자인 교육부에게만 있다. 

법적인 근거 이외에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NIIED의 역할을 

조명해 보자면, 2001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직후 대학행위자와 

자유로운 상호작용에 임하기보다는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던 방침에 따라 

사업을 집행했다. 그것은 바로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정책 수립을 

위한 행위였다.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시기인 2003년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한국을 교육교류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해서 

400여명의 교수, 전문가, 전문대학 관계자, 공무원이 참가했고, 

‘동북아 중심국가 지향을 위한 국제교육교류 진흥방안’을 만들었다216. 

국립국제교육원은 스터디코리아의 수정방안과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부의 지시로 국립국제교육원이 국내 

전문가와 교수, 공무원으로 정책 자문위원회처럼 모임을 형성하고 그 

214 국립국제교육원. 
215 대한민국. 2015. 법률 제1346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16 국제교육진흥원. 2003a. "동북아 중심국 위한 심포지엄 개최". 보도자료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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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서 교육부에 제출하는 방식을 

넘어서 교육부의 확장 기능으로서 정책 수립을 하청 받듯이 수행해 

준다217. 그렇다고 해서 NIIED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문 위원회를 형성하고 정보를 소집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보 수집을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라는 

국가행위자가 NIIED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외국분교 유치 

 

마지막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국가행위자 중심성을 읽어낼 수 있는 요소는 외국분교 유치이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외국분교를 유치하는 것은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가 함께 하는 집단적 행위로서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은 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말레이시아의 

외국분교 유치를 살펴본 다음에 한국의 외국부교 유치를 살펴보자. 

외국분교는 말레이시아 내부에서 캠퍼스를 둔 외국대학으로서 

말레이시아인 학생이든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든,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본국에 있는 대학 명의로 학위를 부여하며, 

본국에 있는 대학이 갖고 있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듯이 

소외된 소비자와 전통적 유학생 유치국을 중개하는 환승국가 모델의 

기본적인 장치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영미권 대학 수준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다가 국내 대학보다 높은 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인력과 재정 측면에서 하청하는 일을 

최적화해서 살리는 외국분교는 어떤 면에서 아래 제3절에서 상술한 

이중등록제의 트위닝 프로그램의 2.0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다218. 

[그림 6-2]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대학 노드와 상호작용을 하는 

말레이시아 네트워크 상의 행위자는 정부 축의 대표적인 행위자로서 

217 교육과학기술부. 2008a; 교육인적자원부. 2004b; 교육인적자원부. 2007d; 

국제교육진흥원. 2003a. 
218 Ngô. 2012: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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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부인 KPT와 주정부와 시정부, 대학 축의 모든 유형의 

행위자로서 국립대학과 외국분교, 사립대학,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서 축 

간의 중개를 맡은 공립 비영리단체 행위자 EMGS와 기업계 행위자가 

있다. 그리고 정부 축 이외에 기업 축에 있는 행위자들도 국립대학, 

사립대학, 외국분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많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는 물론 행위자 별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근본에 자유로이 고등교육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해외대학으로부터 외국분교를 유치하는 데에 자기 몫을 해서 협력에 

보탤 수 있게 해 주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있다. 이 자유로운 협력은 

말레이시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외국분교 

유치와 외국분교의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확인해 보자. 

우선, 말레이시아 외국분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계와 협력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업계에 대한 협력의식이 

일찍부터 강했기 때문에 외국분교 유치에 있어서도 기업계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마하티르 총리가 일본의 국가발전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말레이시아 주식회사라는 국가운영 개념을 

선언했다. 말레이시아 주식회사는 1985~6년 불경기 이후에 경제와 

문화적인 자유화에 따른 과도한 공공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다219.  

말레이시아 주식회사의 핵심은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었다. 

1970년대부터의 경제정책들은 국민의 통합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사업을 크게 필요로 했으며 1,000개 넘는 국영기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컸다220. 이를 민영화시키면서 국가의 개입을 적게 하나, 

국가가 기업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말레이시아 

주식회사 모델이 무게를 두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개발모델은 국가 

경제활동의 간섭 모델이라면, 말레이시아는 여기서 정부가 기업과 

상의해 보고 자문을 받듯이 협력하는 모델이 되었다 221 . 발표 당시에 

마하티르 총리가 말하기를, 말레이시아 주식회사의 개념은 국가가 

기업의 일꾼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기업과 같은 조직으로 

219 Sundaram, Jomo Kwame. 2014. "‘Malaysia Incorporated’: Corporatism a 

la Mahathir." Institutions and Economies, Vol. 6 No. 1: 73쪽 
220 Sundaram. 2014: 76쪽. 
221 Sundaram. 2014: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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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다는 것도 아니라, 정부가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규정완화 등 수단의 형태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다 222 . 그리고 이는 

선진국화를 목표로 삼은 정부와 이윤창출을 목표로 삼은 기업이 서로를 

상호적으로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223. 

이러한 기업계 협력에 대한 인식과 거버넌스 모델은 국가의 

선진국화 발전 차원에서 이용된 만큼 정부 축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행위자의 행태에 반영된다. 고등교육부인 KPT는 교육정책 구상을 

받아서 외국분교와 유학생 유치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고등교육 정책으로 

수립할 때 그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위원회회의와 같은 

형식으로 기업계와 수립 방안을 논하며, 기업계에게 해가 아닌 이익이 

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24 . 

기업계와의 이런 소통은 KPT가 직접 추진하는 동시에 관할에 있는 

EMGS도 같은 방식이 있다225. 

말레이시아 외국분교는 정부가 허용한 협력 없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외국분교가 공식적으로 총리의 

초청으로만 국내에 분교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초청은 

명목상의 절차이며 주로 대학이나 기업에서부터 EMGS를 통하여 

고등교육부인 KPT를 거쳐 총리실에서 처리되는 것일 뿐이다 226 . 즉, 

기업과 대학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외국분교 유치를 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룬 부분이 크다. 1998년 호주의 모내쉬 대학이 

말레이시아에 첫 외국대학 분교를 둘 때부터 대부분의 분교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행위자와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으면서 

설립되었다. 모내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협력사가 썬웨이(Sunway) 

그룹이었다. 1999년에 호주의 커틴기술대학(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이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사라왁주에 분교를 둔 사례 

이외에는 모든 분교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계 협력사가 

222 “The government becomes more the service arm of the enterprise.”를 

Mahathir. 1984: 4쪽을 잠조. 
223 “Mutually supportive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를 Mahathir. 1984: 5쪽을 참조. 
224 Rosmin binti Amin. 2008. 
225 Rosmin binti Amin. 2008. 
226 Rosmin binti Am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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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0년에는 노팅햄대학(University of Nottingham)은 

부스티드개발공사와 YTL이라는 회사와 함께 설립되었고, 2001년에 

사라왁주에서 설립된 스윈번기술대학(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은 야야산사라왁개발공사(Yayasan Sarawak)와 손을 

잡았다227. 

기업 행위자가 해외에 있는 고등교육기관과 손을 잡아 국내에 

외국분교를 둘 수 있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로 자율적으로 협력하고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면서 자원을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네트워크 내에서 이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이 제도적인 제약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KPT와 EMGS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상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로 

집권화돼 있으나, 이들이 협력하는 방식 때문에 사실상 결정권이 공유돼 

있기 때문에 국가행위자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통제력이 보다 적게 

보인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외국분교 행위는 여러 행위자가 함께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여러 다양한 행위자가 아울러 참가하는 집단적 행위와 같다. 

한국은 어떤 다른 영역보다 많은 권력을 가진 정부의 축은 

해외대학과 외국분교에 대해서 규정을 통해서 그들의 네트워크상 참여와 

이익추구를 통제한다.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는 [그림 6-

1]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분교를 유치하는 데에 활동하는 유일한 

행위자, SGIC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공립 사업단이다. 법적으로 다른 

행위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 기관과도 마찬가지이기도 하다. 한국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한국 네트워크가 얼마나 융통성이 비교적으로 

적은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외국분교 유치를 들여다보면 이 융통성이 비교적으로 

적은 네트워크의 모습이 반영돼 있다. 말레이시아 외국분교 사업이 

1998년부터 기업계 협력으로 시작됐지만, 한국은 1990년대 중반에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존재를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상 외국대학의 진출이 불가능했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2005년에 발표되기 전까지는 외국분교는 자본을 

227 [그림 5-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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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에 따라 학생 정원 규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의 어떤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2005년 이후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덕분에 그런 엄격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학생 정원 

수에 대한 통제가 풀렸고, 교육기관이 해체될 시에 재산을 본국으로 

귀속할 권리가 생겼으며, 한국 정부가 외국 교육기관 법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228 . 완화 이전에는 진출하기에 문턱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채택 배경은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상 

외국분교를 다루는 거버넌스 방식을 밝히고 있다. 말레이시아라면 이런 

법률은 고등교육부인 KPT, 혹은 EMGS가 기업계와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되겠지만, 한국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완전하게 정부 행위자에 의한 결과물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업계, 혹은 교육계 행위자와 논의할 때 접한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권의 경제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사업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속 

작업으로 이어진 방안이다 229 . 이 방식은 참가자 거버넌스가 아니라, 

[그림 6-1]에서 나온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 있는 정부 이외의 

영역을 배척한 상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며, 그 이전에 

정부 축이 대학 축에 있는 교육기관 행위자와 기업계에 있는 행위자들과 

협력을 안 해 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외국분교와 관련 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네트워크 작동 

방식은 복수의 행위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참가자 거버넌스와 

정반대이다. 청와대와 교육부, 그리고 NSICD와 NIIED라는 정부 축과 

단체 축 행위자로 표현된 국가가 다른 이익집단을 견제하면서 유일한 

결정권자이자 위계에서 지도조직을 맡고 있다. 즉,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벌여지는 외국분교 유치 행위는 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 틀림없다.  

위와 같이 살펴본 말레이시아 EMGS와 한국 NIIED의 행태는 

대조되고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행위능력을 행사하는지, 

네트워크상 국가행위자의 통제력을 반영한다. 그리고 상술한 각국의 

228 Byun & Kim. 2011: 477쪽. 
229 김용일. 2006.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과정 분석 연구.” 韓國敎育 Vol. 

33 No. 3: 170~171쪽. 

106 

 

                                           



외국분교 유치도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여러 다양한 

행위자가 개방된 네트워크상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모두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 규모의 결정권을 갖는가 하면, 한국은 정부 축 

행위자에게 권력에 집중돼 있으며 네트워크 규모의 결정, 그리고 

네트워크상의 상호작용이 그 지도 하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을 봤을 때 한국은 지도조직 거버넌스를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참가자 거버넌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지도조직 거버넌스는 국가행위자에 결정권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통제력을 뒷받침하고 기타 비국가행위자의 이해추구를 견제한다. 이것은 

역시 한국은 국가행위자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모델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중심성이 덜하고 브로커 기능이 있는 모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3절 과정으로서 지역적 위치설계 

 

마지막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국가모델을 읽어낼 수 있는 요소는 과정적인 측면을 밝혀주는 지역적 

위치설계이다. 지역적 위치설계라고 했을 때 각국이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자국을 한 지리적인 지역에 소속을 만들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트워크로서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른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와 상대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가의 문제이며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보다 국제질서의 네트워크 

속에서 노드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의 개념과 같다. 다시 말해서,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구조적 공백을 채우면서 브로커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인지,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맺고 허브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인지를 묻는다는 말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모델의 과정적인 측면에서 각 네트워크가 

결과적으로 국제질서 속에 어떤 위치를 만들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각 네트워크의 유학 프로그램이나 유학 모델에서 이 지역적 

포지셔닝(positioning), 혹은 위치설계가 드러난다. 말레이시아는 여러 

유학생 유치 사업으로 영어권에 쉽게 유학하지 못하는, 소외된 소비자를 

영어권에 연결시켜 주는 중개도 하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이슬람권 

국가 출신 유학생이 영어ㆍ구미권에 편입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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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면서 국제 유학생 교류 네트워크 속의 구조적 공백을 채우면서 

중개를 위주로 한 브로커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달리 

여러 가지 유학생 유치 사업을 자국을 위주로 관계를 맺는 대외적인 

사업을 뒷받침하도록 유학생 교류 네트워크에서 자국의 중심성을 

높이려고 하며 허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각각 

과정적으로 구조적 공백을 채우고 브로커링(brokering)을 하고 자국의 

중심성을 높여 허브를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1) 구조적 공백과 중개 

 

우선, 구조적 공백을 채우면서 브로커링을 하는지를 보면서 각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위치설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브로커의 위치는 

곧 질서 속에 단절된 관계로 표현된 일종의 공백을 찾아서 그것을 

메우도록 공백을 둘러싸고 있는데 단절된 행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이다230. 중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서로 맞지 않은 것이 호환되도록 

성격을 맞춰 주는 변환 중개도 있고, 의사소통이 단절돼서 상호이해가 

깨진 것을 제삼자가 가교가 돼서 양쪽의 뜻을 서로 이해시켜 주는 전달 

중개도 있고, 서로 맞을 수가 없고 소통이 될 수가 없는 행위자 사이에 

말을 통역하듯 뜻을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번역 중개도 있고, 네트워크를 

판으로 본다면 그 판에서 단절된 부분을 분리된 것을 통합시키듯 

연결되도록 하는 연결 중개도 있다 231 .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하는 중개는 마지막 유형으로 연결 중개와 같다. 그리고 그 

중개를 영어권과 구미권으로부터 단절된 지역과 소비자를 그것과 

연결함으로써 해 내고 있다. 여기서 그 중개 과정은 여러 행위자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었고, 이중등록제와 외국대학 분교 유치를 

영어ㆍ구미권 및 소외된 이슬람권과 북아프리카ㆍ중동국가를 폭 넓게 

엮어서 마련한 2 가지 네트워크 형성 과정이다. 

 

(1) 중개장치로서 이중등록제와 외국대학 분교  

 

230 김상배. 2014: 84. 
231 김상배. 201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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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중등록제의 마련이다. 이중등록제는 199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에 따른 세계표준으로부터 구조적 압력이 가해지기 전, 

1980년대에 말레이시아 학생에게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트위닝(Twinning)이라는 부분유학제도가 시작됐다는 것이 사실이다.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 사이에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대학이 말레이시아 국내 대학의 학점을 인정하여 1년, 혹은 

2년을 수료한 뒤 더 쉽게 미국 대학으로 편입하여 유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연이 곧 영국과 호주 대학에도 확대됐다232.  

그런데 이 부분유학제도는 1990년대에 고등교육이 국제무역 대상이 

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유학생에게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학생을 편입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1, 2 년을 

말레이시아에서 수료하고 해외로 편입하는 1+2, 2+1 유학제도를 

3+0으로 혁신했다. 말레이시아 국내 대학에서 수료한 학점이 100% 

미국, 호주, 영국 등 대학에서 인정돼서 학위가 외국대학에서 부여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는 뜻이다. 이중등록제라는 말은 여기서 이름을 

얻었다. 말레이시아 국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해외대학과의 결연을 

통해서든, 분교를 통해서든 사실상 동시에 외국대학에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말레이시아 화폐인 링깃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활비용도 감소하는 데다가 외국대학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트위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학생은 유학 비용을 

30~40%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233.  

이런 트위닝 프로그램은 한 환경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다른 

환경으로 옮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상품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개무역 상품 같은 교육서비스가 ‘가공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34 .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모델인 환승국가 모델의 

232 Yoshino, Kosaku. 2009. "English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 a 

sociological enquiry," in Kwok-kan Tam (ed.), Englishization in Asia: 
Language and Cultural Issues. Hong Kong: Open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233 杉本均. 2009: 78쪽. 
234 “이 값 싼 구미대학 학위과정을 최근 성장이 두드러진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 희망자에게 파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자원을 수입하여 가공한 제품을 

통하여 수출해 온 것과도 같이, 고등교육 학위 중개 무역 같은 형태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この割安な欧美大学の学位コースを、近年成長著しい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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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장치로서 가공된 교육상품을 구입하고 싶어해서 말레이시아 유학을 

선택했다고, 말레이시아 유학 동기가 환승장치로서 이중등록제도였다고 

인터뷰 때 언급하는 아프리카 출신의 주(駐) 말레이시아 유학생은 

과반수를 넘는다 235 . 이점에서 말레이시아 국내 대학이 자유롭게 

해외대학과 새로운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협력이 가능한 

환경 자체가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트위닝의 매력을 가지고 대학은 유학생을 유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국내 사립대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사립대학과 학점이수 프로그램을 맺고 있다. 심지어 

이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켜서 국내에 있는 외국대학 분교와 교류교환과 

이중학위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많다 236 . 결국, 

이중등록제와 외국대학의 분교는 복합돼서 말레이시아의 영어ㆍ구미권 

유학을 재구성해서 가공교육의 터전, 혹은 환승유학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해외대학과 결연을 맺어 합작 

교육과정을 제공하거나, 트위닝, 혹은 이중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대학 행위자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규모의 고등교육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 중에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대학(自大學)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적인 내용에 힘을 기울여서 

교육국제화 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 자대학이 등록하는 특허와 

지식공동체에 기여하는 논문과 특허 등을 늘리려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연구국제화 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 세계규모의 경쟁에서 눈에 띨 수 

있도록 자대학의 시설을 세련되게 개선하고 다른 대학에 없는 것을 

마련하는 인프라구축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 

행위자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병행해 왔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한 전략은 네트워크 형성이었다. 국제협력을 통하여 

ジア諸国からの留学希望者に売りこむことにより、これまで日本が資源を

輸入加工して製品として輸出してきたような、高等教育における学位の中継貿易

のような形態が成立したのである。).”를 杉本均. 2009: 79쪽을 참조. 
235 Lian. 2011: 117쪽. 
236 Rosmin binti 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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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록제와 트위닝을 추진하면서 자대학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역시 대학이 세계적인 고등교육 시장의 

무한경쟁에 대응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237. 그리고 말레이시아 대학들이 

유학생 네트워크에서 자기만의 관계망을 구축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그것을 추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화하는 데에 자유로웠으며, 전체 

네트워크의 작동방식이 다양한 행위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개방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 있는 대학 행위자와 

다른 상황이다. 우선,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 대학이 트위닝과 

닮은 식의 이중등록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규모의 고등교육 

경쟁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림 6-1]에서 나와 있듯이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는 공립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네트워크 구축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네트워크에 있는 대학 행위자는 자율적으로 대응을 

택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틀에 맞춰 대응 전략을 택했다. “각 대학의 

비전이나 특성에 맞는 국제화를 지향하기보다 외부 기준으로 설정된 

평가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위계적이고 획일적인 국제화 모교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왔다”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었다 238 . 다시 말하자면,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처럼 자기 이익을 자율적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추구하고, 국제질서에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방된 방식보다,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서는 국가행위자를 

위주로 한 위계적인 접근법 때문에 중개장치로서 이중등록제가 형성되지 

못했다. 

 

(2) 구조적 공백으로서 구미ㆍ영어권과 이슬람권 및 

북아프리카ㆍ중동국가 

 

둘째, 이슬람권과 북아프리카ㆍ중동국가를 대상으로 한 매력강화와 

홍보이다. 홍보의 대상은 말레이시아가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가 

모두가 기회 속의 기회를 알아보고 전화위복을 만든 결과이다. 그 

237 김양선. 2009. “대학의 국제화 전략과 국제화 성과에 관한 분석.” 

高等敎育硏究 Vol. 16 No. 1: 63-64쪽 
238 김양선. 2009: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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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양면에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초반 

9ㆍ11 테러가 있었고, 그 기회의 핵심에는 세계 유학생 교류 

네트워크상의 단절로 인한 구조적 공백이 있었다. 먼저 1990년대에 

영국은 호주, 캐나다, 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액 

학비를 요구한 일도 있었고, 그 시기에 맞물려서 199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화폐 절하 때문에 유학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가 증폭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링깃도 가치가 

더불어 급감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유학 비용은 비교적으로 

저렴해졌고 좋은 대안으로 남았다239.  

2000년대 초반에 그 금전적인 우위가 계속되면서 단절의 두 번째 

원인이 생겼다. 시랏(Sirat)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 9ㆍ11 

테러 이후로 영어권 국가들이 테러를 방지하려고 비자 절차와 발급을, 

이슬람권 국가와 이슬람 신자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매우 번거롭게 

엄격화했기 때문에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소비자에게는 영어권 유학은커녕 영어권으로의 국제이동 자체가 실제로 

어려워졌다 240 . 그 이후 이렇게 영어권 전통 유학생 유치국가로부터 

소외된 지역에서 온 학생,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학생이 말레이시아를 

찾게 되었으며, 이는 통계에서 반영된다 241 .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통계를 국가별로 나눠 볼 때, 가장 많은 학생을 말레이시아로 송출하는 

국가는 이 현상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 주(駐) 말레이시아 유학생 

인구가 제일 많았던 중국을 인도네시아가 꺾으면서 말레이시아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란, 

나이지리아, 예멘의 주 말레이시아 유학생 인구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함께 상위 5개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란은 2010년에 중국을 꺾으면서 

2위에 올랐다가 이듬해에 인도네시아를 초월해서 가장 큰 

말레이시아로의 유학생 송출 규모를 보였다. 중국 이외에 이란과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예멘은 모두 이슬람 신자 인구가 많고 

239 杉本均. 2009: 77~78쪽. 
240 Sirat, Morshidi. 2008. "The impact of September 11 on international 

student flow into Malaysia: Lessons learned." IJAPS, Vol. 4 No. 1: 88쪽. 
241 UNESCO Data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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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를 제외해서 아프리카나 중동에 위치해 있다 242 . 이 현상은 

숫자적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라는 질적인 방법론을 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아프리카 학생들이 말레이시아가 디딤돌로 

제공하는 장점 때문에 말레이시아 유학을 결정했다고 한다243. 

아시아권에서 구미ㆍ영어권 유학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의 이들 모두에게는 앞서 얘기한 이중등록제와 

외국대학 분교는 말레이시아 유학의 관건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미ㆍ영어권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그런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질서 네트워크 속 단절과 이중등록제와 

외국분교를 마련한 국내외 대학 행위자의 협력에다가, 말레이시아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그 매력을 다가가도록 했던 또 한 가지는 기회를 

알아본 대학 행위자, 정부 행위자, 그리고 단체 행위자들의 집단적인 

홍보 행위였다. 이미 1983년부터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이슬람대학(Universiti Islam Antarabangsa Malaysia)의 존재를 

강조하고, 이슬람권 출신 학생에게 편한 말레이시아 생활을 강조하고 

정부 규정으로 아랍어 교육을 허용하는 등 정부와 대학의 홍보 노력들이 

적극적이었다244. 

이렇게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상의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가 네트워크 규모에서 국제질서 속 유학생 교류로서 

세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벌어진 틈을 알아보고 그 구조적인 공백을 

채운 바가 있다. 그 과정은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서 네트워크 규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 유형의 행위자 없이 같은 결과가 안 

났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결과적으로 할 수 있던 중개 

역할은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규모 행위에 대한 

결정권이 어느 한 영역의 행위자에게 집중돼 있지 않고 공유돼 있으며, 

다양한 행위자가 자기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방식이 개방돼 있고 참가를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말레이시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이 

참가자 거버넌스이며 국가모델이 다른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견제하지 

않는 브로커 모델이기 때문이다. 앞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과 

242 UNESCO Data Centre. 
243 Lian. 2011: 114쪽. 
244 Sirat, Morshidi. 2008; Rosmin binti 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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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적인 측면을 분석할 때처럼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는 

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돼 있으며, 네트워크 규모의 결정권이 NIIED와 

NSICD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행위자에 거의 독점적으로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달리 다양한 행위자가 국제질서 

속 세계 유학생 교류 네트워크에서 생긴 분절을 채울 능력이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스터디코리아 정책의 목표에서 

중개가 언급되고 있기는 하다. 한국 유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45 . 하지만, 이는 유학생 

통계나 어떤 유학생 유치 모델에서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개는 실천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2) 중심성 관계 구축과 허브 형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과정적인 측면에서 

읽어낼 수 있는 위치설계 중 또 하나는 앞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서 

두드러진 중개와 달리 자국을 위주로 중심성을 만들려고 관계를 맺는 

허브 형성이다. 이는 역시 말레이시아보다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경우에서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2가지 차원에서 그렇다. 첫째,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구조적 공백을 찾아서 채우려고 중개에 

나서지 않고 대신 자기 네트워크에 가능한 만큼 많은 노드와 링크를 

맺어서 중심성을 높이고자 자국이 중심이 되는 위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국가행위자의 기타 외교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대외정책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집행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혼자서 중심성을 만든다고 보기가 어려우나, 전자와 함께 봤을 

때 한국을 허브국가로 만들려는 위치설계를 더욱더 강조한다.  

앞서 상술했듯이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달리 트위닝만큼 복합적인 

가공교육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중등록제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자매결연과 소수의 이중학위 프로그램이 있다. 외국대학 분교 같은 

경우에는 앞서 행위적 측면을 다루면서 봤듯이 NSICD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행위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다가 

분교 위치도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완화한 규정에 따라 송도에 국한돼 

245 교육과학기술부. 2008a; 교육인적자원부. 2004b; 교육인적자원부. 200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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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한국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아예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협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레이시아와 반대 방향으로, 한국 

국내 대학들이 해외 고등교육기관에 교육과정, 학당, 학과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로 분교를 설치하면서 해외에 캠퍼스를 두는 

것과 외국 대학과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합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외국 대학 내에 하위과정이나 학과를 개설하는 해외진출 방식이다. 

중국은 특히 이런 전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고려대학교는 

중국에서 학회관(学会管)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대진대학교는 

2005년부터 캠퍼스 분교를 두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2004년에 중국 

복단대학교(复旦大学)와 중국전문대학원을 공동으로 신설했고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지원을 받아서 칭화대(清华大学) 내부에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46 . 그리고 이는 중국인 

유학생이 주한 유학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2000년대 초반부터 

차지하고 있다는 점, 소위 말하는 차이나특수의 유학생 유치 통계에서 

반영돼 있다 247 . 지정학적인 맥락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면 중국 

고등교육기관과 협력을 하고 중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조 속의 한국에게는 자국 학생이 가장 유학하는 

미국에 대한 균형잡기로 중립적인 중심성을 만들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248. 

해외에 자국 대학 프로그램과 캠퍼스를 진출시키는 것 이외에 

국제질서 속 세계 유학생 교류 네트워크상에서 자국을 위한 중심적인 

위치를 설계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는 지역적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는 

아직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노력만으로 국가의 지도 하에서 

어떤 위치를 설계하려고 하는지를 그 구상에서는 볼 수 있다. 

스터디코리아 정책에서 언급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실천하기 

위한 캠퍼스아시아(Campus Asia) 프로젝트이다. 캠퍼스아시아 

프로젝트는 유라스무스(Eurasmus)라는 유럽의 지역적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본을 딴 동북아시아를 위한 지역적 유학생 교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1년에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에게 

246 이경자. 2013.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 中國學論叢 Vol. 41: 

311쪽. 
247 UNESCO Data Centre. 
248 UNESCO Data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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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유학생씩 서로 보내 주는 개념이고 연차적으로 학생수를 

늘려가는 것이다. 국가행위자에 의해서 추진된 이 프로그램은 각국 대학 

5개교를 엮어서 지역적 이슈에 교육 내용을 맞추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직 그 효과는 기대될 것으로 남는다249. 

마지막으로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중심성 있는 허브의 

위치를 설계하려는 요소는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들이 국가행위자가 삼고 

있는 기타 외교사업에 맞춰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국 국가행위자를 

위주로 된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가 자원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국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한국에게 더 많은 노드와 관계를 맺어 중심성을 구축한다.  

2000년대 초ㆍ중반, 특히 2003년과 2004년에 즈음해서부터 한국 

정부는 교육을 수출하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외교적인 혜택들을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것이 공적개발원조의 형태이든, 수익이 발생하는 수출의 

형태이든 간에 지역에 특화된 유학 상품으로 국가는 장기적으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다 250 . 그 결과, 교육부와 총리실을 

통해서 교육과 문화에 관련해서 맺은 양해각서를 맺고 국비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국가행위자 지도 하의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행위 추세가 생겼다. 그것은 주로 자원외교라는 목적에 

맞춰져 있는 모양새를 띤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06년에 어명으로 

2년간 3,000여명의 국비유학생을 보내고 2007년에 그것을 확정하려고 

방한하고 양해각서를 쓴 것도, 카자흐스탄이 2005년부터 연간 

3,000여명을 파견하기로 약속한 것도, 우즈베키스탄이 2000년대 

중반에 비슷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모두 한국 

정부가 대표자를 보내서 각국을 방문하면서 이를 위한 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이었으며, 그 추세의 일부이다 251 . 그리고 이것을 발표한 정부 

자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에게 

원유공급 때문에 중요한 국가라는 것과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249 한중일 CAMPUS Asia http://www.campusasia.kr/ (검색일: 2013년 12월 

9일). 
250 교육인적자원부. 2004c. 한국교육의 해외수출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서울 

(12월). 
251 교육인적자원부. 2007c. "교육수출 시대 열리다. 김시일 부총리 '교육 

세일즈'". 보도자료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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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52 . 이는 틀림없이 

국가행위자를 위주로 돌아가는 한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국익을 

위해서 한국에게 필요한 관계를 맺는 것을 뒷받침하는 류(類)의 

행위이며, 한국 네트워크에 노드를 추가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질서 

속에서 갖고 있는 위치를 조금 더 중심으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이다.  

 

제4절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와 국가모델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모델은 구조로서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국내 구조, 행위로서 유학생 유치 정책과정, 

그리고 과정으로서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적 위치설계에 있어서 서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이 1990년대에 같은 곳에서 출발했으나 

유학생 유치를 펼쳐나가면서 서로 이화(異化)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제4장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과 행위의 

측면에서 지켜볼 수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모습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어찌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모델을 서로 다르게 했다는 

것을 잘 밝혀 준다. 그것은 결국 양국의 국가모델의 차이와도 같다. 

말레이시아는 구조적으로 국가행위자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장 관계가 형성돼 있고 비국가행위자가 다양하면서도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 규모의 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이 분권화돼 

있어서 국가행위자의 통제력이 압도적이지 않아 비국가행위자에게도 

자율적으로 네트워크 규모 행위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이 개방적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는 지역 

위치설계에 있어서 자국 네트워크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네트워크 규모의 행위를 만들 수 있게 때문에 결국 구조적 

공백에 들어가서 중개하는 것까지 가능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면서 

말레이시아의 환승국가 유학생 유치 모델은 곧 말레이시아의 참가자 

거버넌스와 중개국가 모델을 말해 준다. 

말레이시아와 매우 다른 모델을 갖게 된 한국은 비국가행위자의 

다양성과 네트워크 통합도가 낮고 국가-시장 관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행위자 비중과 통합도가 보다 높고 뚜렷한 구조를 갖고 있고, 

252 교육인적자원부. 200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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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위자를 위주로 네트워크 규모 행위에 대한 결정권이 집권화돼 

있고 국가행위자의 통제력이 강하며, 지역적인 위치설계에 있어서 

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 가면서 허브국가를 추구한다는 것을 

앞서 확인했다. 따라서 이 유학생 유치 모델은 한국에 대해서 곧 

국가행위자를 위주로 한 지도조직 거버넌스를 가진 허브국가 모델이라고 

말해 준다.  

한 층 더 깊이 파고들면 사실상 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국가모델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에 국가로서 새로 대응하면서 변환을 겪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같은 곳에서 출발을 했고 그 결과적인 유학생 유치 모델을 달리하게 

되었지만, 그 원인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 자체는 애초부터 양국이 

갖고 있던 국가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제3장 구조적 압력론에서 살펴봤듯이 1990년대부터 세계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세계경제의 통합과 세계무역기구의 등장, 

고등교육의 상품화와 무역화는 세계화 표준이 되면서 그 압력의 핵심이 

되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정보화 시대의 

결과물인 부분도 있다. 지식 변수가 권력의 원동력이 되면서 경제력부터 

군사력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모든 국가에게 기술과 

정보, 재산권, 특허 등 포함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었다253. 고등교육 또한 지식생산의 근본으로서 이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국제정치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유학생 교류는 자연스레 

국가행위자에게 지식생산을 통한 권력 강화를 챙길 수 있는 방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 지식생산 구조가 초국가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사립부문에 속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행위자가 

20새기에 갖고 있던 도구와 방식으로 권력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역시 어떻게 네트워크상에서 지식변수를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다양하다. 국가행위자가 다른 

영역의 행위자와 동맹을 맺듯이 협력하는 방식도 있고, 산업발전에 

253 김상배. 2014: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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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조절하려고 사립부문에 개입하는 방식도 있고, 보호주의적인 

조직화나 제도화, 혹은 개방주의적인 조직화나 제도화로 대응하는 

방식도 있다254. 이 다양한 전략으로 국가는 20세기 때 국민국가모델을 

지식변수로 혁신한 모습의 권력경쟁과 네트워크적으로 변한 국제질서에 

알맞게 변환시켜야만 되는 것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 국가모델의 변환 과정이 서로 다르고, 

그럼에 따라 유학생 유치 모델도,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도 대조된다. 

한국은 지도조직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국가행위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네트워크 규모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모델이 교육 이외에 경제발전의 다른 영역에서도 

보여 온 방식이다. 국가행위자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사립부문을 

규정과 법을 통해서 관리하고, 국가의 이익추구에서 자기가 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사립부문에 맡길 때 선택적으로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푸는 것이다255. 국가의 동맹자본주의(alliance capitalism)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방식은 결국 지도조직 거버넌스이며, 관료주의 

발전국가모델(Bureaucratic Developmental State model)에 해당된다256. 

말레이시아는 참가자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국가행위자가 국민국가 때 갖고 있던 절대적인 권력을 네트워크상 기타 

영역의 행위자와 나눔으로써 네트워크 규모의 움직임이 모든 행위자의 

협력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행위자는 물론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계까지 다양한 행위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맥락이 되고, 국가는 그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트워크상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 방식이다. 유학생 유치에서 보인 이 

방식은 제2장에서 언급한 말레이시아 주식회사와 자유화를 통한 

경제개발 전략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국과 외국 기업들 모두와 주기적으로 논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국가운영은 현지와 국제 네트워크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관리하면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254 Ó Riain, Seán. 2004.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쪽. 
255 Ó Riain. 2004: 195쪽. 
256 Ó Riain. 2004: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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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국가모델에 따른 결과이고 한국과 달리 

네트워크 발전국가모델(Network Developmental State model)에 

부합한다257. 

그렇다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모델이 

알려주는 것은 양국이 21세기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국가모델 변환이 각국이 결과적으로 갖게 

될 네트워크의 구상과 작동방식을 결정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257 Ó Riain. 2004: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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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이 논문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신흥 유학생 유치국으로서 등장한 

모습과 함께 양국이 유학생 유치 모델을 서로 달리하게 된 원인을 

통해서 그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물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 

유학생 유치국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나온 접근법을 있는 그대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적용하지 않고, 21세기 국제질서의 네트워크적인 특징을 

감안해서 복합 네트워크 시각으로 양국의 사례를 바라보면서 구조, 행위, 

과정의 3 가지 측면을 모두 분석하면서 이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탐구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는 양국이 비슷한 곳에서 

출발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목적지에 도착한 사례이다. 1990년대 중반 

전까지 양국은 세계에서 자국 학생을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자국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수준이 매우 저조했다. 

1990년대에 걸쳐 한 때 국가 부문에 속해 있던 공공재화로서 교육이 

국제질서에서 경제적인 상품이 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골고루 

민영화와 자유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1990년대 후반까지 

사립고등교육기관 열풍이 불었고 2000년대 초반에 국립대학의 

자본운영이 법인화되면서 고등교육제도 전체가 규정 완화에 의하여 

국가부문에서 시장으로 들내놓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유학생 유치를 

국가에서도, 민영화된 교육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년 전에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매우 경쟁적인 세계 

고등교육시장의 2~3%를 확보하면서 21세기에 신흥 유학생 유치국가로 

등장했다258. 

그런데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비슷하게 출발해서 신흥 유학생 

유치국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국가적으로 유학생 유치 

증가에 따라 갖게 된, 국제질서 내의 모델은 서로 다르다. 학생이 

나라에 들어오는 국제이동 패턴은 한국보다 말레이시아에 더 많고 

다양한 국가의 출신 학생들이 있었고 259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258 UNESCO Data Centre. 
259 [그림 1-1]과 [그림 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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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인구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며260 중국과 전통적으로 활발한 

사업 네트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261 .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왜 서로 

다른 결과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양국의 유학생 

유치를 구조적 압력론, 매력 전략론, 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전략론에 비춰 보면서 비교했다. 

제2장에서 구조적 압력론을 검토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모두 

유학생 유치를 추지하게 된 배경과 방법 면에서 시작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1990년대 중반에 세계자유무역기구의 출범부터 고등교육이 

세계적으로 국제무역 산업으로서 국제사회의 무역네트워크에 편입되었고, 

국제무역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국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모두가 세계화 표준에 따른 구조적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 1990년대에 

중ㆍ후반에 이를 따른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고등교육 개혁과 2000년대 

초반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살펴봤을 때 이 행보가 그러한 구조적 

압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 구조적 압력은 매우 

유사하게 두 사례에서 반영돼 있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결과적 

상이성에 대한 설명을 갖지 못했다. 

제3장에서 매력 전략론을 검토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를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독일과 같은 전통 유학생 

유치국처럼 교육교류를 소프트파워 장치로 삼아서 외교적 대외영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가를 물었다. 교육교류로 소프트파워처럼 매력을 

증진할 수 있으려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보고, 

이와 같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유학의 질적 경험을 개선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유학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유학생을 통항하여 

해외우군을 형성해서 지도계층 관계를 구축하거나 여론을 주도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모두 유학의 질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말레이시아 경우에는 

그것이 사업적으로 교육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데 비하여 

한국은 전통 유학생 유치국과 같이 매력 증진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260 CIA World Fact Book www.cia.gov (검색일: 2016년 4월 10일). 
261 교육과학기술부. 2010d: 3~4쪽; UNESCO Data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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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장학과 양국 간의 교류 사업 등을 통해서 설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차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유학생 유치를 

하다가 갖게 된 결과적 상이성을 더했을 뿐이지, 그 원인 자체는 밝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관점을 다시 설정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를 구조, 행위자, 과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로서 검토해 봤다. 제4장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위자의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 유형과 그들이 갖는 관계를 지도를 그리듯이 

그림으로 확인했다. 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가 왜 결국 양국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했는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각국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축별 구성과 관계적 통합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정부 축을 비영리단체, 대학, 기업 등 행위자와 이어주는 

중개 행위자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었다. 고등교육부인 KPT와 산하 

비영리단체인 EMGS는 중심성이 높은 위치에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에 참여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자를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한국은 이 정도의 통합도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행위자로 구성된 기업 축이 결여돼 있는 데다가 정부 축을 단체 축과 

대학 축 행위자들과 중심적으로 이어주는 핵심적인 중개자보다 분리된 

방식으로 정부 축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축과 이어주는 행위자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교육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공립개발공사로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외교부 산하 공립비영리단체인 한국국제교육재단이라는 3가지 단체 축 

행위자이다. 요컨대, 제4장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한국보다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가 더 많고 다양한 행위자와 

양적으로 더 많고 질적으로 더 효율적인 관계망을 지니고 있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파악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모들을 두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국내 구조의 특징, 행위로서 

정책과정, 과정으로서 지역적 위치설계라는 3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각국 모델을 달리하게 만든 점을 파악했다. 그 점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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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델의 차이점이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행위자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비국가행위자의 

다양성과 통합도가 높고 국가-시장관계가 있어 국가행위자 중심적인 

국내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데에 반하여 한국은 국가-시장 관계가 

없고 비국가행위자의 다양성과 통합도가 말레이시아보다 적고 

국가행위자의 국내 구조 비중이 높아 국가행위자 중심적인 국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행위로서 유학생 유치 정책과정을 

봤을 때 말레이시아는 권력이 분권화돼 있어 비국가행위자의 행위가 

자율적이고 국가행위자의 통제력을 받지 않아 네트워크 규모의 행위를 

이끌어갈 때도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은 권력이 집권화돼 있어 

비국가행위자의 자율적인 행위가 제한적이며 국가행위자의 통제력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정으로서 양국의 지역적 

위치설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가 구조적 공백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중개를 하는 데 비해 한국은 구조적 공백을 차지해서 

중개를 안하고 자국을 중심으로 세를 모아 중심성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는 위치설계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다 합쳐서 

보면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이면에 말레이시아는 중개국가 모델이 있고 

한국은 허브국가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국의 서로 다른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모델이 국가모델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은 또한 국가 

성격의 변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국가발전 경험에서 갖게 된 관료주의적인 국가모델에서 

국가행위자가 위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적인 맥락을 갖는 유학생 교류에 나설 때 지도조직 거버넌스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해 구축하고 운영한다. 그것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말레이시아는 경제개발에 있어서 개방주의적인 대응으로 

말레이시아 주식회사 모델을 택했듯이,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참가자 

거버넌스 방식으로 환승국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말레이시아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적인 국가발전 모델을 보인다는 점과 걸맞게 

드러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사례로 삼고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유학생 

유치를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는 교육외교뿐만 아니라, 각국이 지식 

변수를 바탕으로 한 권력게임에서 어떻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124 

 



일반적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네트워크적인 국제질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실마리로, 

다른 신흥 유학생 유치국도 새로 등장한 것이 이 네트워크시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후속 연구에서 

유학생 유치와 고등교육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서 이 신흥 유학생 

유치국들의 네트워크시대 대응과 국가모델 변환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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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why and 

how South Korea and Malaysia, two new destination countr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have found themselves with such different 

global positioning in their networks despite the fact that they began 

attracting students in the same context. 

Both South Korea and Malaysia were among the top ten largest 

sender countr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roughout the 1980s and 

1990s. However, as they began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2000s, both nations managed to obtain a significant amount of the 

student exchange market and is difficult to view South Korea and 

Malaysia primarily in the context of a sender nation.  Although South 

Korea and Malaysia have similar backgrounds in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during the process of attracting students both 

nations obtained different results which lead them to stand in 

differing geopolitical positions. 

Malaysia was able to develop a comparative advantage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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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ng diverse students. Specifically, Malaysia became a viable 

alternative to students from Africa and Middle East, who had become 

largely isolated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from traditional 

destinatio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other Anglophone and Euro-Atlantic nations. Malaysia 

provided an alternative channel to obtain degrees from Anglophone 

country universities. As a result, Malaysia filled a structural hole 

between the Muslim world and Western nations by occupying a niche 

in the global system with a so-called “transit hub” model.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placed itself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and tried to develop a pro-Korean 

constituency; pursuing a centralized hub model rather than a 

brokered “transit hub” like Malaysia.  

South Korea and Malaysia both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the 1990s and were thereby required to adhere to the 

structural pressure from three central agreements on liberalization 

of trade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Consequently, universities in 

both countries relied on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s to compete in 

the global market. This was exacerbated by increased structural 

pressure with the onset of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structural pressure to adhere to global standards form both of 

these incidents acted equally on both South Korea and Malaysia.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is structural 

pressure was the main factor that resulted in both nations obtaining 

differing positions in the global system. 

It would also be difficult to assume that this difference in 

geopolitical position is due to a varying application of the soft power-

like strategies practiced by many traditional destination countries 

during the 20th century. Although South Korea does display a 

cognizance of the benefit of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and oft 

mentions them in political texts, Malaysia is also very concerned 

about its external image in reference to its brand as an educational 

provider on the national level. While the nuance of these ratio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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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ot the same, the real results that come from them are. Both 

nations consequently pursue the same policy goal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nsuring the qualitative experience international 

studie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positive impressions. Because 

there does not appear to be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acts, it would be difficult to conclude that a 

soft power-like strategy variance would have resulted in the 

geopolitical divergence of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Malaysia. 

Yet, looked at through a network theory lens and examined 

through network analysis and network governance analysis, the 

central cause of the variance in the geopolitical positioning of South 

Korea and Malaysia through international student policy comes to 

light. The state model of each nation appears to have determined the 

network development and governance within the international student 

sector. Both nations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networks for higher 

education exchange in terms of structure, make-up, and governance. 

South Korea’s network governance comes in the form of Lead 

Organization Governance, with network level interaction and decision 

making highly influenced, if not determined, by actors within the 

government – resulting in government control of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non-profit, and educational actors within the network.  

Malaysia’s network governance takes on a somewhat 

centralized form of Participant Governance, in which leading 

government sector actors cooperate with and encourage interactions 

between private, non-profit, and educational actors and enables them 

to pursue these interactions within the pursuit of their own interests. 

Consequently, foreign branch campuses and dual-registration 

programs like Twinning, which require innovative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 were able to develop 

in Malaysia but not in South Korea. As a result, Malaysia was able to 

take on a unique, niche role and provide itself with a valuable 

geopolitical position in higher education by filling a structural hole, 

while South Korea was unable to demonstrate such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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