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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인식 수

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육부(2017)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7년의 49,270명에 비해 2017년의 123,858

명으로 증가되었다. 이 중에 중국인 유학생 수는 68,714명으로 전

체 유학생 수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가장 주요한 동기로는 양질의 교육

을 받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국제화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

우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

을 통해 실제로 이들이 기대하고 목표한 바와 같이 필요한 핵심역

량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

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식한 자신의 핵심역량 수준이 어떠한지와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이 인식하는 핵심역

량의 발달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유학생이 인식한 자신의 핵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유학생의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셋째, 유학생이 한국 유학 이후 자신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

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가?  넷째, 한국 유학 이후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이면서도 대학

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주체인 대학생이다. 이들의 이중적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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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역량을 6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한 후 유

학생들이 인식한 자신의 핵심역량 수준과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

량 변화된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개별 핵심역량 인식 수

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구분하여,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개념틀을 기준에 따라 6가지 핵심역량으로 나누어 개별 핵심역량

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핵심역량은 의사

소통 역량,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대인관계 역량, 문제해결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인 유학생 205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투입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 자료의 핵심역량

에 대한 설문 문항들이 구성하고 있는 하위 역량을 통계적으로 검

증하였다. 셋째, 유학생의 성별, 출신 학교 소재시, 전공계열, 학위

과정, 한국 대학 소재지에 따라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핵

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유학생의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중국 출신 변인, 한국 학내생활과 학외생활 

변인이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통 

수준 이상(3.69)이며, 대인관계 역량(3.76), 의사소통 역량(3.72)과 

문제해결 역량(3.72), 자기관리 역량(3.69),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3.65),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3.6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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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위과정에 따라 의사소통 역량,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자기관리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직할시(直轄市) 및 

특별 행정 구역 출신 학생들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수준을 통계적 유의미하게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권 학생

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이 비서울권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특성 및 출신 배경 변인 중 연령, 출신 배경 변인 

중 출신학교 유형, 출신학교 소재지,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신학교 유형이 높을수록, 연령

이 많을수록, 출신학교 소재지가 대도시일수록 전체 핵심역량 수

준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학생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통 

수준 이상(3.88)이며, 의사소통 역량(3.94), 정보 처리 및 활용 역

량(3.91), 문제해결 역량(3.88)과 자기관리 역량(3.88), 대인관계 

역량(3.84),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3.83) 순으로 모

두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6가지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존

재하지 않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핵심역량을 대체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였다. 학위과정에 따라 유학

생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문제해결 역량, 자기관리 역량 변화

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권 학생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에만 

비서울권 학생에 비해 통계적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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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개인특성 및 출신 배경 변인 중 연령, 출신 배경 변인 

중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유학생이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전체 핵심역량을 더 긍정적 방향

으로 변화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국 본토 대학

생의 핵심역량 특성과 유사하며 성별, 학위과정, 전공계열, 학교소

재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한국 유학 이후 핵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성별, 학위과정, 전공계열, 학교소

재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유학생의 출신배경과 한국에서의 학내생활이다. 그리고 출

신배경에 비해 한국 학내생활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6가지 핵심역량

에 대한 인식 수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출신배경 변인 중에 출신학교의 유형, 소재지 및 만족도가 모

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향력이 학내생활 변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학생이 한국 유학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학생

이 인식한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유학생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는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이며 

기업인턴을 포함한 경제활동 참여여부도 특정 역량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제활동을 참여한 유학생이 유학 

이후 핵심역량이 더 높아진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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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

수한 국제 인력을 자국의 노동시장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인재

를 육성하는 수준을 높이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

시할 수 있으며, 한국 유학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유학생 핵심역량, 핵심역량, 중국인 유학생, 한국 유학, 

고등교육 국제화, 이문화 역량

학  번 : 2016-2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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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

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2017)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7년의 49,270명에 비해 2017년의 123,858명으로 증가

되었다. 이 중에 중국인 유학생 수는 68,714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유학하기

를 희망하는 가장 주요한 동기로는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문화

를 접하며 국제와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우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실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많은 방면

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어적 어려움은 물론 한국인 학생들

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부재, 대학 및 교수진의 지원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들이 기대한 유학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대학 교육의 핵심 기능이 이들이 사회

인으로써 필요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보았을 때, 과연 유학생

들이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실제로 이들이 기대하고 목표한 바와 

같이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국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온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의 학업 적응 과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제 이들의 

학업의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역량’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학생 지원 및 관리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들의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들의 학업 성

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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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정부와 고등교육 기관은 유학생의 안정적인 공부환경

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장학금 지급, 다양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방식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지원의 효

과가 어떠한 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그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집단인 중국인 유

학생(이하 ‘유학생’)들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의 수행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이들이 인식하는 핵심역량의 발달 수준에 개인특성, 중국에서

의 출신배경 및 한국의 대학 학내생활과 학외생활과 같은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집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제 인력

을 자국의 노동시장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수준을 높이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 유학의 효과성

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 유학생이 인식한 자신의 핵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본 연구

의 참여자인 유학생들의 성별, 전공계열, 학위과정, 출신학교 소재지, 한

국대학 소재지에 따라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유학생의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

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학생의 출신배경,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및 학

외생활 변인 등을 사용하여 이들의 핵심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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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각 핵

심역량별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유학생이 한국 유학 이후 자신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

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가? 유학생의 성별, 전공계열, 학위과정, 출신학교 

소재지, 한국 대학 소재지에 따라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

한 인식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 유학 이후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본 연구는 유학생이 유학 이후 

전체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출신배

경,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 변인을 확인한 다음 각 핵심역량

별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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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배경

1.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개념은 ‘국제적, 이문화적, 

세계적 차원이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능, 전달 방법에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Shin & Harman(2009)는 현대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두 가지

의 주요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대중화와 국제화가 여기

에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한국 지역의 맥락으로 출발하여 한국 고등교

육의 국제화 과정 및 한국 내 유학생 유치 실태를 살펴보며 존재한 문제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고등교육의 국제화 도입 과정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60여 년 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한

국 고등교육의 성장은 한국의 신속한 경제 발전과 수반되며 한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제공해 주었다.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의 바람에 따라 고등교육이 시장화와 국제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96년부터 한국은 OECD에 가입하였으며 

2000년에 ASEM 정상회의 개최, 2005년에 APEC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2010년에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일련의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 사

회가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참여하게 되면서 교육의 국제화도 중요한 정

책방향으로 인식해 왔다. 

    Shin(2008)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고등교육

은 엘리트 교육으로부터 대중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

화와 동시에 도전도 가져왔다. Shin(2008)은 이 지역과 국가들이 공유 한 

도전을 ‘연구와 교육의 분리’, ‘교육의 질’, ‘사유화 및 비용 분



- 5 -

담’, ‘관리주의와 학문의 자유’, 그리고 ‘과잉 교육과 실업’을 5가

지로 정리하였다. 

    Park & Song(2013)을 의하면 국내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 전

체가 세계화에 노출되면서 점차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기

를 희망한다고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한국 대학의 신규 입학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많은 한국 대학들은 

점차 국제기구에 의해 공개 된 대학의 국제 순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

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에서 가장 빈번하게 채택한 국제

화 방안은 ‘영어 전용 강의 제공’, ‘학생과 교직원 교환을 목적으로 

한 세계 최고 대학과의 협력 협약 체결’, ‘해외 유학생 및 교직원 모

집’, ‘공동 학위 프로그램’ 등이 있다.

    KEDI (2006)는 1990 년대 말까지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정

책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시점까지 체계적인 국

제화 전략이 없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지식기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학

의 국제화 또한 이 시기부터 매우 빠르게 확장되었다. 

    2004년 국가 발전 계획의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Study Korea Project’을 수립하면서 2010년에 유학생 유치 5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2008년에 해당 목표를 조기 달성함에 따라 유학생 

유치 목표를  2012년까지 1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부처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을 수립하고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상호 학점 인정 등 각

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2011년 국내 대학 해외 진출 시 현지 국가의 설

립 요건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국

제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2004년 발표된 ‘Study Korea Project’시행 과정 중 나타난 외국인 

유학생 특정 국가 및 지역 편중, 유학생 관리 소홀, 유학생 지원 미흡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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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유형 주요특징 제도여부

프랜차이즈
한국 대학이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한국 대학에서 외국대학 프로그램을 제
공하며, 학위는 외국대학 명의로 수여

규제 없음

트위닝
A대학과 B대학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A, B대 학에서 교
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되, 학위는 A대학에 의해서
만 수여됨

규제 없음

복수/공동
학위과정

여러 국가에 있는 대학들이 협력하여 학생들 이 양측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는 복수 학위과정을 개설하거나 
1개의 공동학위를 수여 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

규제 없음

아티큘레이션
여러 국가에 위치한 대학 간에 학점 인정 관련 협정이 
체결되어 이들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이 누적
적으로 학위취득에 인정 되는 유형

한·중·일
대학간 공
동 복수학
위 제도운

영

국외연구소 
및 교육원

교육기본시설, 연구시설 등 국내 학생 및 교원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외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규제 없음

국외 분교
한국 학교법인이 현지국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설립요
건을 충족(현지국가 승인)하고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현지국가에 설립하여 경영하는 대학

교비회계 
사용금지

자료: 교육부,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전략> 보고(2012)

<표 II-1> 한국 고등교육 프로그램/기관 국제화 유형

는 한국 유학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유학박람회를 실시해 왔

으며, 모두 207개 한국 대학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대학들의 노

력의 결과로 한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고등교육 국제화의 양적 팽창에서 나아가 질적 관리를 위해 2008년 

WCU 사업을 통해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2011년 우수 외

국인 유치 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유학생의 질 관리를 강조하였

다. 2008년 4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중국·일본 3국 대학 간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학위, 복수학위, 공동 커리큘럼 등 3국이 함께 참

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CAMPUS Asia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2)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유형은 크게 프랜차

이즈, 트위닝(twinning), 복수/공동 학위과정(double/joint degree), 아티큘

레이션(articulation), 국외 연구소 및 교육원, 그리고 국외 분교 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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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중에서 프랜차이즈(franchise)가 한국 대학이 외국 

대학의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것이고, 국외 연구소 및 교육원과 국외 분

교는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며, 트위닝(twinning), 

복수 및 공동학위 과정(double/joint degree), 그리고 아티큘레이션

(articulation)은 대학들 사이의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프

랜차이즈, 트위닝, 복수 및 공동 학위과정 그리고 국외 연구소 및 교육

원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구체적인 분류와 특징은 <표 II-1>와 같다.

나.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한국 사회는 점차 세계화・국제화가 되고 있다. 경제 발전과 국가 

영향력 제고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주로 제 3세계의 유학생이 제 1세계인 미국이나 유럽으로 떠나는 유학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서구 선진국 간, 아시아 국가 간 유학도 매 

우 급증하고 있다. 이는 현대의 유학이 엘리트 위주의 이동 또는 국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유학에서 ‘대중형 유학’으로 바뀌고 있는 

새로운 유학 문화 형성 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유학의 대중화와 

함께 출신국가의 대학에서 외국의 자매대학과의 물리적 이동과 연결되어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학생의 출신지와 목적지 간의 순환적 

상호관계와 작용 그리고 네트워크에 의한 유학 결정이 많음을 알 수 있

다(안영진·최병두, 2008).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의 관심,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치 정책 및 한국 대학이 적극적으로 벌인 유학생 유치 

활동 등의 요소가 동시에 맞아 떨어진 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다양한 고등교육 개혁과 국제화 노력을 추진해 왔고, 한

국 대학들도 적극적인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10월 교육부는 2020년까지 국내 

외 국인 유학생을 2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 2020’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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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 정부는 스터디 코리아 사업을 통해 해외 우수 인적자원의 개

발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우호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주

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 교육 경험과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동북아 지식·인력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 <표 II-2>는 국적별 유학생 체류현황으로 2017년 10월 31일 기

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137,207명이었다. 출신 국가별 분석은 다음

과 같다. 중국인 유학생(한국계 포함)이 69,155명 중 학업 목적의 D-2 비

자로 한국을 찾은 중국 유학생(한국계 포함)은 53,404명이었으며 어학연

수에 해당하는 D-4 비자 중국 유학생(한국계 포함)은 15,751명이었다. 중

국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5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베

트남 24,548명(17.9%), 몽골 7,231명(5.3%), 우즈베키스탄 4,456명(3.2%), 

일본 2,965명(2.7%), 미국 1,668명(1.2%)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유학생 중

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표 II-2> 국적별 유학생 체류현황

국가 총계 유학(D-2) 어학연수(D-4)

중국 68,714 53,039 15,675

중국교포 441 365 76

베트남 24,548 6,649 17,899

몽골 7,231 3,527 3,704

우즈베키스탄 4,456 2,503 1,953

일본 2,965 2,038 927

미국 1,668 1,509 159

기타 27,184 22,603 4,581

총계 137,207 92,233 4,4974

   교육부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과정 유학생 수와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 기타 연

수의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 하면서, 유학생 수는 2016년 처

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10만 426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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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연도별 과정별 유학생 체류 상황

출처: 교육부(2017, 교육통계)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16년 6만3104명에서 올해 7만 2,032명에서 

8,928명 증가했고,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전년도 4만 1,158명에서 올해 

5만 1,826명으로 1만 668명 크게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7년 학위과정 

유학생 수 3만2,056명,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 1만4184명과 비교해 각각 

3만 9,976명, 비학위과정은 3만 7,642 명 증가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

국인 유학생 수가 2017년 현재 6만8184명으로 전체 55.1%로 가장 많은 

가운데 10년 전 2007년 중국 유학생 수 3만 3,650명 (전체의68.3%)과 비

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학생의 과정별 유치 상황 및 연도별 체류 

상황은 아래 <표 II-3> 및 <표 II-4>와 같다.

<표 II-3> 과정별 유학생 유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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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학생수 84,711 81,847 86,410 96,357 115,927 137,211

증감률 - -3.4% 5.6% 11.5% 20.3% 16.8%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년 10월, 통계월)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구분 전체 소계
전문학
사/학사

석사 박사
어학연
수생

기타연
수생

2006 32,557 22,624 15,268 5,183 2,173 7,938 1,995

2007 49,270 32,056 22,171 7,247 2,638 14,184 3,030

2008 63,952 40,585 28,197 9,143 3,245 19,521 3,846

2009 75,850 50,591 36,525 10,697 3,369 20,088 5,171

2010 83,842 60,000 43,709 12,480 3,811 17,064 6,778

2011 89,537 63,653 44,641 14,516 4,496 18,424 7,460

2012 86,878 60,589 40,551 15,399 4,639 16,639 9,650

2013 85,923 56,715 35,503 16,115 5,097 17,498 11,710

2014 84,891 53,636 32,101 15,826 5,709 18,543 12,712

2015 91,332 55,739 32,972 16,441 6,326 22,178 13,415

2016 104,262 63,104 38,944 17,282 6,878 26,976 14,182

2017 123,858 72,032 45,966 18,753 7,313 35,734 16,092

출처: 교육부(2017, 교육통계)

<표 II-4> 외국인 유학생 년도별 체류 현황

다.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의 문제점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매우 빠른 기간 동안에 급증하였기 때

문에 이러한 단기적 양적 팽창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임희진 외(2015)는 한국 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문화적 개방성이 아직 

낮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유학생을 용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반적 문화적 폐쇄성 외에도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

직도 한국 대학들이 국제대학순위 평가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 이는 한국에 유학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몇 개국에 편중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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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초래하여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편중 현상은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인 증가와 상관없이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의 질적인 성장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둘째, 한국 대학에서 영어 전용 강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 대학은 영어 전용 강좌 개설을 대학순위 평가의 한 지표

로 받아들였다.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강의에서 그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강의의 질 관리 및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

요가 있고 본다. 

    셋째, 한국은 고등교육 국제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이념, 교육과정, 

대규모의 외국인 유학생 등이 유입하였으나 한국의 고유문화, 방식에 적

응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정부는 해외 교육 자원

을 받는 동시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용합된 교육과

정과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2.  대학생의 핵심역량

가. 핵심역량의 개념

    핵심역량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과 태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안나·이병

식, 2003). 핵심역량의 개념은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과 노동시장

의 연계에 핵심적 연결 개념으로 보편화되고 있다(이은화·윤소정·허승

희, 2011). 이와 함께 역량 개념 자체는 직무나 업무에 한정된 맥락을 넘

어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능

력의 의미로도 확대되고 있다(소경희, 2009). 핵심역량은 전문가들 사이

에서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렵고 core competency, essential skills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학문분야에 따라 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 혹은 핵심역

량 등으로 번역해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개념이 다소간 불명확하고 

아직도 합의된 용어를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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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에서 역설적으로 핵심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

이다. 

    한편, 최근에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그 것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도 늘어나고 있다. McClelland(1973)는 핵심역량은 업무 성과나 성공적 

삶을 예측하는 데 지능이나 지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써 유용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빙산모델을 제시하면서 지식과 기술은 

빙산의 상층부에, 행동, 자기 개념, 태도, 흥미를 비롯한 인성, 특질, 동

기와 같은 요소들은 수면 아래에, 그리고 그 보다 하부에는 잠재의식과 

같은 요소들이 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수면 위의 지식과 기술 그리

고 행동이나 태도와 같은 핵심역량은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행동들의 공통적 패턴을 분석해 낼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체

적으로 주어진 상황 내에서 이를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제시된 역량 기준에 

맞춰 학습과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조직의 비전과 과

업을 달성하기 위해 요청되어지는 효과적인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추출

하여 역량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여 

인력개발에 활용해 왔다.

나.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을 통한 성과 제고의 가능성을 열어준 핵심역량은 대학교

육에도 적용이 되어오고 있다(Holmes & Hooper, 2000). 대학교육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 지식, 기술과 같은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태

도, 동기, 의지 등과 같은 비인지적 요소도 길러질 수 있다(Barrie, 2004).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차별화되고, 대체 불가능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접근되기 보다는 대학 교육을 통해 향상시켜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공통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다(황경수·권순철·고봉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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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 프로젝트

가 제시한 핵심역량 모델에서는 핵심역량 영역을 첫째, 도구의 상호작용

적인 활용 (Use tools interactively), 둘째, 이질적인 그룹 내에서의 상호

작용 (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 셋째, 자율적인 행동 (Act 

autonomously)으로 분류한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분류한 핵심역량 영

역은 각 하위 역량도 3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소개하면, 먼저 도구의 상

호적인 활동은 1-a. 언어, 기호, 문장 활용능력(Use language, symbols 

and texts interactively), 1-b. 지식과 정보 활용능력(Use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ractively), 1-c. 기술 활용능력(Use technology 

interactively)이다. 이질적인 그룹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2-a. 타인과 연

관시키는 능력(Relate well to others), 2-b. 협력과 팀워크(Co-operate, 

work in teams), 2-c.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Manage and resolve 

conflicts)이며,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행동은 3-a. 전체적 맥락 내에서 행

동하는 능력(Act within the big picture), 3-b. 생애 계획과 개인적 과제

를 수립, 실행하는 능력(Form and conduct life plans and personal 

projects), 3-c. 개인의 권리, 관심, 한계, 요구를 인식하고 주장하는 능력

(Defend and assert rights, interests, limits and needs)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한국 국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이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기 시작하였다(장수연, 2016). 유현숙 외(2002, 2004)는 생애능력을 생애

를 통하여 육성시켜 주어야 할 핵심능력으로 정의하고 연속적인 삶의 과정

과 장에서 학습을 통해 개발하여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으며 생애능력에 대

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의 인재 육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안나 외(2002)는 유현숙 외(2002)

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생애능력 개념을 토대로, 고등교육단계에서 육성되

어야 할 주요 능력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리더십, 문제해결력, 협동능력 등의 7가지로 구분하였다. 

대학에서의 핵심역량 개발의 중요성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이 2006년부터 2009년에 걸쳐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도구인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개발하여 핵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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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역량강화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

근에 K-CESA가 활용된 연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 대상

은 국내 대학생에게 국한되어 있어 유학생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K-CESA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5년간에 걸쳐 개발된 지

필형과 수행형의 복합적으로 구성된 도구이며 2010년 전국 31개 대학의 

1만 5천여 명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의 특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여섯 개의 핵심역량가운데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 역량, 자원 정보 기술 활용 역량 등 인지적 영역에서 

보통이하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비해, 대인관계, 자기관리역량 등 비인

지적 영역에서의 우수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 간의 차이도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진미석 외, 2010a). 또한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핵심역량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녀 간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진미석 외, 2010a; 

Jin, M & Lee, K; 2011.). 성균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컨설팅연구 참조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역량가운데 자기관리 역량이 가장 강력한 설명요

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진미석 외, 2011). 진미석(2011)은 대

학생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인지적 요소와 비인지적 요소의 구분에 따라 공통영역별로 정리한 바가 

있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도 점차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각 학생이 인식하는 핵심역량의 중요도나 현재 수준 등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연희 외, 2010, 김은희, 2014; 주철안 외, 2015; 

황경수 외, 2015). 그러나 정리한 바와 같이 핵심역량의 개념은 각 연구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중국인 

유학생은 고등교육을 받는 주체로서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이중적 

신분을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유학생 관련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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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영역 NPEC CAL ACT
호주시드니

대학
호주퀸즈랜드

대학
미국알버노

대학교
K-CESA 

인
지
적
요
소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경청역량

작문희사 
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인커뮤
니케이션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역량

수리능력

수리적 
소양(정량적 

추론, 
기본적-사술능
력, 수리능력)

- - - - - -

정보의 처리 
및 활용

정보소양을 
위한 핵심역량

- 활용능력 정보문해력 - -
자원, 정보, 

기술 활용능력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력
- 연구와 조사

비판적 
판단능력

분석능력 
가치판단 능력

종합적 사고력

문제해결
문제해결 
핵심역량

문제해결력 문제해결 능력 - - 문제해결 능력 -

기타역량 - - 통합능력 -
전공분야에대
한폭넓은지식

글로벌 안목 글로벌역량

비
인
지
적
요
소

대인관계 및 
협력

- - 대인관계 능력 - -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 - -
개인적, 지적 

자율성
윤리적, 

사회적 책임감
- 자기관리 역량

기타역량 - - -
윤리적,사회적, 
전문가적 이해

독립성과 
창의력

효과적 시민, 
심미적 참여

-

출처: 진미석(2011), 카톨릭대학생의 핵심역량 특성 및 핵심역량기반교육과정.

<표 II-5> 고등교육기관 핵심역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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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핵심역량
개인특성 및 
가정 배경

대학
특성

대학생활

김안나 
외(2002)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사고력/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학습능력/
리더십/문제해결력/

협동능력

행정
체제
개방
성(+)

강의의질(+)
동료교류(+)
능동적학습(+)
교육적열망(+)

희망전공여부(+)
동아리(+)

외국어공부(+)

김형관 
외(2002)

학업성취(학점)
부모기대수준(+)
가족관계(+)

학습경향태도(+)
일일공부시간(+)
학과만족도(+)

이병식 
외(2008)

핵심능력
남학생(+) :
분석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수업 중
고차원능력강조+
교수우수성(+)

시설설비우수(+)
수업태도(+)

신정철 
외(2008)

학업성취
수업태도(+)
동아리(-)

최정윤 
외(2009)

학습성과/고차원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

력

의사소통:남(+)
대인관계:여(+)

교수와의관계(+)
협동학습(+)
수업태도(+)

1인당도서비(+)

김은경
(2009)

학습성과
실제적인역량/

개인사회적성장/
교양교육

소득(+)
부학력(+)

김성훈 
외(2009)

학업성취(학점)
특목고>일반고

(학년이 상승하면
변수 영향력 ↓)

강승호
(2010)

학업성취

성별(+)
수능성적(+)

고교 내신성적(+)
흡연및음주(-)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고장완 
외(2011)

인지적·정의적성과
수업태도(+)

24
교수와의관계(+)

다. 대학생 핵심역량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핵심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도 다

양하게 수행되었다. 장수연(2016)에서는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영향요

인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 <표 II-6>는 그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표 II-6> 선행연구의 대학생 핵심역량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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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관계(+)

유현숙 
외(2011)

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

남학생(+)

정보통신활용(+)
동료관계(+)
동아리(+)

봉사활동(+)
성실한수업태도(+)
교수와의관계(+)
수업중사고(+)

백원영
(2012)

학습성과(학점)

동아리(-)
취미활동(-)
교양관련

교육훈련(-)
이명희
(2012)

인지적역량/정의적역량
/관계적역량

독서프로그램(+)

박수미 
외(2014)

리더십/대인관계능력
인턴십포함
근로경험(+)

박은아 
외(2014)

의사소통역량
의사소통관련
수업요인(+)

진미석 
외(2014)

의사소통역량
학년(+)
성적(+)

특목고 졸업(+)

수도
권(+)

전예원
(2014)

핵심역량(지식,기술,태도)
성별

학년(+)

사회적지지(+)
학업만족(+)
학습동기(+)
동아리(+)

출처: 장수연(2016)

3.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과 핵심역량

가.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는 미국이다. 

관심 주제가 영어 숙달도로부터 이문화 간의 적응, 그리고 정신적 건강

으로 확대되었다. 

    한국 교육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원격

대학 그리고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어학연수생과 기타 연수생을 모두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2017년도 국내 고등교

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2017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한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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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3년의 12,314명에서 현재 2017년의 

123,858명으로 달하였다. 그 중의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3년의 6,238

명에서 현재 2017년의 68,184명으로 거의 10배로 늘었으며 현재 전체 외

국인 유학생 중에 절반 이상인 55.1%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전체 외

국인 유학생 중에 계속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1년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따라 중국인 유학생 수도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전체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다시 많아지게 되고 

상황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에 최고 기록인 74.41%에 달하다가 이후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인해 점점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다 시 많아지기 시작함

에도 불구하고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에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2009년 

이후에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또한 중 국 이외의 다른 나

라의 유학생의 수가 2009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연도별 중국인 유학생의 증감 비율의 경우,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65.07%) 반면에 2008년부터 증

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인 유학

생이 증가하지 않고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평균 감소 비율은 5.65%). 2015년부터 중국인 유학생이 다시 증가하게 

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만 못해 올해까지 매년 평균의 증가 비율은 9%

에 불과하다. 2004년 한국정부에서 ‘Study Korea Project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에 한국의 경제발전과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 2011년까지 외국

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것은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

생 유지 정책 아래 대학별 다양한 유학생 유지 활동을 진행하는 결과라

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관리를 하기 위

해서 한국 정부에서 2011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

제’를 실시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데 부실한 대학에 비자발급

의 제한을 내렸다. 이는 2011년 후에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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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학생의 이러한 

감소 또는 정체된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 대학의 국제화 경쟁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틀림없으니 한국정부에서 따라서 2015년에 유학

생 저변 확대, 출신국가 다변화 및 한국 유학 매력도 제고라는 3대의 전

략을 바탕으로 ‘대학의 유학 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우수 지방

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라는 3대 

정책과제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수립·실시했다. 이 정

책이 실시된 다음에 한참 정체된 외국인 유학생 수는 다시 증가하게 되

었다.

<표 II-7> 연도별 중국인 유학생 수

중국인
유학생수

증감률
외국인

유학생수
비율

2008 47,537 36.64 63,952 74.33

2009 56,442 18.73 75,850 74.41

2010 61,208 8.44 83,842 73.00

2011 62,893 2.75 89,537 70.24

2012 59,231 -5.82 86,878 68.18

2013 54,391 -8.19 85,923 63.29

2014 52,779 -2.95 84,891 62.17

2015 54,214 2.72 91,332 59.36

2016 60,136 10.92 104,262 57.68

2017 68,184 13.38 123,858 55.05

자료: 교육부, 2017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 교육 과정 현황을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부에 서 발표한 ‘2017

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한국

에 재학 중인 총 68,184명의 중국 유학생 중에 어학연수과정 인 학생은 

16,226명(23.8%), 전문대학과 일반 대학은 32,390명(47.5%), 석사 과정은 

9,410명(13.8%), 박사과정은 2,806명(4.11%), 기타 연수는 7,352명 (10.8%)

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이하 ‘역량 인증제’)의 실시 이후로 전체 학생의 수가 줄었지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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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과정 특히 박사과정인 중국 유학생의 수가 계속 증가해 왔다(과 같

다). 이것은 아마도 ‘역량 인증제’는 주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유학

생의 무단이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학생의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공부에 많이 집중하는 대학원 학생에게 별 큰 영

향이 없기 때문이다. 실은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며 상

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동시에 유사한 문화전통, 저렴한 

유학비용으로 외국에 나가서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중국인 유학

생에게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대학 이 포함되는 대

학 과정인 유학생은 여전히 전체 유학생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2016년까지 중국인 유학생의 총 

수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림 II-2]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의 상황

자료: 교육부, 2017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표 II-8> 연도별 중국인 유학생의 교육 과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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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문대학 
/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어학연수 기타연수 계

2013
28,582 
(52.56%)

8,893 
(16.35%)

1,931 
(3.55%)

9,571 
(17.60%)

5,404 
(9.94%)

54,381 
(100%)

2014
24,615 
(46.64%)

8,909 
(16.88%)

2,045 
(3.87%)

10,897 
(20.65%)

6,313 
(11.96%)

52,779 
(100%)

2015
23,724 
(43.76%)

8,869 
(16.36%)

2,294 
(4.23%)

12,912 
(23.82%)

6,415 
(11.83%)

54,214 
(100%)

2016
27,708 
(46.08%)

8,738 
(14.53%)

2,512 
(4.18%)

14,594 
(24.27%)

6,584 
(10.95%)

60,136 
(100%)

2017
32,390 
(47.50%)

9,410 
(13.80%)

2,806 
(4.12%)

16,226 
(23.80%)

7,352 
(10.78%)

68,184 
(100%)

자료: 교육부, 2017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나. 중국인 유학생 핵심역량과 관련 선행연구 

    한국내의 중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유학생의 한국유학생활, 문화적 적응, 학업 

적응 등 이 문화적 적응에 관련 연구이다. 하나는 중국인 유학생이 포함

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공부에 관련 연구이다. 

    중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

통점도 있다.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인 유학

생 집단에 대한 평가는 대학에서의 학점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이 필요하다.

다. 중국인 유학생 핵심역량과 관련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현재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협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

다. 연구자에 따라 이를 Compet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Training 

outcomes, Training achievement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유학

생을 중심으로 한 역량 연구를 살펴보면, 다른 문화 간의 역량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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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다른 문화 간의 역량(이문화 역량)의 개념은 주로 이문화 역량에 대

한 구성적 모형 또는 단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연구되어 왔다(전재은, 

2013). Deardorff(2006)의 이문화 역량 모형은 대학 국제화의 성과로서 

이문화 역량을 개념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문화 간의 역량

(Inter-cultural competence)은 Global competence, Cross-cultural 

competence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문화 적응은 다른 문화 간의 

역량 중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Friesenhahn(2001)에 따르면, 이문화 역량은 다양한 문화 그룹 또는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과 일상생활 하거나 사업적 상황에서 효율적

으로 의사소통하고 일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 능력이다. 이는 다른 문

화 배경을 가진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민감성, 성찰성 및 생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Hatzer & Layes, 2003). Bloten(2006, 

2007)는 이문화 역량을 상호작용 대상의 문화적 특성을 의해 특정 상황

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의 이문화 역량 모델[그

림 II-3]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로 출발하였다(Beck, 

200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에 관한 한국 문화적응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적응 모델은 Gordon(1964)의 ‘일차원적 문화적응이

론’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문화적응 

유형론은 Berry(1980, 1997)가 ‘자국 문화 유지 정도’와 ‘현지 문화 

수용 정도’의 이차원적 문화적응 모델에 따라 구분된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이었다. 이 모형에서는 개인이 자국의 문화 정체감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와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수용 여부에 따라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화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문 화적응의 유형을 구분한다. ‘자국 문

화 유지’와 ‘현지 문화 수용’의 두 가지 기준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두 문화에 대해서 동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

며, 한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한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형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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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유지하면서 현지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유형으로 두 가지 문화

를 동시에 모두 성공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이다. 동화형의 경우 자국 문

화를 유지하지 않고 현지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유형이며, 현지 사회집단

에 흡수하여 자국 문화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분리형은 자국 문

화를 유지하고 현지 사회의 문화를 회피하는 유형이며, 자국 문화를 유

지하되 현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변화형은 자

국 문화를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현지 문화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

이다. 즉 양측의 문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유형이며,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적응을 못하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유형에 속한다

(Berry, 1980; 육담성, 2015)

[그림 II-3] Bolten(2006, 2007)의 이문화 역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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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문화 수용 정도

높음 낮음

자국 문화 유지 정도

높음
통합형

(integration)
분리형

(separation)

낮음
동화형

(assimilation)
주변화형

(marginalization)

[그림 II-4]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모델

    

    구체적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우선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인 유학생은 연령, 수학 과정, 체류기간, 거주 형태 및 경제적 상태에 따

라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가 있었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극복력과 건강상

태도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지각된 건강상태의 경우, 

통합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화형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드러

났다. 극복력의 차이는 통합형이 분리형과 주변화형에 비해 높았고, 동

화형이 주변화형보다 극복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장혜경 외, 2010). 중국

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국인과의 관계 맺음은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화형의 순

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관계 맺음은 통합과 동화형이 분리형과 주변화

형보 다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설동, 2012).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 정서적 적응은 동화형, 주변화형, 통합형, 분리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적응의 경우, 동화형이 통합형과 분리형보다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 또한 대학 환경적 적응은 동화형이 가장 높은 수준

을 차지하고 분리형이 가장 낮게 드러났다. 사회적 적응은 통합형, 동화

형, 분리형, 주변화형의 순으로 나타났다(육담성, 2015). 문화 유형에 따

른 차별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분리형이 가장 높게, 동화형이 가장 낮게, 

또한 통합형과 주변화형이 중간 정도로 차별을 인식하였다(전진경·김재

우, 2005). 다만, 일부 연구는 통합형이 아니라 동화형이 가장 좋은 적응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송원영·리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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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대학생 핵심역량 관련 선행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을 ‘의사소통 역량’,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대인관계 역

량’, ‘문제해결 역량’ 및 ‘자기관리 역량’으로 범주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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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유학 이후 핵심역량의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

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유학생 본인의 6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핵심역

량의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각자 집단별 차이를 분

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의 개인특성, 중국 출신배경 및 한국에

서의 학내생활, 학외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그림 III-1] 와 같은 연구모형을 만들었다.

[그림 III-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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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은 중국인 유학생의 개

인특성, 중국에서의 출신 배경,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및 한국에서의 학

외생활로 나누었으며, 19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 개인특성은 

성별, 연령, 부모의 최종 학력으로 구성하였다. 중국에서의 출신 배경은 

중국 출신 학교, 중국 출신 학교 소재지, 중국 출신 학교의 분위기 그리

고 중국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에서의 학내

생활에서는 전공계열, 학위과정, 한국 거주 기간, 한국 대학 소재지, 입

학 당시에 장학금 유무, 한국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습동기로 되었

으며, 학외생활 변인은 유학생이 학외활동(경제활동, 취미활동, 학생 단

체 활동, 기업인턴) 참여여부,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이러한 개인특성, 중국 출신 배경, 한국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로 나

눠진 요인들이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 형성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분석 대상 및 자료

가. 분석 대상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4년제 대학교와 대학원에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다. 2017년 교육부 통계자료를 참

고하여 학업 목적의 D-2 비자로 체류하는 유학생은 53,039명이다. 전문

대학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32,390명, 석사과정 생은 9,410명이

며 박사과정 생은 2,806명이다. 

    위와 같은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편의표본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총 

226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03월 15일부터 04월 20일까지였으며,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및 중국인 유학생에게 직

접 방문하여 출력된 설문지를 배포한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였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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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대학 동문회를 통해 다양한 대학 및 계열의 중국인 유학생을 모

집하였고 비서울권 학생은 직접 대학교에 방문하여 설문 응답을 수집하

였다. 직접 배포된 설문지는 62부와 온라인으로 배포된 164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05부의 설문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표집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표 

III-1>와 같다.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표

구분 항목 N %

성별
남 62 30.2

여 143 69.8

학교 소재지
서울권 127 61.9

비서울권 78 38.1

전공계열

인문사회 137 66.8

이공 자연 의학 52 25.4

예출∙체육 16 7.8

학위과정

학부 64 31.2

석사 86 41.9

박사 55 26.9

    모집단의 비율을 고려하여 성별로는 남자 학생이 62명(30.2%), 여자 

학생이 143명(69.8%)으로 여자 학생이 더 많았다. 학교 소재지는 서울권 

학생이 127명(61.9%), 비서울권 학생이 78명(38.1%)으로 서울권 학생이 

더 많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 계열이 137명(66.8%), 이공 자연 의

학이 52명(25.4%), 예술 체육이 16명(7.8%)으로 인문사회 학생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별로는 학부 학생이 64명(31.2%), 석사 학

생이 86명(41.9%), 박사 학생이 55명(26.9%)으로 석사 학생이 가장 많았

다. 

나.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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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유학전의 경험

중국 최종 졸업 학교 및 등급

중국 학교 소재지

중국 학교 분위기

중국 학교에 대한 만족도

고등학교 시 분과

사교육 참여 경험

유학 경험

유학 결정 과정

유학 결정 시기 및 이유

유학 결정 시 한국 1순위 여부

한국 선택 이유

유학 전 한국에 대한 이해도

유학전 한국 방문경험

학내생활

입학시 장학금 여부

현재 장학금 여부

학내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습동기

교과학습 투입 시간

학외생활

참여한 학외활동 유형

학외활동 투입 시간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

핵심역량 수행도 및 
변화된 정도

의사소통 역량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본 연구는 한국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의 개인특성, 

중국에서의 출신배경, 한국에서의 학내생활과 학외생활, 그리고 현행 중

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및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

이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눠졌다. 1부분은 유학 전의 경험에 관

한 문항이며 2부분은 유학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학 경험

에는 유학 결정 과정에 관한 문항, 한국에서의 대학생활과 학외생활에 

관한 문항 및 핵심역량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부분은 인적 사항

이다. 최종 설문의 구성요인은 아래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최종 설문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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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역량

문제해결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인적 사항

성별

연령

한국어 구사 능력

영어 구사 능력

현재 학교 소재지

전공계열

진로계획

부모의 최종 학력

전체 한국 유학생활 만족도

3. 변인구성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 수준

과 역량의 변화된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유학생 핵심역량에 관한 설문지를 만들었다. 해당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가. 종속변인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유학생의 현행 6가지 핵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

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 2가지로 분류한 뒤 설문 문항을 만들

었으며, 설문의 응답값을 활용한다. 핵심역량으로 추출 가능한 문항은 

총 2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보고식 응답 형태를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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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의사
소통

정보
처리및
활용

다른문
화간의
이해및
적응

대인
관계

문제
해결

자기
관리

대인간의 의사소통 기법과 
전략에 대한 지식

.930

언어적, 비언어적(표정, 동작, 
태도 등) 의사소통 능력

.914

성공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응변 및 행동 능력

.902

정보 수집 및 선별 능력 .898

정보 제시 및 표현 능력 .894

정보의 활용 능력 .876

정보 처리를 위한 컴퓨터 기술 .835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915

다른 사회/학교생활 적응 능력 .902

에 관한 문항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①의사소통 역량, ②정보 처

리 및 활용 역량, ③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④대인관계 역

량, ⑤문제해결 역량 및 ⑥자기관리 역량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영역에 3-8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핵심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 문항은 매우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를 1,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를 2, 변화 없음을 3,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를 4, 

매우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를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6 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

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내적

인 일관성을 의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841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은 직각회전 방법(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검증 결과가 고유 값(Eigen value) 1이상, 전체 분산의 60% 

이상일 때, 이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채서일, 2005). 

<표 III-3> 핵심역량 설문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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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897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적응 능력

.892

한국어 어학 능력 .600

외국어를 이용한 전공 학습 
능력

.586

협력/협조 능력 .873

리더십 능력 .861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854

소속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 .770

문제의 원인 진단 능력 .905

문제해결 전략 및 방안 구축 
능력

.897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력

.841

효율적 집행력 .799

계획수립 및 시간관리 능력 .896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851

정서적 조절 능력 .827

진로 계획 및 관리 능력 .776

사회 매너 및 교양 .608

고유값 2.514 3.069 4.182 2.827 2.969 3.182

누적분산비율 83.8 76.734 52.269 70.664 74.234 63.64

문항수 3 4 6 4 4 5

    6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63.64%를 설명하고 있으며, 

.60 이상의 요인 부합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때, 요인1은 ‘대인간의 의사소통 기법과 전략에 대한 지식’, 

‘언어적, 비언어적(표정, 동작, 태도 등) 의사소통 능력’, ‘성공적 상

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응변 및 행동 능력’이 포함되며, 요인2는 

‘정보 수집 및 선별 능력’, ‘정보 제시 및 표현 능력’, ‘정보의 활

용 능력’ 및 ‘정보 처리를 위한 컴퓨터 기술’이 포함되었다. 요인3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다른 사회/학교생활 적응 능력’, 

‘다른 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적응 능력’, ‘한국어 어학 능력’, ‘외국어를 이용한 전공 학습 

능력’이 있으며, 요인4는 ‘협력/협조 능력’, ‘리더십 능력’,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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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및 ‘소속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이 포

함되었다. 요인5는 ‘문제의 원인 진단 능력’, ‘문제해결 전략 및 방

안 구축 능력’ 및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력’, ‘효율적 집

행력’이, 요인6은 ‘계획수립 및 시간관리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정서적 조절 능력’, ‘진로 계획 및 관리 능력’과 ‘사회 

매너 및 교양’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핵심역량 설문 문항은 여섯 개

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6개의 문항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분류 기준에 의해 핵심역량을 정의하고자 한다. 

요인1은 의사소통 역량, 요인2는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요인3은 다른 

문화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요인4는 대인관계 역량, 요인5는 문제해결 

역량, 요인6은 자기관리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설정된 각 요인은 묶여지

는 6개 문항의 평균값을 코딩하여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III-4>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항목
Cronbach’s α 값

문항수 역량군
요인 1 의사소통 3 .903

요인 2 정보 처리 및 활용 4 .897

요인 3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6 .830

요인 4 대인관계 4 .857

요인 5 문제해결 4 .882

요인 6 자기관리 역량 5 .762

    본 연구에서 설정된 핵심역량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측

정도구의 신뢰성은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독립변인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학생의 개인특성, 중

국 출신 배경과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학외생활로 구분하여 총 1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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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 개인특성 변인

    중국인 유학생의 개인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부 변인으로 설정하

였다. 개인특성의 주요 변인으로 성별 변수, 연령 변수, 전공계열 변수, 

현재의 학위과정 변수, 한국 총 거주 기간 변수와 부모의 최종 학력 변

수를 투입하였다. 

<표 III-5> 개인특성 변인의 문항 범주

변인 명 변인 설명 및 측정 방법

성별 더미변인: 남학생(0), 여학생(1)

연령 출생연도 기임

부모의 최종 학력 연속변수로 평균값 사용

    개인특성 변인 중에 성별, 전공계열, 학위과정 및 부모의 최종 학력 

변인은 더비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여학생을 준거집단인 0으로, 

남학생은 1로 더미 코딩하였다. 전공계열의 경우, 차이분석을 위해 인문

사회 게열=1, 이공/자연/의학 계열=2, 예체능=3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회

귀모형 분석을 위해 인문사회 계열을 기준으로, 이공/자연/의학 계열과 

예체능 계열을 추가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학위과정의 경

우, 학부=1, 석사=2, 박사=3으로 코딩하여 차이분석을 한 다음에 학부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연령의 경우, 출

생연구를 기입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연령으로 계산한 후 연속변

수로 투입하였다.  한국 총 거주 기간은 총 거주 개월 수로 계산하여 연

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부모의 최종 학력은 그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하

나의 변수로 투입하였다. 

    2) 중국 출신 배경 변인

    중국 출신 배경은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주순과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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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명 변인 설명 및 측정 방법

중국 출신학교 더미변인: 고등학교(0), 학부(1), 대학원(2)

중국 출신학교 소재지
더미변인: 직할시   및 특별행정구(0), 성도 및 
자치구, 일반 도시, 현급 및 이하

중국 출신학교 분위기

Likert 5점 척도 기준: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5개 영역의 평균값 사용

중국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

교육환경
교육내용 및 방법
학교 생활 서비스
정보지원

Likert 5점 척도 기준: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14개 영역의 평균값 사용

고 있다.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은 총 4개의 세부 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표 III-6> 중국에서의 출신 배경 변인의 문항 범주

    중국 출신학교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위과정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졸업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학부를 1로, 대학원을 2로 더미 딩

하였다. 중국 출신학교 소재지의 경우, 직할시 및 특별행정구를 0으로, 

성도 및 자치구, 일반 도시, 현급 및 이하 각각 1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중국 출신학교 분위기는 총 5개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

점 척도를 기준으로 5 영역의 평균값을 구하여 하나의 독립변수로 투입

하였다.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총 14개였으며 요인분

석을 통하여 4가지 범주(교육환경, 교육내용 및 방법, 학교 생활 서비스, 

정보지원)로 구분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14개 문항의 

출신학교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하나의 변수로 투입하였다.   

    3)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변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이라고 예

상한 변인은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변인이다. 학내생활 변인은 한국 소속 

대학 소재지, 한국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유무, 한국 대학생활에 대한 만

족도 및 학습동기 4개로 분류되었다. 한국 대학 소재지와 입학 시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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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명 변인 설명 및 측정 방법

한국 대학 소재지 더미변인: 서울권(0), 비서울권(1)

입학 시 장학금 유무 더미변인: 있음(0), 없음(1)

전공계열 더미변인: 인문사회(0), 이공/자연/의학(1), 예체능(2)

학위과정 더미변인: 학부(0), 석사(1), 박사(2)

한국 총 거주 기간 총 거주 년도 수 및 개월 수

한국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교육환경
교육내용 및 방법
학교 생활 서비스
정보지원

Likert 5점 척도 기준: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25개 영역의 평균값 사용

학습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

Likert 5점 척도 기준: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7개 영역의 평균값 사용

금 유무는 더미변인으로 코딩하였다. 한국 대학 소재지의 경우, 서울권

을 준거집단으로 하며 비서울권을 1로 하였으며 입학기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0으로, 없으면 1로 설정하였다. 

    한국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4가지 범주(교육환경, 교육내용 및 방법, 학교 생활 

서비스, 정보지원)로 구분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25개 

문항의 한국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문항의 평균값을 구하여 하나의 변

수로 투입하였다. 학습동기는 총 7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

분석을 통하여 외적인 동기와 내적인 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7개 문항의 학습동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하

나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III-7> 학내생활 변인의 문항 범주

    4) 한국에서의 학외생활 변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 외에 다양한 

취미활동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학외생활 변인은 중국인 유학생 핵심

역량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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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변인 설명 및 측정 방법

학외활동 참여 유형

경제활동 더비변인: 참여(0), 미참여(1)

취미활동 더비변인: 참여(0), 미참여(1)

학생단체 더비변인: 참여(0), 미참여(1)

기업인턴 더비변인: 참여(0), 미참여(1)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

Likert 5점 척도 기준: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8개 문항의 평균값 사용

<표 III-8> 한국에서의 학외생활 변인의 문항 범주

    학외활동 참여 유형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학

생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경제활동, 취미활동, 학생단체 및 기업인턴을 선

택하였으며, 각각 더비변인으로 코딩하였다. 참여한 경우는 준거집단 0

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1로 더비 코딩하였다. 학외생활 만족도는 

총 8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8개 문항의 평균값을 구하여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 수준

과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의 변화된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을 5%로 설

정하여 통계를 실시하였다.

가. 기술통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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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변인, 중국 출신 배경 변인,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 

변인의 현황과 유학생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그리고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를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각 변수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사례 

수와 평균, 표준편차, 빈도 수 등을 제시하였다.

    타당성(Validity)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얼마만큼 충분

히 측정하였는지 나타내 주는 개념으로 측정 목표에 측정 점수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설명해 주는 통계 방법이라고 한다(채서일, 2005).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Cronbach’ α)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많은 변수를 

공통적인 요인으로 묶어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측정된 변수들이 동일

한 구성 개념을 특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법이다. 이를 통해 

요인을 적당히 묶이지 않는 문항은 해당 요인을 측정하는 데 타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검사문항에서 제외하거나 수정한다(성태제, 

2015).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로 한 핵심역량 설문 28개의 문항을 활용하

였는데,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검사지에서 공통적으로 하위 요인이 묶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핵심역량 설문 문항의 

하위 요인이 총 6개 요인으로 구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나. 차이분석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편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의 

집단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 test)과 일원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은 독립변수의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

해 Levene의 등분산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충복시키지 않는 T 검

정의 경우, Welch-Aspin의 검정 결과로 보고하였다. ANOVA는 세 가지 

및 그 이상의 집단의 편균을 비교하는 분석 기법으로 연속변수인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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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세 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립변수가 있어야 한다

(성태제, 2015). 이는 F 통계값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발생한 집단 간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지를 사후 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벼인, 학위과정 변인, 전공계열 변인과 중국 

출신 배경 변인인 중국 출신 학교 소재지 변인, 그리고 한국 학내생활 

변인인 한국 대학 소재지 변인에 따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및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중다회귀분석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회귀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종속변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통계적 방법이다(성태제, 2015).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및 6 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독립적으로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를 

위계적으로 투입하였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종 학력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중국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모형 1에서 투입한 개

인특성 변인을 통계했을 때 실제로 출신 배경 변인이 종속변인에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같은 원리로 모형 3에서는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모형 4에서는 한국에서의 학외생활 변인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공차(Toleranc)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glation: VIF)를 통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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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1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상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분석의 틀

    유학생은 중국에서 학교교육 과정을 마치고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한

다. 외적인 환경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에서의 출신배경 및 한국에

서의 유학생활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동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 

유학생은 개개인에 따라 성격, 태도 등 내적인 요소로 자신의 역량을 키

우게 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은 중국의 성

장배경 혹은 한국 고등교육 경험으로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림 III-2]과 같은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그림 III-2]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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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항수

반응가
능 범위총점 평균

전체 핵심역량 95.94 3.69 .84 26 130 26 26-130

의사소통 11.16 3.72 .82 3 15 3 3-15

정보 처리 및 
활용

14.62 3.65 .85 4 20 4 4-20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21.72 3.62 .99 10 30 6 6-30

대인관계 15.04 3.76 .75 8 20 4 4-20

문제해결 14.88 3.72 .74 4 20 4 4-20

자기관리 18.45 3.69 .90 5 25 5 5-25

IV. 분석결과

1.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

    본 절에서는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즉 중국인 유학

생이 현재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

시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성

별, 중국 출신 학교 소재지, 한국 대학 소재지, 학위과정 및 전공계열에 

따른 집단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가.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기 위해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신뢰할 만한 도구로 측정된 결과를 연구방법에

서 제시한 바가 있다. 이 연구의 측정도구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Likert 5점 척도로 1점(매우 미흡)부터 5점(우수) 중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표 IV-1>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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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130점 

만점에 평균 95.94, 표준편차 .84점, 최소값 26점, 최대값 130점으로 나타

났으며, 5점 환산된 평균값은 3.69점이었다. 따라서 유학생이 인식한 핵

심역량 수준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수준의 평균치에 의하면 ‘대인관계 역

량’이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역량’ 및 ‘문제

해결 역량’이 공통으로 2순위가 되었다. 그 다음 ‘자기관리 역량’이 

3.69점으로,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이 3.65점으로, 마지막 ‘다른 

문화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이 3.62점과 같은 순서로 났다.

    각 핵심역량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 역량’은 3-15점 범위에서 

평균 11.16, 5점 환산평균 3.72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 ‘언어적, 비언어적(표정, 동작 태도 등) 

의사소통 능력’이 평균 3.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은 4-20점 범위에서 평균 14.62, 5점 환

산평균 3.65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 문항 중에 ‘정보 수집 및 선별 능력’이 평균 3.72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에 ‘정보 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 평균 3.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은 6-30점 범위에서 평균 

21.72, 5점 환산평균 3.62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적응 능력’이 

평균 4.0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외국어 능력을 제외한 항목 중에 ‘외

국어를 이용한 전공 학습 능력’이 3.4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역량’은 4-20점 범위에서 평균 15.04, 5점 환산평균 

3.7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이 평균 3.87점으로 중국인 유

학생들이 인식하기에 가장 높은 반면에 ‘리더십’이 평균 3.58점으로 

가장 낮다. 

    ‘문제해결 역량은 4-20점 범위에서 평균 14.88, 5점 환산평균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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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자질

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부분

은 세부 문항 중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의 원인 진단 능

력’이 (평균 3.82점)뛰어나지만 ‘효율적 집행력’이 (평균 3.62점) 떨어

진다는 것이다. 

    ‘자기관리 역량’은 5-25점 범위에서 평균 18.45, 5점 환산평균 

3.69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 ‘사회 매너 및 교양’의 능력이 평균 4.05점으로 뛰어나는데 ‘계

획 수립 및 시간 관리 능력’이 평균 3.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학생이 인식한 앞서와 같은 핵생역량의 수준을 구비하는 데 영향

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래 [그림 IV-1]

와 같다.

[그림 IV-1] 핵심역량 구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대답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핵심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개인의 노력으로 생각한 학생 수가 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변 사회 문화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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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의사소통
정보처리 
및 활용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남 62
3.73
(.68)

3.81
(.65)

3.61
(.60)

3.81
(.66)

3.81
(.63)

3.77
(.69)

여 143
3.72
(.79)

3.58
(.78)

3.62
(.60)

3.74
(.61)

3.68
(.63)

3.66
(.71)

t값 .13 2.18* .09 .65 1.28 1.01

괄호는 표준편차 / *** p<.001, ** p<.01, * p<.05

나. 유학생 집단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의 차이

    유학생의 6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성별, 중국 출신 학교

소재지, 한국 대학 소재지, 학위과정 및 전공계열에 따라 분석하였다. 

    1)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 차이

   

    본 연구에서 표집된 205명의 중국인 유학생 중 남학생은 총 62명

(30.2%), 여학생은 143명(69.8%)이었다.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 역량’, ‘다

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대인관계 역량’, ‘문제해결 역

량’ 및 ‘자기관리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은 남학생이 평

균 3.81점으로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의 하위 세무항목 중에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 능력’의 남여 차

이가 유의확률 .014로 가장 뚜렷하게 나왔다. 이는 남학생의 컴퓨터 활

용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으로 여학생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2>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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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의사소통
정보처리 
및 활용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서울
권

127
3.80   
(.77)

3.72   
(.76)

3.70
(.61)

3.76
(.67)

3.76
(.66)   

3.77
(.72) 

비서
울권

78
3.59
(.74)

3.54
(.71)

3.48
(.55)

3.76
(.55)

3.66
(.58)

3.56
(.66)

t값 1.94 1.76 2.60* .01 1.13 2.08*

괄호는 표준편차 / *** p<.001, ** p<.01, * p<.05

    2) 한국 대학소재지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 차이

    본 연구에서 유학생의 한국 대학 소재지를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

한 ‘서울권 지역’ 및 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인 ‘비서울권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집된 205명 중국인 유학생 중에 서울권 학생은 총 127명

(%), 비서울권 학생은 78명(%)이었다.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수준은 대학소재지에 따라 ‘의사소통 역

량’,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대인관계 역량’및 ‘문제해결 역

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과 ‘자기관리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

였다. 서울권 지역의 특성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국제화와 다문화 사회

의 정도가 높아서 중국인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

량’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표 IV-3> 대학소재지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 차이

    3) 학위과정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 차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학위과정에 따라 현재 핵심역량에 대

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표집된 205명 중국인 유학생 중에 학부생

은 총 64명(%), 석사 과정 학생은 86명(%), 박사 과정 학생은 55명(%)이

었다. 

    학위과정에 따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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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의사소통 정보처리 다른 문화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구분 N 의사소통
정보처리 
및 활용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학부 64
3.52
(.00)

3.46
(.00)

3.43
(.00)

3.68
(.00)

3.64
(.00)

3.49
(.00)

석사 86
3.79
(.03)

3.70
(.06)

3.70
(.00)

3.78
(.31)

3.70
(.54)

3.73
(.03)

박사 55
3.84
(.02)

3.80
(.02)

3.72
(.01)

3.84
(.17)

3.85
(.07)

3.85
(.01)

f값 3.53* 3.27* 5.05* 1.03 1.76 4.22*

괄호는 표준편차  / *** p<.001, ** p<.01, * p<.05

역량’, ‘정보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

량’ 및 ‘자기관리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대인관계 역량’ 및 ‘문제해결 역량’에는 학위과정에 따

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IV-4> 학위과정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 차이

    4)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 차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전공계열에 따른 현행 핵심역량에 대

한 인식 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표 4-4>와 같다. 표집된 

205명 중국인 유학생 중에 인문사회 계열은 총 137명(%), 이공 자연 및 

의학 계열 학생은 52명(%), 예체능 계열 학생은 16명(%)이었다. 

    전공계열에 따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의사소통 

역량’, ‘정보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

량’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인관계 역량’ 및 

‘문제해결 역량’및 ‘자기관리 역량’에는 전공계열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 IV-5>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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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의사소통
정보처리 
및 활용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1 43 3.89 3.69 3.82 3.85 3.77 3.73

및 활용
간의 이해 
및 적응

인문
사회

137
3.69
(.00)

3.58
(.00)

3.61
(.00)

3.74
(.00)

3.67
(.00)

3.66
(.00)

이공
자연
의학

52
3.93
(.05)

3.92
(.00)

3.78
(.07)

3.85
(.32)

3.88
(.05)

3.85
(.09)

예술
체육

16
3.31
(.06)

3.39
(.33)

3.23
(.02)

3.66
(.60)

3.61
(.70)

3.44
(.24)

f값 4.55* 5.14* 5.43* .74 2.29 2.55

괄호는 표준편차  / *** p<.001, ** p<.01, * p<.05
 

    5)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 차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역의 행정 구역을 4 등급으로 나눴으며 1급은 

직할시 및 특별행정구이다. 한국의 광역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할하는 지역을 말한다. 2급은 성도 및 자치구이며 3급은 일반 도

시이다. 일반 도시는 직할시, 성도 및 자치구가 모두 아닌 도시를 의미

한다. 4급은 현과 농촌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된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

의 출신 학교 소재지에 따른 현행 핵심역량 수행도 차이에 대한 분석결

과는 아래 <표 IV-6>와 같다. 표집된 205명 중국인 유학생 중에 1급 행정

구역 즉 직할시 및 특별행정구 학교 출신 학생은 총 43명(%), 2급 성도 

및 자치구 학교 출신 학생은 80명(%)이며 3급 일반 도시 학교 출신 학생

은 65명(%)이고 현과 농촌 출신 학생은 17명이었다. 

    출신 학교소재지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의 차이는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

른 5가지 핵심역량에 모두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

<표 IV-6>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른 핵심역량 인식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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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00) (.00) (.00) (.00)

2 80
3.69
(.16)

3.65
(.82)

3.59
(.05)

3.69
(.19)

3.70
(.59)

3.73
(.94)

3 65
3.73
(.29)

3.70
(.92)

3.60
(.06)

3.82
(.79)

3.78
(.89)

3.73
(.95)

4 17
3.31
(.01)

3.39
(.18)

3.38
(.01)

3.69
(.38)

3.45
(.09)

3.28
(.03)

f값 1.93 .77 2.50* .63 1.09 1.78

괄호는 표준편차   / *** p<.001, ** p<.01, * p<.05

2. 유학생의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본 절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종

속변수의 설정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표집

된 6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하나로 묶어 종속변수로 하여 분

석에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6가지 핵심역량을 따로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특성, 중국 출신 배경, 한국 유학생활의 학

내 생활 및 학외생활 등 4개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 전체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6 가지 핵

심역량의 값을 하나로 묶어 평균치를 낸 것이다. 개인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부모의 최종 학력 등 3개의 변인이 투입되었고 중국 출신 

배경 변인으로는 중국 출신학교, 출신 학교 소재지, 출신 학교 분위기와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 4개의 변인이 투입하였다.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변인은 전공계열, 학위과정, 한국 거주 기간, 한국 대학 소재지, 입학 시 

장학금 유무, 학내생활에 대한 만족도, 한국에서의 학습동기 7개의 변인

이 투입되었으며 학외생활 변인으로는 학외활동(경제활동, 취미활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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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단체활동, 기업인턴) 참여여부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 5개의 변인

이 투입되었다. 유학생의 출신 배경, 한국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이 각자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4개의 모형으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

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6가지 핵심역량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3.694, 유의확률은 .000으

로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3.8%로 개인특성 변인이 유

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3.8%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2는 

F 통계값은 8.14,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19.7%로 모형 1

에서 수정된 R2값이 .159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이 전체 핵

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5.9%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3은 

F 통계값은 10.77, 유의확률은 .00으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40.1%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값이 .204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내생

활 변인이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20.4% 설명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4는 

F 통계값은 8.28,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40.4%로 모형 3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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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228 .052 .038 .560 .052 3.694

모형2 .473 .224 .197 .512 .172 4.449

모형3 .666 .443 .401 .442 .219 2.632

모형4 .678 .460 .404 .441 -.094 -2.491

요약은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1)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β= 

.190)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

였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38), 연령(β= .1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해석되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

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9), 출신 학교 

유형(β= .21), 출신 학교 소재지(β= -.1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신 학교의 유형이 높

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출신 학교 소재지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

다. 즉 학교 소재지가 큰 도시일수록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활 변

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9), 한국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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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30), 출신 학교 유형(β= .21), 경제활동 참여

여부(β= -.0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신 학교

의 유형이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자신의 전체 핵심역량수준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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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09 .09 -.06 -.05 .08 -.06 -.10 .07 -.06 -.10 .07 -.06

연령 .02 .01 .19** .02 .01 .19* .02 .01 .19 .02 .01 .19

부모 최종학력 .05 .03 .10 .02 .03 .10 .01 .03 .10 .02 .03 .10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10 .06 .21 .12 .06 .21* .12 .06 .21*

출신학교소재지 -.05 .04 -.13 -.08 .04 -.13* -.06 .04 -.13

출신학교분위기 .14 .07 .34 .10 .06 .34 .09 .07 .34

출신학교만족도 .19 .07 .38** .05 .06 .38 .06 .06 .38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3 .05 .00 .02 .05 .00

장학금 유무 -.03 .06 .19 -.03 .06 .19

전공계열 .01 .02 .06 .00 .02 .06

학위과정 .03 .07 -.14 .03 .07 -.14

한국 거주 기간 .01 .07 .16 -.01 .08 .16

대학생활만족도 .55 .07 .59*** .50 .07 .59***

학습동기 -.08 .06 .10 -.06 .06 .10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16 .08 -.09*

취미활동참여여

부
.06 .07 .13

학생단체참여여

부
.08 .08 .18

기업인턴참여여

부
.10 .11 .13

학외생활만족도 .20 .05 .30***

상수항 3.18 3.18 .25 2.11 .33 1.02 .41 .97 .42

Adj-R2 .038 .19 .40 .40

적합도(F) 3.69* 8.14**** 10.77*** 8.28***

*** p<.001, ** p<.01, * p<.05

<표 IV-8> 전체적 핵심역량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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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핵심역량의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과 한국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 변인이 각 

핵심역량(의사소통 역량,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대인관계 역량, 문제해결 역량, 자기관리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6 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따로 종속변

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대한 구체

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 역량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3개 하위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4.364,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를 유

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4.7%로 개인특

성 변인이 유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4.7%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2는 F 통계값은 4.630,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

력이 약 11.1%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값이 .064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

신 배경 변인이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6.4%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3은 F 통계값은 6.533, 종속변수를 통계적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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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247 .061 .047 .742 .061 4.364

모형2 .375 .141 .111 .716 .08 .266

모형3 .57 .325 .275 .647 .184 1.903

모형4 .591 .349 .282 .644 .024 -1.31

27.50%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값이 .164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내생활 

변인이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6.4%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4는 F 통계값은 5.223,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

이 약 28.2%로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9>과 같다.

<표 IV-9>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2)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β= 

.240)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

였다. 그 결과는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령(β= .240) 변인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

의 핵심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출신 배경 변인 중 통

계적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

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9), 연령(β= 

.24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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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의사소통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활 변

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9), 한국 학

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30),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27), 연령

(β= .2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의사소통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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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03 .11 -.01 -.01 .11 -.01 -.06 .10 -.01 -.05 .10 -.01

연령 .04 .01 .24*** .04 .01 .24** .04 .01 .24** .04 .01 .24**

부모 최종학력 .04 .05 .06 .01 .05 .06 .00 .04 .06 .01 .04 .06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09 .08 .18 .16 .09 .18 .17 .09 .18

출신학교소재지 -.09 .06 -.13 -.11 .06 -.13 -.08 .06 -.13

출신학교분위기 .14 .10 .22 .10 .09 .22 .07 .10 .22

출신학교만족도 .15 .10 .25 -.03 .09 .25 -.03 .09 .25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3 .08 -.02 .02 .08 -.02

장학금 유무 -.09 .08 .17 -.09 .09 .17

전공계열 .01 .02 .09 .01 .02 .09

학위과정 .01 .10 -.14 .02 .11 -.14

한국 거주 기간 -.10 .11 .09 -.12 .11 .09

대학생활만족도 .68 .10 .49*** .62 .10 .49***

학습동기 -.06 .09 .10 -.03 .09 .10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05 .10 -.05

취미활동참여여

부
.16 .11 .15

학생단체참여여

부
.11 .11 .16

기업인턴참여여

부
.13 .16 .14

학외생활만족도 .06 .06 .27***

상수항 2.83 .33 2.02 .47 .63 .6 .49 .61

Adj-R2 .04 .74 .64 .64

적합도(F) 4.36** 4.63*** 6.53*** 5.22***

*** p<.001, ** p<.01, * p<.05

<표 IV-10> 의사소통 역량 인식 수준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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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6가지 핵심역량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

귀모형의 F 통계값은 3.488,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

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3.5%로 개인특성 변인이 유학생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3.5%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정보 처리 및 활

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2는 F 통계값은 5.540,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13.5%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값이 .100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이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0.0%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정보 처리 및 활

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3은 F 통계값은 10.076,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

은 설명력이 약 38.4%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값이 .249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내생활 변인이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24.9%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정보 처리 및 활

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4는 F 통계값은 7.935,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39.2%로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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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221 .049 .035 .732 .049 3.488

모형2 .405 .164 .135 .693 .115 2.052

모형3 .653 .426 .384 .585 .262 4.536

모형4 .67 .449 .392 .581 .023 -2.141

<표 IV-11>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3)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

별(β= -.14)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일수록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

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33) 변인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학생들

이 인식한 본인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

되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

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β= .57), 

성별(β= -.14), 학습동기(β= .0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 학내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유

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즉 

남학생일수록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

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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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57),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29), 학생단체활동 참여여부(β

=.23), 성별(β= -.14), 학습동기(β= .0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학생단체활동을 참여하지 않을수록, 남학생일수록, 학습동

기가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수준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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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24 .11 -.14* -.20 .11 -.14 -.28 .09 -.14** -.27 .09 -.14**

연령 .03 .01 .15* .02 .01 .15 .02 .01 .15 .02 .01 .15

부모 최종학력 .05 .05 .07 .03 .05 .07 .00 .04 .07 .01 .04 .07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13 .08 .18 .11 .08 .18 .12 .08 .18

출신학교소재지 -.03 .06 -.06 -.08 .05 -.06 -.06 .05 -.06

출신학교분위기 .11 .10 .28 .08 .09 .28 .06 .09 .28

출신학교만족도 .24 .10 .33* .04 .09 .33 .04 .09 .33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11 .07 .06 .10 .07 .06

장학금 유무 -.03 .08 .17 -.03 .08 .17

전공계열 -.02 .02 .01 -.02 .02 .01

학위과정 .05 .09 -.12 .07 .10 -.12

한국 거주 기간 .12 .10 .21 .09 .10 .21

대학생활만족도 .76 .09 .57*** .71 .09 .57***

학습동기 -.23 .08 .02** -.20 .09 .02*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01 .09 -.04

취미활동참여여

부
.14 .10 .16

학생단체참여여

부
.16 .10 .23*

기업인턴참여여

부
.00 .14 .10

학외생활만족도 .24 .06 .29***

상수항 3.39 .32 2.17 .45 .93 .54 .72 .55

Adj-R2 .035 .13 .38 .39

적합도(F) 3.48* 5.5*** 10.07*** 7.93***

* *** p<.001, ** p<.01, * p<.05

<표 IV-12>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 61 -

    3)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

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6개의 하위 문항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

형 1의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2.329, 설명량은 약 1.9%로 개인특성 변

인이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1.9%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를 무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2는 F 통계값은 6.678, 유의확률은 .000으로 종속

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

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16.3%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값이 

.144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

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4.4%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3은 F 통계값은 10.054, 유의확률은 .000으로 종

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

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38.3%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값이 

.220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내생활 변인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22.0%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4는 F 통계값은 7.549, 유의확률은 .000으로 종속

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

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37.9%로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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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184 .034 .019 .592 .034 2.329

모형2 .438 .192 .163 .547 .158 4.349

모형3 .653 .426 .383 .469 .234 3.376

모형4 .661 .437 .379 .471 .011 -2.505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13>과 같다.

<표 IV-13>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4)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다른 문화 간의 이

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연령(β= .14)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34), 

출신학교 소재지(β= -.1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신학교 소재지 대도시일수록 유학생

들이 인식한 본인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

도(β= .58), 출신학교 유형(β=.21), 출신 학교 소재지(β= -.1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신학교 유형이 높을수록, 출신 학교 소재지가 대도시일수록 유학생들

이 인식한 본인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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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가로 학외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

족도(β= .58), 한국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30), 출신 학교 소재지

(β= -.1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신 학교소재지

가 대도시일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

응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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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00 .09 .01 .02 .08 .01 -.02 .07 .01 -.01 .08 .01

연령 .02 .01 .14* .01 .01 .14 .00 .01 .14 .00 .01 .14

부모 최종학력 .06 .04 .11 .02 .04 .11 .02 .03 .11 .03 .03 .11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12 .06 .21 .14 .06 .21* .14 .06 .21*

출신학교소재지 -.09 .05 -.19* -.11 .04 -.19** -.1 .04 -.19*

출신학교분위기 .15 .08 .31 .11 .07 .31 .10 .07 .31

출신학교만족도 .16 .08 .34* .02 .07 .34 .02 .07 .34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2 .05 -.05 -.03 .06 -.05

장학금 유무 -.02 .06 .19 -.02 .06 .19

전공계열 .03 .02 .10 .03 .02 .10

학위과정 .00 .08 -.18 .01 .08 -.18

한국 거주 기간 .04 .08 .18 .03 .08 .18

대학생활만족도 .56 .07 .58*** .52 .08 .58***

학습동기 -.03 .07 .12 -.01 .07 .12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05 .07 -.08

취미활동참여여

부
.07 .08 .12

학생단체참여여

부
.06 .08 .15

기업인턴참여여

부
.09 .12 .12

학외생활만족도 .20 .05 .30***

상수항 3.07 .26 2.18 .36 .98 .43 .93 .45

Adj-R2 .02 .16 .38 .37

적합도(F) 2.32 6.67*** 10.05*** 7.54***

* *** p<.001, ** p<.01, * p<.05

<표 IV-14>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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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인관계 역량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4개의 하위 문항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2.466, 설명량은 약 2.1%로 개인특성 변인이 유학생의 대인관

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2.1%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으나,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를 유의

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2는 F 통계값은 5.879, 종속변수를 통계적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14.3%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값이 .122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

경 변인이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2.2% 설명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3은 F 통계값은 5.403,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23.2%

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값이 .089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내생활 변인이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8.9%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4는 F 통계값은 4.87, 종속변수를 통계적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26.5%로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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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187 .035 .021 .622 .035 2.466

모형2 .416 .173 .143 .581 .138 3.413

모형3 .534 .285 .232 .551 .112 -.476

모형4 .577 .333 .265 .539 .048 -.533

<표 IV-15>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5)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β= 

.18)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

였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36), 연령(β= .1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더 높

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

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9), 연령(β= 

.1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이 인식한 본인의 대인관계 역량 수준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활 변

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4), 한국 학

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31), 연령(β= .18), 경제활동 참여여부(β= 

-.1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 연령이 많을수

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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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즉 경제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자신의 대인관계 역량 수준을 더 높

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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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07 .09 -.05 -.02 .09 -.05 -.05 .09 -.05 -.06 .09 -.05

연령 .03 .01 .18** .02 .01 .18* .03 .01 .18* .03 .01 .18*

부모 최종학력 -.01 .04 -.01 -.02 .04 -.01 -.03 .04 -.01 -.01 .04 -.01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07 .07 .16 .11 .07 .16 .11 .07 .16

출신학교소재지 -.01 .05 -.02 -.03 .05 -.02 -.01 .05 -.02

출신학교분위기 .11 .08 .30 .09 .08 .30 .06 .08 .30

출신학교만족도 .23 .08 .36** .10 .08 .36 .11 .08 .36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5 .06 .01 .02 .06 .01

장학금 유무 -.08 .07 .10 -.08 .07 .10

전공계열 .00 .02 .02 -.01 .02 .02

학위과정 .12 .09 .00 .12 .09 .00

한국 거주 기간 .04 .09 .12 .02 .09 .12

대학생활만족도 .43 .08 .44*** .33 .09 .44***

학습동기 -.03 .08 .11 -.01 .08 .11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21 .09 -.10*

취미활동참여여

부
-.01 .09 .08

학생단체참여여

부
.10 .09 .16

기업인턴참여여

부
.35 .14 .17*

학외생활만족도 .23 .05 .31***

상수항 3.37 .27 2.14 .38 .96 .51 .97 .51

Adj-R2 .02 .14 .23 .26

적합도(F) 2.46 5.87*** 5.40*** 4.87***

* *** p<.001, ** p<.01, * p<.05

<표 IV-16> 대인관계 역량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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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제해결 역량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6가지 핵심역량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1.903,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1.3%로 개인특성 변인이 유학생

의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1.3%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

수를 무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2는 F 통계값은 4.866, 유의확률은 .000으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

는 설명력이 약 11.7%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값이 .104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이 전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0.4%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3은 F 통계값은 4.631, 유의확률은 .000으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19.9%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값이 .082 변화하였으며, 이

는 학내생활 변인이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8.2% 설명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4는 F 통계값은 3.509, 유의확률은 .000으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18.9%로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1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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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167 .028 .013 .631 .028 1.903

모형2 .383 .147 .117 .596 .119 2.963

모형3 .504 .254 .199 .568 .107 -.235

모형4 .515 .265 .189 .571 .011 -1.122

<표 IV-17>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6)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

였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38)가 유일한 문제해결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문제해결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

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9 가 유일한 

문제해결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문제해결 역량 수준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활 변

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2), 한국 학

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1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문제해결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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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13 .10 -.09 -.09 .09 -.09 -.13 .09 -.09 -.12 .09 -.09

연령 .02 .01 .11 .01 .01 .11 .01 .01 .11 .01 .01 .11

부모 최종학력 .04 .04 .07 .02 .04 .07 .01 .04 .07 .02 .04 .07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09 .07 .16 .10 .08 .16 .09 .08 .16

출신학교소재지 -.02 .05 -.07 -.05 .05 -.07 -.04 .05 -.07

출신학교분위기 .10 .09 .29 .08 .08 .29 .06 .08 .29

출신학교만족도 .21 .08 .33* .10 .08 .33 .10 .08 .33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8 .07 .06 .06 .07 .06

장학금 유무 -.01 .07 .13 -.01 .08 .13

전공계열 -.01 .02 .00 -.01 .02 .00

학위과정 .03 .09 -.08 .05 .09 -.08

한국 거주 기간 .00 .10 .11 -.01 .10 .11

대학생활만족도 .42 .09 .42*** .40 .09 .42***

학습동기 -.11 .08 .05 -.10 .08 .05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09 .09 -.11

취미활동참여여

부
.01 .09 .07

학생단체참여여

부
.10 .10 .16

기업인턴참여여

부
.01 .14 .05

학외생활만족도 .15 .05 .19**

상수항 3.49 .28 2.41 .39 1.66 .53 1.66 .54

Adj-R2 .01 .11 .19 .18

적합도(F) 1.90 4.86*** 4.63*** 3.50***

* *** p<.001, ** p<.01, * p<.05

<표 IV-18> 문제해결 역량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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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기관리 역량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5개 하위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4.638,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

량은 약 5.1%로 개인특성 변인이 유학생의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5.1%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2는 F 통계값은 7.435, 유의확률은 .000으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

는 설명력이 약 18.1%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값이 .130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이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3.0% 설

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3은 F 통계값은 6.488, 유의확률은 .000으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27.4%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값이 .093 변화하였으며, 이

는 학내생활 변인이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9.3% 설명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4는 F 통계값은 4.741, 유의확률은 .000으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25.8%로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1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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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255 .065 .051 .688 .065 4.638

모형2 .457 .209 .181 .639 .144 2.797

모형3 .568 .323 .274 .602 .114 -.947

모형4 .572 .327 .258 .608 .004 -1.747

<표 IV-19>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7)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β= 

.19), 부모의 최종 학력(β= .1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

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였

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35), 출신학교 분위기에 대

한 인식(β= .34), 연령(β= .1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신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학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자기관리 역

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6)가 유일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학

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자기관리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활 변

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6), 한국 학

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2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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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자기관리 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특성에 6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3개가 있다. 연령, 한국 학내생

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은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부모의 최종학령은 자기관리 역량에 영

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 중에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의사소

통 역량을 제외한 5가지 핵심역량에 모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중국 출신학교 유형(고등학교, 학부, 대학원) 및 출신학교 소재지 

변인은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학생의 현행 핵심역

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출신배경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학내생활과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6가지 핵심역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와 학생단체활동 참여여

부 변인은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참여여부(참여=0, 비참여=1)는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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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12 .10 -.07 -.08 .10 -.07 -.12 .10 -.07 -.13 .10 -.07

연령 .03 .01 .19** .03 .01 .19* .02 .01 .19 .02 .01 .19

부모 최종학력 .09 .04 .15* .06 .04 .15 .05 .04 .15 .06 .04 .15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10 .07 .18 .11 .08 .18 .10 .08 .18

출신학교소재지 -.05 .05 -.11 -.07 .05 -.11 -.06 .05 -.11

출신학교분위기 .19 .09 .34* .15 .09 .34 .14 .09 .34

출신학교만족도 .19 .09 .35* .08 .09 .35 .09 .09 .35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2 .07 .00 .02 .07 .00

장학금 유무 .02 .08 .19 .02 .08 .19

전공계열 .00 .02 .05 .00 .02 .05

학위과정 -.02 .10 -.14 -.02 .10 -.14

한국 거주 기간 -.08 .10 .10 -.07 .10 .10

대학생활만족도 .48 .09 .46*** .46 .10 .46***

학습동기 -.06 .09 .10 -.06 .09 .10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07 .09 -.09

취미활동참여여

부
.00 .10 .06

학생단체참여여

부
-.02 .11 .09

기업인턴참여여

부
.11 .15 .09

학외생활만족도 .17 .06 .20**

상수항 3.02 .30 1.75 .42 .92 .56 .97 .58

Adj-R2 .05 .18 .27 .25

적합도(F) 4.63** 7.43*** 6.48*** 4.74***

* *** p<.001, ** p<.01, * p<.05

<표 IV-20> 자기관리 역량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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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항수

반응가능 
범위총점 평균

전체 핵심역량 10.88 3.88 .89 52 130 26 26-130

의사소통 11.82 3.94 .76 6 15 3 3-15

정보 처리 및 
활용

15.64 3.91 .75 8 20 4 4-20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22.98 3.83 .95 6 30 6 6-30

대인관계 15.36 3.84 .79 14 20 4 4-20

문제해결 15.52 3.88 .75 8 20 4 4-20

  

3.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

    본 절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영향 요인을 알아보 본 절에서는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 즉 유

학생이 인식한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이 변화된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성별, 중국 출신 학교소재지, 한국 대학소재지, 학위과정 및 전공계열에 

따른 집단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가.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

    한국 유학 이후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에서는 각 핵심역량이 변화된 정도가 어떠한 지를 ‘매우 부

정적 방향으로 변화 =1,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 =2, 변화 없음 =3, 긍정적 

방향으로 강화 =4, 매우 긍정적 방향으로 강화 =5’로 표기하도록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표집된 205명의 중국인 유학생의 응답 결

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변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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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15.52 3.88 .77 10 25 5 5-25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130점 만점에 평균 100.88, 표준편차 .89점, 최소값 52점, 최대값 

130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된 평균값은 3.88점이었다. 따라서 유학

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는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의 

평균치를 의하면 ‘의사소통 역량’이 평균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이 평균 3.91점으로 2위가 되었다. 

‘문제해결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이 공통으로 3위가 되었다. 그 

다음 ‘대인관계 역량’이 3.84점,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

량’이 평균 3.8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핵심역량별 세무 항목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역량’은 3-15점 

범위에서 평균 11.82, 5점 환산평균 3.94점으로 유학생은 의사소통 역량

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 ‘대인간의 의사소통 기법과 전략에 대한 지식’과 ‘언

어적, 비언어적(표정, 동작 태도 등) 의사소통 능력’이 평균 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은 4-20점 범위에서 평균 15.64, 5점 환

산평균 3.91점으로 유학생은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해 비교적 긍

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 

‘정보 수집 및 선별 능력’이 평균 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에 

‘정보 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이 평균 3.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은 6-30점 범위에서 평균 

22.98, 5점 환산평균 3.83점으로 유학생은 한국 유학 이후 다른 문화 간

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이 

평균 4.1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외국어 능력을 제외한 항목 중에 ‘외

국어를 이용한 전공 학습 능력’이 3.7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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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개인 노력에 대한 지원

역량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특정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개설

교육 환경 개선

    ‘대인관계 역량’에는 4-20점 범위에서 평균 15.36, 5점 환산평균 

3.84점으로 유학생은 대인관계 역량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가 있

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 ‘타인과의 협력/협

조 능력’이 평균 3.97점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식하기에 가장 높은 

반면에 ‘리더십’이 평균 3.70점으로 가장 낮다. 

    ‘문제해결 역량’에는 4-20점 범위에서 평균 15.52, 5점 환산평균 

3.88점으로 유학생은 문제해결 역량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가 있

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 ‘해결 방안을 선택

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평균 3.94점으로 가장 많이 강화되지만 문제해

결 전략 및 방안 구축 능력’과 ‘효율적 집행력’이 평균 3.84점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자기관리 역량’에는 5-20점 범위에서 평균 19.41, 5점 환산평균 

3.88점으로 유학생은 자기관리 역량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가 있

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 중에 ‘사회 매너 및 교

양’의 능력이 평균 4.03점으로 뛰어나는데 ‘ 진로 계획 및 관리 능

력’과 ‘계획 수립 및 시간 관리 능력’이 평균 3.84점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앞으로 이상의 핵심역량을 강화 및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어떤 방면에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아래[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 방향에 대한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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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의사소통
정보처리 
및 활용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남 62
3.97
(.67)

4.04
(.64)

3.88
(.64)

3.89
(.71)

3.99
(.70)

3.96
(.67)

여 143
3.93
(.72)

3.86
(.66)

3.80
(.59)

3.82
(.65)

3.84
(.65)

3.85
(.62)

t값
(유의확률)

.33
(.74)

1.87
(.06)

.84
(.40)

.62
(.53)

1.52 
(.13)

1.09
(.28)

괄호는 표준편차 / *** p<.001, ** p<.01, * p<.05

 

    위 그림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에서 지원을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65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특정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개설’을 원하며 

39명은 ‘개인 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어서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환경 개선’이 공통적으

로 3순위가 되었으며 ‘역량 증진을 위한 정도 제공’은 가장 적게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학생 집단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인식 수준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

    본 연구에서 표집된 205명의 중국인 유학생 중 남학생은 총 62명

(30.2%), 여학생은 143명(69.8%)이었다. 

<표 IV-22>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의 인식 수준 차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정보 처리 및 활용 역

량’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화된 정도에는 성

별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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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의사소통
정보처리 
및 활용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서울
권

127
3.99
(.75)

3.94
(.72)

3.90
(.62)

3.88
(.70)

3.91 
(.72)

3.94
(.67)

비서
울권

78
3.87
(.60)

3.88
(.55)

3.71
(.56) 

3.78
(.62)

3.85
(.59) 

3.79
(.57) 

t값
(유의확률)

1.14 
(.25)

192.31
(.47) 

2.15
(.03) 

1.02
(.31) 

.58
(.56) 

1.61
(.11)

괄호는 표준편차 / *** p<.001, ** p<.01, * p<.05, ☨ p<.1

    2) 대학소재지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 

    대학소재지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IV-23>과 같다.

<표 IV-23> 대학소재지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의 인식 수준 차이

    핵심역량의 변화된 정도는 대학소재지에 따라 ‘다른 문화 간의 이

해 및 적응 역량’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

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권 지역의 국제화 및 다문화 특성으로 

비서울권 대학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비해 서울권 대학의 유학

생들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이 더 강화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역량 변화에 ‘자리관리 역량’도 대학소재지에 따라 차

이가 존재하지만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

다. 

    3) 학위과정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

    학위과정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IV-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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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의사소통
정보처리 
및 활용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인문
사회

137
3.93
(.00)

3.89
(.00)

3.82
(.00)

3.82
(.00)

3.85
(.00)

3.86
(.00)

이공  
자연 

52
4.04
(.33)

4.06
(.10)

3.92
(.34)

3.97
(.17)

4.03
(.09)

4.00
(.20)

구분 N 의사소통
정보처리 
및 활용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학부 64
3.82
(.00)

3.74
(.00)

3.70
(.00)

3.77
(.00)

3.73
(.00)

3.73
(.00)

석사 86
3.97
(.20)

3.95
(.05)

3.88
(.07)

3.83
(.59)

3.87
(.20)

3.90
(.11)

박사 55
4.04
(.10)

4.05
(.01)

3.89
(.08)

3.95
(.14)

4.09
(.00)

4.04
(.01)

f값
(유의확률)

1.51
(.22)

3.69
(.03)

2.16
(.12)

1.11
(.33)

4.36
(.01)

3.73
(.03)

괄호는 표준편차 / *** p<.001, ** p<.01, * p<.05, ☨ p<.1

<표 IV-24> 학위과정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의 인식 수준 차이

    학위과정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는 ‘정보처

리 및 활용 역량’, ‘문제해결 역량’ 및 ‘자기관리 역량’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사소통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및 ‘대인관계 역량’ 에는 학위과정에 따른 분명

한 차이가 없다.

    4)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유학을 통해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표 IV-25>와 같

다.

<표 IV-25>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의 인식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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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예술
체육

16
3.69
(.18)

3.67
(.21)

3.53
(.06)

3.61
(.23)

3.73
(.52)

3.71
(.38)

f값
(유의확률)

1.63
(.20)

2.56
(.08)

2.58
(.08)

2.02
(.14)

1.85
(.16)

1.47
(.23)

괄호는 표준편차  / *** p<.001, ** p<.01, * p<.05, ☨ p<.1

구분 N 의사소통
정보처리 
및 활용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관리

1 43
3.91
(.00)

3.91
(.00)

3.90
(.00)

3.82
(.00)

3.76
(.00)

3.85
(.00)

2 80
3.94
(.86)

3.88
(.82)

3.80
(.38)

3.82
(.99)

3.95
(.13)

3.93
(.53)

3 65 3.94 3.97 3.83 3.83 3.90 3.88

    전공계열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는 모두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 수행도는 ‘의사소통 역량’, ‘정보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지만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는 중국인 유학생의 전공계열과 연관 없

음을 알 수 있다.

    5) 중국 출신 학교소재지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역의 행정 구역을 4 등급으로 나눴으며 1급은 

직할시 및 특별행정구이다. 한국의 광역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할하는 지역을 말한다. 2급은 성도 및 자치구이며 3급한 일반 도

시이다. 일반 도시는 직할시, 성도 및 자치구가 모두 아닌 도시를 의미

한다. 4급은 현과 농촌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

의 출신 학교 소재지에 따른 현행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표 IV-26>와 같다.

<표 IV-26>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의 인식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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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4) (.52) (.91) (.26) (.84)

4 17
4.02
(.61)

3.89
(.91)

3.70
(.24)

4.03
(.29)

3.83
(.71)

3.80
(.79)

f값

(유의확률)

.14
(.97)

.65
(.62)

.52
(.72)

.36
(.84)

.62
(.65)

.24
(.92)

괄호는 표준편차 / *** p<.001, ** p<.01, * p<.05

    출신 학교소재지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한국 유학을 통해 키워진 역량과 중국 출신 학교소재지와 강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유학생 핵심역량 변화의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유학생의 핵심역량 수행도 측정과 함께 한국에서의 유

학을 통해 핵심역량의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를 조사하였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

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도 종속변수의 설정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서 진

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표집된 6가지 핵심역량 수행도를 하나로 묶어 종

속변수로 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6가지 핵심역량을 따로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특성, 중국 출신 배경, 한

국 유학생활의 학내 생활 및 학외생활 등 4개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분

석에 투입하였다.

가. 전체 핵심역량 변화의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6 가

지 핵심역량의 값을 하나로 묶어 평균치를 낸 것이다. 개인특성 변인으

로는 성별, 연령, 부모의 최종 학력 등 3개의 변인이 투입되었고 중국 



- 84 -

출신 배경 변인으로는 중국 출신학교, 출신 학교 소재지, 출신 학교 분

위기와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 4개의 변인이 투입하였다.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변인은 전공계열, 학위과정, 한국 거주 기간, 한국 대학 소재

지, 입학 시 장학금 유무, 학내생활에 대한 만족도, 한국에서의 학습동기 

7개의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학외생활 변인으로는 학외활동(경제활동, 취

미활동, 학생단체활동, 기업인턴) 참여여부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 5

개의 변인이 투입되었다. 유학생의 출신 배경, 한국 학내생활 및 학외생

활이 각자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4개의 모형으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6가지 핵심역량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귀모형

의 F 통계값은 4.877,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

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5.4%로 

개인특성 변인이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5.4%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2는 

F 통계값은 5.978,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14.6%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값이 .092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이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9.2%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3은 

F 통계값은 8.843, 통계적으로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35.0%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값이 .204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내생활 

변인이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20.4% 설명한다고 해석할 



- 85 -

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261 .068 .054 .552 .068 4.877

모형2 .418 .175 .146 .525 .107 1.101

모형3 .628 .395 .35 .458 .22 2.865

모형4 .64 .41 .349 .458 .015 -2.076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4는 

F 통계값은 6.767,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34.9%로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하게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

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27> 과 같다.

<표 IV-27>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8)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β= 

.21)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

였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32), 연령(β= .2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핵심역량이 긍정적인 방향으

로 변화된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

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7), 연령

(β= .2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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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

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7), 한

국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3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핵심역량 변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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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11 .08 -.08 -.07 .08 -.08 -.10 .07 -.08 -.11 .07 -.08

연령 .03 .01 .21** .03 .01 .21** .02 .01 .21* .02 .01 .21

부모 최종학력 .07 .03 .13 .06 .03 .13 .06 .03 .13 .06 .03 .13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02 .06 .11 .05 .06 .11 .04 .06 .11

출신학교소재지 .03 .04 .00 .02 .04 .00 .03 .04 .00

출신학교분위기 .11 .08 .30 .06 .07 .30 .06 .07 .30

출신학교만족도 .17 .07 .32* .03 .07 .32 .03 .07 .32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1 .05 -.02 -.02 .05 -.02

장학금 유무 -.01 .06 .17 .00 .06 .17

전공계열 .02 .02 .10 .01 .02 .10

학위과정 .04 .07 -.10 .04 .07 -.10

한국 거주 기간 .01 .08 .15 -.01 .08 .15

대학생활만족도 .52 .07 .57*** .48 .07 .57***

학습동기 .04 .07 .19 .03 .07 .19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05 .07 -.07

취미활동참여여

부
-.07 .07 .00

학생단체참여여

부
.02 .08 .11

기업인턴참여여

부
.03 .11 .07

학외생활만족도 .22 .05 .31***

상수항 3.34 .24 *** 2.26 .34 .85 .42 .84 .43

Adj-R2 .05 .14 .35 .34

적합도(F) 4.87** 5.97*** 8.84*** 6.76***

* *** p<.001, ** p<.01, * p<.05

<표 IV-28> 전체 핵심역량 변화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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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핵심역량 변화의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유학생의 6 가지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6 가지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따로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핵심역량 변화의 인식 수준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 3가지 변인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3개의 하위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1.975,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1.4%로 개인특

성 변인이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1.4%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종속변수를 설

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2는 F 통계값은 2.696,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

명력이 약 5.5%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값이 .041변화하였으며, 이는 출

신 배경 변인이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4.1% 설명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3은 F 통계값은 4.501, 통계적으로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19.4%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값이 .139 변화하였으며, 이

는 학내생활 변인이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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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17 .029 .014 .696 .029 1.975

모형2 .295 .087 .055 .681 .058 .721

모형3 .499 .249 .194 .629 .162 1.805

모형4 .522 .272 .197 .628 .023 -.866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4는 F 통계값은 3.635,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19.7%로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29>과 같다.

<표 IV-29>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9)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의사소통 역량 변

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β= .16)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한 인

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

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연령(β= .19) 요인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역량 변

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신배경 변인 중 

통계적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

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7)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의사소통 역량 변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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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

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7), 한

국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2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소통 역량이 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91 -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04 .11 -.02 .00 .10 -.02 -.03 .10 -.02 -.06 .10 -.02

연령 .02 .01 .16* .02 .01 .16* .02 .01 .16 .02 .01 .16

부모 최종학력 .03 .04 .05 .02 .04 .05 .02 .04 .05 .02 .04 .05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01 .08 .07 .04 .08 .07 .05 .09 .07

출신학교소재지 .04 .06 .04 .03 .05 .04 .04 .05 .04

출신학교분위기 .15 .10 .23 .11 .09 .23 .12 .09 .23

출신학교만족도 .10 .09 .21 -.05 .09 .21 -.06 .09 .21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1 .07 -.03 -.01 .07 -.03

장학금 유무 -.04 .08 .12 -.02 .08 .12

전공계열 .01 .02 .07 .00 .02 .07

학위과정 .03 .10 -.08 .02 .10 -.08

한국 거주 기간 .00 .11 .10 -.03 .11 .10

대학생활만족도 .57 .09 .47*** .50 .10 .47***

학습동기 .02 .09 .12 .00 .09 .12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04 .10 .02

취미활동참여여

부
-.11 .10 -.02

학생단체참여여

부
.02 .11 .09

기업인턴참여여

부
.02 .16 .08

학외생활만족도 .25 .06 .29***

상수항 3.42 .31 2.36 .44 .99 .58 .87 .59

Adj-R2 .010 .05 .19 .19

적합도(F) 1.97 2.69* 4.50*** 3.63***

* *** p<.001, ** p<.01, * p<.05

<표 IV-30> 의사소통 역량 변화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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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

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4가지 하위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

의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4.682,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

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5.1%로 개인특성 변인이 유학생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5.1%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

형 2는 F 통계값은 4.826,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11.6%

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 값이 .065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

이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6.5% 설명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정보 처리 및 활

용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모형 3은 F 통계값은 7.724,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

이 약 31.6%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 값이 .200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

내생활 변인이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20.0%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정보 처리 및 활

용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모형 4는 F 통계값은 5.907,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

이 약 31.4%로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31>과 같다.



- 93 -

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255 .065 .051 .641 .065 4.682

모형2 .382 .146 .116 .618 .081 .144

모형3 .602 .363 .316 .544 .217 2.898

모형4 .615 .378 .314 .545 .015 -1.817

<표 IV-31>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10)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연령(β= .21), 성별(β= -.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남

학생일수록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29), 연령

(β= .2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본인의 정보 처리 및 활

용 역량 변화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

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

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9), 연령(β= 

.21), 성별(β= -.1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남학생일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강화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활 변

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9), 한국 학

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30), 연령(β= .21), 성별(β= -.13) 순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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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남학생일수록 유학

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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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20 .10 -.13* -.16 .10 -.13 -.20 .09 -.13* -.21 .09 -.13*

연령 .03 .01 .21** .03 .01 .21** .02 .01 .21* .03 .01 .21**

부모 최종학력 .03 .04 .05 .02 .04 .05 .02 .04 .05 .02 .04 .05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02 .07 .08 -.02 .07 .08 -.03 .07 .08

출신학교소재지 .01 .05 .00 -.02 .05 .00 -.01 .05 .00

출신학교분위기 .08 .09 .25 .04 .08 .25 .04 .08 .25

출신학교만족도 .20 .09 .29* .04 .08 .29 .04 .08 .29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0 .06 .00 -.01 .06 .00

장학금 유무 .02 .07 .18 .03 .07 .18

전공계열 .02 .02 .12 .01 .02 .12

학위과정 .13 .09 -.05 .14 .09 -.05

한국 거주 기간 .09 .09 .18 .06 .09 .18

대학생활만족도 .61 .08 .54*** .56 .09 .54***

학습동기 -.05 .08 .13 -.05 .08 .13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07 .08 -.07

취미활동참여여

부
-.01 .09 .05

학생단체참여여

부
.05 .09 .14

기업인턴참여여

부
-.01 .14 .07

학외생활만족도 .24 .05 .30***

상수항 3.52 .28 2.52 .40 1 .50 .96 .52

Adj-R2 .05 .11 .31 .31

적합도(F) 4.68** 4.82*** 7.72*** 5.90***

* *** p<.001, ** p<.01, * p<.05

<표 IV-32>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화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 96 -

    3)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

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6가지 핵심역량의 평균값을 활용하였

다. 모형 1의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3.434,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

수준 .05에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3.5%로 개인특성 변인이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3.5%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2는 F 통계값은 5.399,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13.1%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 값이 .096 변화하였으

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9.6% 설명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3은 F 통계값은 7.234,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

은 설명력이 약 3.0%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 값이 .169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내생활 변인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6.9%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4는 F 통계값은 5.933,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

는 설명력이 약 31.5%로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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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221 .049 .035 .59 .049 3.434

모형2 .401 .161 .131 .56 .112 1.965

모형3 .59 .348 .3 .503 .187 1.835

모형4 .616 .379 .315 .497 .031 -1.301

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33>과 같다.

<표 IV-33>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11)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다른 문화 간의 이

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β= .15), 부모의 최종 학력(β= .15) 영향계수가 같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다

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강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 .3), 연령(β= .1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강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

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9)가 유일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다른 문

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강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

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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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도(β= .53), 한국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31), 경제활동 참

여여부(β= -.1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학생들

이 인식한 본인의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강화 수준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자신의 다른 문화 간의 이

해 및 적응 역량 강화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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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09 .09 -.06 -.05 .09 -.06 -.09 .08 -.06 -.09 .08 -.06

연령 .02 .01 .15* .02 .01 .15* .01 .01 .15 .01 .01 .15

부모 최종학력 .08 .04 .15* .06 .04 .15 .06 .03 .15 .06 .03 .15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03 .07 .11 .04 .07 .11 .02 .07 .11

출신학교소재지 -.01 .05 -.06 -.02 .04 -.06 -.01 .04 -.06

출신학교분위기 .11 .08 .31 .08 .07 .31 .07 .07 .31

출신학교만족도 .19 .08 .33* .06 .07 .33 .06 .07 .33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6 .06 -.06 -.08 .06 -.06

장학금 유무 -.05 .07 .13 -.04 .07 .13

전공계열 .02 .02 .08 .01 .02 .08

학위과정 -.03 .08 -.15 -.01 .08 -.15

한국 거주 기간 .05 .09 .15 .02 .09 .15

대학생활만족도 .49 .08 .53*** .44 .08 .53***

학습동기 .01 .07 .15 .01 .07 .15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21 .08 -.13*

취미활동참여여

부
-.09 .08 .01

학생단체참여여

부
.09 .09 .14

기업인턴참여여

부
.00 .12 .04

학외생활만족도 .10 .05 .31*

상수항 3.34 .26 2.28 .37 1.24 .47 1.29 .47

Adj-R2 .03 .13 .30 .31

적합도(F) 3.43* 5.39****** 7.23*** 5.93***

* *** p<.001, ** p<.01, * p<.05

<표 IV-34>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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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4가지 하위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귀모

형의 F 통계값은 3.012,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

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2.9%로 

개인특성 변인이 유학생의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2.9%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2는 F 통계값은 4.073,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9.5%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 값이 .066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이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6.6% 설명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3은 F 통계값은 5.789,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24.7%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 값이 .152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내생활 

변인이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5.2%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4는 F 통계값은 4.525,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24.7%로 모형 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

약은 다음 <표 IV-3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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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207 .043 .029 .66 .043 3.012

모형2 .355 .126 .095 .637 .083 1.061

모형3 .547 .299 .247 .581 .173 1.716

모형4 .563 .317 .247 .581 .018 -1.264

<표 IV-35>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12)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대인관계 역량 변

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β= .16)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역량이 더 긍정적 방

향으로 강화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

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연령(β= .16)이 유일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신개경 변인 중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

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9)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학

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대인관계 역량 강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

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9), 한

국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26), 기업인턴 참여여부(β= -.12) 순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대

인관계 역량 강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턴 참여여부

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으며, 참여한 학생이 자신

의 대인관계 역량 강화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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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07 .10 -.04 -.02 .10 -.04 -.04 .09 -.04 -.06 .09 -.04

연령 .02 .01 .16* .02 .01 .16* .02 .01 .16 .02 .01 .16*

부모 최종학력 .07 .04 .11 .06 .04 .11 .07 .04 .11 .07 .04 .11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01 .07 .07 .08 .08 .07 .08 .08 .07

출신학교소재지 .07 .05 .06 .07 .05 .06 .08 .05 .06

출신학교분위기 .16 .09 .28 .12 .08 .28 .12 .09 .28

출신학교만족도 .12 .09 .25 -.03 .08 .25 -.03 .09 .25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1 .07 -.01 .00 .07 -.01

장학금 유무 -.06 .08 .10 -.05 .08 .10

전공계열 .01 .02 .07 .01 .02 .07

학위과정 .04 .09 -.07 .02 .10 -.07

한국 거주 기간 -.04 .10 .08 -.05 .10 .08

대학생활만족도 .54 .09 .49*** .48 .09 .49***

학습동기 .10 .08 .19 .08 .09 .19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01 .09 -.01

취미활동참여여

부
-.11 .10 -.02

학생단체참여여

부
-.02 .10 .06

기업인턴참여여

부
.33 .15 -.12*

학외생활만족도 .22 .06 .26***

상수항 3.28 .29 2.03 .42 .42 .54 .42 .55

Adj-R2 .02 .09 .24 .24

적합도(F) 3.01* 4.07*** 5.78*** 4.52***

* *** p<.001, ** p<.01, * p<.05

<표 IV-36> 대인관계 역량 변화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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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4가지 하위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귀모

형의 F 통계값은 6.099,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

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7.0%로 

개인특성 변인이 유학생의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7.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2는 F 통계값은 4.86,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11.7%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 값이 .047 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이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4.7% 설명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3은 F 통계값은 5.626,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24.1%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 값이 .124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내생활 

변인이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2.4%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4는 F 통계값은 4.191,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22.9%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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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288 .083 .07 .645 .083 6.099

모형2 .383 .147 .117 .629 .064 -1.239

모형3 .541 .293 .241 .583 .146 .766

모형4 .549 .301 .229 .587 .008 -1.435

<표 IV-37>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13)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문제해결 역량 변

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β= .23)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

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

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25), 연령(β= .2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

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4), 부모의 

최종 학력(β= .1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

한 본인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문제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

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44), 한

국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23), 부모의 최종 학력(β= .1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유학

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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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17 .10 -.11 -.13 .10 -.11 -.13 .09 -.11 -.14 .09 -.11

연령 .03 .01 .23*** .03 .01 .23** .02 .01 .23 .02 .01 .23

부모 최종학력 .08 .04 .12 .08 .04 .12 .08 .04 .12* .08 .04 .12*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05 .07 .14 .09 .08 .14 .08 .08 .14

출신학교소재지 .07 .05 .04 .06 .05 .04 .07 .05 .04

출신학교분위기 .02 .09 .20 -.03 .09 .20 -.02 .09 .20

출신학교만족도 .20 .09 .25* .07 .08 .25 .07 .09 .25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4 .07 .03 .04 .07 .03

장학금 유무 .03 .08 .2 .04 .08 .2

전공계열 .02 .02 .11 .01 .02 .11

학위과정 .13 .09 -.04 .13 .10 -.04

한국 거주 기간 .05 .10 .18 .04 .10 .18

대학생활만족도 .48 .09 .44*** .44 .09 .44***

학습동기 .09 .08 .18 .07 .09 .18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

부
-.04 .09 -.06

취미활동참여여

부
-.07 .10 -.03

학생단체참여여

부
-.04 .10 .05

기업인턴참여여

부
.06 .15 .04

학외생활만족도 .19 .06 .23***

상수항 3.24 .29 2.2 .41 .47 .54 .49 .56

Adj-R2 .07 .11 .24 .22

적합도(F) 6.0*** 4.86*** 5.62*** 4.12***

* *** p<.001, ** p<.01, * p<.05

<표 IV-38> 문제해결 역량 변화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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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최

종 학력을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인 유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5가지 하위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의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4.637, 모형에 투입한 변인은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를 유

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량은 약 5.1%로 개인특

성 변인이 유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약 5.1%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유학생의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하여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2는 F 통계값은 5.472,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설명력이 약 

13.3%로 모형 1에서 수정된 R2 값이 .082변화하였으며, 이는 출신 배경 

변인이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8.2% 설명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유학생의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3은 F 통계값은 6.903,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은 설명력이 약 

28.8%로 모형 2에서 수정된 R2 값이 .155 변화하였으며, 이는 학내생활 

변인이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약 15.5%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는 유학생의 한국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하여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모형 4는 F 통계값은 5.080,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외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4는 설명력이 약 

27.5%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은 다음 <표 IV-39>과 

같다.



- 107 -

R R2 Adj.R2 표준오차 R2변화량 F 변화량

모형1 .255 .065 .051 .623 .065 4.637

모형2 .404 .163 .133 .595 .098 .835

모형3 .581 .337 .288 .54 .174 1.431

모형4 .586 .343 .275 .544 .006 -1.823

<표 IV-39>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요약(14)

    모형 1에서는 유학생의 개인특성 변인 중 유학생 자기관리 역량 변

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β= .19), 부모의 최종 학력(β= .14)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부

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에서는 출신 배경 변인이 유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

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β= .31), 연령(β= .1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형 3은 한국 학내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

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내생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9), 부모의 

최종 학력(β= .1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

한 본인의 자기관리 역량 강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한국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학외생

활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β= .50), 한

국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β= .24), 연령(β= .19), 부모의 최종 학력(β

= .14)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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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자기관리 역량 강

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특성에 6가지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3개가 있다. 즉 유학생의 

연령과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 한국 학내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6 가지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모두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위과정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문제해결 역량’

과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영향력을 가진 반면에 전공계열 변인과 한

국 거주 기간 변인은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모두 영향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의 출신 배경에는 ‘중국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6가

지 핵심역량에 모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여 출신 학교 유형과 

출신 학교소재지 변인은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모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학내생활에 관한 변인에는 한국 소속 대학에 대한 만족

도와 학습동기 변인을 제외한 두 개의 변인인 한국 대학 소재지와 장학

금 유무 변인은 개별 핵심역량에 영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

학 소재지 변인은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에 영향력

이 있으며 장학금 유무 변인은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

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및 ‘문재해결 역량’ 3가지 핵심역량 변

화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가지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참여여부 변인은 ‘다른 문화 간의 이

해 및 적응 역량’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경제활동, 취미활동과 기업인

턴 참여여부(참여=0, 비참여=1)는 대인관계 역량 변화된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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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β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개

인

성별 -.12 .091 -.05 -.08 .09 -.08 -.08 .09 -.08 -.09 .09 -.08

연령 .034 .019 .19** .03 .01 .19** .01 .01 .19 .03 .01 .19**

부모 최종학력 .084 .045 .148* .07 .04 .14 .07 .04 .14* .08 .04 .14*

출

신

배

경

출신학교 .03 .07 .11 .08 .07 .11 .08 .07 .11

출신학교소재지 .02 .05 -.02 .02 .05 -.02 .02 .05 -.02

출신학교분위기 .12 .09 .29 .06 .08 .29 .07 .08 .29

출신학교만족도 .18 .08 .31* .06 .08 .31 .05 .08 .31

학

내

생

활

대학 소재지 .00 .06 .00 .01 .06 0

장학금 유무 .04 .07 .19 .06 .07 .19

전공계열 .02 .02 .11 .02 .02 .11

학위과정 .02 .09 -.11 .02 .09 -.11

한국 거주 기간 -.12 .09 .07 -.13 .09 .07

대학생활만족도 .50 .08 .50*** .48 .09 .50***

학습동기 .11 .08 .21 .09 .08 .21

학

외

생

활

경제활동참여여부 .02 .08 -.03

취미활동참여여부 -.04 .09 .01

학생단체참여여부 -.03 .09 .05

기업인턴참여여부 -.06 .14 .03

학외생활만족도 .19 .05 .24***

상수항 3.3 .28 2.16 .39 .66 .5 .62 .52

Adj-R2 .051 .133 .288 .275

적합도(F) 4.637** 5.472*** 6.903*** 5.08***

* *** p<.001, ** p<.01, * p<.05

<표 IV-40> 자기관리 역량 변화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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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1. 요약 및 논의

가.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유학생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이 인식한 본인의 핵심역량(의사소통 역량, 정

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대인관계 역

량, 문제해결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의 수준과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유학생의 개인특성(성별, 학위과정, 전공계

열), 중국 출신 배경(출신 학교 소재지), 한국 학내생활(대학 소재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봤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 본인의 핵

심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통 수준 이상(3.69)이며, 대인관계 역

량(3.76), 의사소통 역량(3.72)과 문제해결 역량(3.72), 자기관리 역량(3.69),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3.65),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3.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학생은 대인관계 역량, 의사소통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과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이 

평균 이하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변인 중 성별, 학위과정,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에 대

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정보 처리 및 활용 역

량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

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이병식 외(2008)과 유현숙 외(2011), 전예

원(2014)의 한국 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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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학위과정에 따라 의사소통 역량,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

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자기관리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존재한다. 학위과정이 높아질수록 이 4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

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과정은 석사와 박사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났지만, 석사와 박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승호(2010)의 연구는 학년이 상승하면 학업

성취도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다. 전

공계열의 경우, 이공/자연/의학 계열 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 예술 체육 순으로 나타났다. 백평구(2013)는 학점, 학년, 전공계열 

변수를 투입하여 핵심역량 차이를 밝힌 바가 있으며, 공학계열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는 백평구(2013)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출신배경 변인인 출신 학교 소재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직할시

(直轄市) 및 특별 행정 구역 출신 학생들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

응 역량 수준을 통계적 유의미하게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 

일반 도시, 성도 및 자치구, 현과 농촌 출신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

지 5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출신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진미석 외(2014)

의 수도권 대학생 의사소통 역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 

것이다. 

    한국 학내생활 변인인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서울권 

학생은 비서울권 학생에 비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보편적으로 

높게 보이지만 서울권 학생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과 자기

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비서울권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핵심역량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소재지에 대한 진미석 외(201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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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국 본토 

대학생의 핵심역량 특성과 유사하며, 특히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

이, 대학소재지,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결과가 한국 본토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유학생의 인식

    유학 이후 학생들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의 분석결과를 정리

하자면, 유학생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통 수준 이

상(3.88)이며, 의사소통 역량(3.94),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3.91), 문제해

결 역량(3.88)과 자기관리 역량(3.88), 대인관계 역량(3.84), 다른 문화 간

의 이해 및 적응 역량(3.83) 순으로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은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인관계 역량과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이 평균 수준 이하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변인 중 성별, 학위과정,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변화

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6가지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핵심역량을 대체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된 것으로 보였다. 학위과정에 따라 유학생의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문제해결 역량, 자기관리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학위과정이 높아질수록 이 3가지 핵심역량 수준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다고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공계열의 경

우,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변화는 전공계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배경 변인인 출신 학교 소재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유학생

이 핵심역량을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출신 

학교 소재지에 따라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통계적인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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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학내생활 변인인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서울권 

학생은 비서울권 학생에 비해 핵심역량을 보편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된다고 인식하였지만 서울권 학생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에만 비서울권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유학생이 인식한 자신의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는 성별, 학위과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에 따라 대체적으로 뚜렷하게 차이가 보이지 않았

으며 보다 유학생들이 유학생활 중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나 더 

심층적인 분석이 후속 연구로 요구된다.

2. 유학생의 개인 배경과 핵심역량 

    본 연구에서는 출신 배경이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귀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종속변수

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은 분석 자료의 설문 문항 응답값을 

활용하였으며, 우선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종합하여 분석한 

후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틀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소통 역량,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대인관계 역량, 문제

해결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의하면, 유학생의 개인 특성과 출신 배경은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되었다. 유학생의 개인특성은 성별, 

연령 및 부모의 최종학력 3개로 구성되었으며, 출신 배경은 출신 학교 

유형, 출신학교 소재지, 출신학교 분위기와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 4개

로 구성되었다. 유학생의 개인 특성과 출신 배경이 본인이 인식한 현행 

핵심역량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개인특성 

및 출신 배경 변인 중 연령, 출신 배경 변인 중 출신학교 유형, 출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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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소재지,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순서는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신

학교 유형이 높을수록(대학원>학부>고등학교 출신), 연령이 많을수록, 출

신학교 소재지가 대도시일수록 전체 핵심역량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 각 핵심역량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의사소통 역량

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및 출신학교에 대한 만

족도가 있다. 유학생의 연령이 많을수록,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및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 순서는 출신학교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 연령이 많을수록, 남학생일수록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의 경우,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신학교의 유형이 높을수록, 출신학교 소재지가 대도시일수

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의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인관계 역량의 경우, 유학생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연령은 

대인관계 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및 출신배경 요인이다.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및 출신배경 변인은 출신학교에 대

한 만족도이다. 여섯째, 자기관리 역량의 경우,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출신학교 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연령이 많을수

록, 부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유학생의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형성함에 있어 개인특성과 

출신배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에 연령 및 출신 배경

에 대한 만족도가 각 5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olten(2006, 2007)의 결과와 상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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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의 개인 특성과 출신 배경이 본인이 인식한 유학 이후 핵심역

량 변화된 정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개인특성 및 출

신 배경 변인 중 연령, 출신 배경 변인 중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유학

생이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전체 핵심역

량을 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각 핵심역량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의사소통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개인특성 및 출신배경 

변인은 연령이다. 유학생의 연령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역량을 더 긍정적 

방향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화

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및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 연령이 

많을수록, 남학생일수록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이 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

의 경우,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

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학생이 인식한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수준이 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인관

계 역량 변화의 경우, 연령은 대인관계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개인특성 및 출신배경 요인이다. 연령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제

해결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및 출신배

경 변인은 연령 및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이다. 여섯째, 자기관리 역량 

변화의 경우,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부

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유학생의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출신배경을 중국에서 공부했던 경험에 초점

을 두고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졸업학교의 유

형과 출신학교 소재지, 출신학교 분위기가 유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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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출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유학생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함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3. 한국 유학과 핵심역량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학생활이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학내생활 변인과 학외생활 변인을 독립변

수로 투입하였다.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변인 및 학외생활 변인이 유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각 핵심역량별 인식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전체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 변인 중 한국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외생활에 대한 만

족도, 경제활동 참여여부가 전체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학내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한 유학생이 전체 핵심역량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학내생활 혹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강승호, 2010; 고장완 외, 2011; 전예원, 2014)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다음, 각 핵심역량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의사소통 역량

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 학내생활에 대한 만족

도와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 유학생의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더 높게 인

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내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외생활에 대한 만

족도, 학생단체활동 참여여부 및 학습동기 4개가 있다. 학내생활 및 학

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단체활동을 미참여한 유학생일수

록,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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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단체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관련 연

구(김안나 외, 2002; 유현숙, 2011; 전예원, 2014)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지만 같은 연구결과로 신정철 외(2008), 백원영(2012)가 있다. 이 외에 학

습동기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김안나 외, 2002; 김형관 외, 2002; 최정윤 

외, 2009; 이병식 외, 2008; 고장완 외, 2011; 유현숙 외, 2011; 전예원, 

2014)들이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의 경우, 유학생의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인관계 역량의 경우, 유학생 학내생활

에 대한 만족도,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대인관

계 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이는 인턴십을 포함한 근로경

험과 관련된 연구(박은아 외, 2014)를 지지한 결과이다. 학내생활 및 학

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참여한 학생일수록 대인

관계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 변인은 

출신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활동 참여여부 변인이다. 학내생활 및 학

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참여한 학생일수록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기관리 

역량의 경우,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학생

의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개인 특성과 출신 배경이 본인이 인식한 유학 이후 핵심역

량 변화된 정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학내생활 및 학

외생활 변인 중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 2가지 변인이 전체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유학생이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체 핵심역량을 더 긍

정적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각 핵심역량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의사소통 역량

과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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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전체 핵심역량의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같이, 학내생활 및 학외

생활에 대한 만족도 2가지가 있다. 학생이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역량과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을 더 긍정

적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변화의 경우,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 

외에 경제활동 참여여부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참여한 유학

생이 인식한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수준이 더 긍정적 방향

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관계 역량 변화의 경우, 학내생

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 외에 기업인턴 참여여부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기업인턴을 참여한 유학생이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 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제해결 역량과 자기관리 역

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내생활과 학외생활 변인은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이다. 유학생이 인식한 이 두 가지 

역량 수준이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높아진 

경향이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유학생의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학

생활과 길접한 관계가 있다. 출신배경에 비해 유학생활 경험이 유학생 

핵심역량 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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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한국 국가 경제 발전에 따른 고등교육 국제화의 확대에 수반하여 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학생 수의 양적 팽

창에 따른 질적 저하 우려가 다소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전체 유학생 중 비율을 가장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유학생들이 인식한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과 한국 유학 이

후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를 조사하며 유학생의 출신배경, 한국에서의 학

내생활 변인과 학외생활 변인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

인은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구분하여, 전체 핵심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선생연구에서 논의된 개념틀을 기준에 따라 6가지 핵심역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역

량,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다른 문화 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대인관

계 역량, 문제해결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다. 

    본 연구는 유학생이 외국인 학생이면서도 고등교육을 받는 주체인 

대학생의 이중적 신분을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역량을 6가지 영역으

로 세분화한 후 유학생들이 인식한 자신의 핵심역량 수준과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된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각 핵심역량별로 

유학생의 인식 수준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인식한 핵심역량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

고, 중국 출신 배경 및 한국  유학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현재 대학은 단순한 전통 고등교육 기관인 

‘공급자 중심’부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

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이용기 외, 2002). 이 연구는 유

학생들이 인식한 자신의 핵심역량 수준과 변화된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대학이 제공한 교육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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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205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투입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를 사용하였다. 다음,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 자료의 핵심역량에 대한 설

문 문항들이 구성하고 있는 하위 역량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유학생의 성별, 출신 학교 소재시, 전공계열, 학위과정, 한국 대학 소재

지에 따라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

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유학생의 핵심역량 인식 수준에 중국 출신 변인, 한

국 학내생활과 학외생활 변인이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학생의 개인 배경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모형 1에 투입하여 나타난 설명력을 확인하고, 추가로 중

국 출신 배경 변인을 모형 2에 투입하여 변화된 설명력을 통해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형 3에

는 한국 학내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며 모형 4에는 한국에서의 학외

생활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얻

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국 본토 대학생의 

핵심역량 특성과 유사하며 성별, 학위과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한국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

식 수준은 성별, 학위과정, 전공계열, 학교소재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유학생이 인식한 핵심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유학생의 출신배경과 한국에서의 학내생활이다. 그리고 출신배경에 비해 

한국 학내생활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6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배경 변인 중에 출신학교의 

유형, 소재지 및 만족도가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향력

이 학내생활변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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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유학생이 한국 유학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학생이 인식

한 유학 이후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였다. 유학생 핵심역량 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적 요소는 한국에서의 학내생활 및 학외생활이며 기업인턴을 포함한 경

제활동 참여여부도 특정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제활동을 참여한 유학생이 유학 이후 핵심역량이 더 높아진 경향이 

있다.

  한국은 저 출산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되어 학령인구 급감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우수한 국제 인력이 필요한 것은 현실이다. 

이 연구는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수준을 

높이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 내기를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이 갖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시사하였으며, 한국 유학

을 통해 유학생의 핵심역량을 분석하여 한국 유학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데이터의 한계이다. 연

구에서 표집된 표본은 단일 학교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었지만 크기가 

205명으로 전체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국인 유학생을 대표하기가 어려

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종속변수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의 핵심역량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도출하였지만 유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과 분류를 일반화하기에 한계

가 있다. 

    이 외에 후속 연구에서 관심 있게 다룬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에 대해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여 이론

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현재 한국 사회문제 및 중국 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 상

황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 관리 및 유치 정책이나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

까지 수행하지 못하여 후속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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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등학교 
→ 1-1번으로 이동

O   대학교
(전과 및 본과 모두 포함) 
→ 1-2번으로 이동

O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포함)
→ 1-3번으로 이동

1-1.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O 성급 중점 고등학교
O 성급 중점 고등학교
O 보통 고등 학교
O 국제고등학교
O 직업 고등학교
O 예술 고등학교
O 기타：

1-2. 대학인 경우？

O 학부1급
O 학부2급
O 학부3급
O 사립대학
O 전문대학
O 기타：

1-3. 대학원인 경우

O 전문 석사

O 학술 석사

전현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다

교사는 학생을 격려하고 학생에 대한 관
심이 많았다. O O O O O

학교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
었다. O O O O O

우호한 교우관계를 갖고 있었다. O O O O O
학부모의 참여도가 높았다. O O O O O

교육환경 매우 
불만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교수(교사)의 인품 O O O O O

부  록
关于中国留学生核心能力的问卷调查

您好！我是首尔大学教育学教育行政专业研究生，目前正在进行一项关于在韩中国留学
生核心能力的研究，本次问卷旨在客观反映在韩中国留学生的核心能力及留学状况，以分析
如何提高中国留学生的质量和改善教育环境， 希望得到您的真诚参与与支持！

本卷实行匿名制，不包含任何可识别参与者真实身份的内容，所有数据将仅用于统计，
请您放心填写。填写本次问卷大约需要10-15分钟，研究参与者身份要求是在韩国读学位课程
的中国留学生，包含本科，硕士以及博士在读，或拥有任何以上韩国学历的毕业生, 非常荣幸
得到您的参与，感谢您抽出宝贵时间填写本问卷！

Part 1. 유학 전의 경험

1. 한국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는 무엇입니까? 그에 따라 학교 유형을 
표기해 주십시오.

2. 학교의 소재지를 표기해 주십시오.

O 직할시 및 특별행정구 O 성도 및 자치구 O 도시 O 현 O 농촌

3. 학교 전체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4. 国内学校里提供的学习支援令您满意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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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교사), 동창들과의 상호작용의 질 O O O O O

기본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셔틀 
등) 제공 및 관리

O O O O O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 교육 시설 
제공 및 업데이트

O O O O O

교육내용 및 방법
매우 
불만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개설 과목의 다양성 및 전문성 O O O O O

수업/강의의 질 O O O O O

전자화 학습의 보급화된 정도 O O O O O

성적 평가 방식 O O O O O

학교 생활 서비스
매우 

불만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谈학교생활 지도 상담 O O O O O

행정 학사 지원 O O O O O

의료(건강) 서비스 O O O O O

정보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진로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O O O O O

장학금 및 기타 재정 지원 O O O O O

학습 외 활동 지원 O O O O O

5. 고등학교 때 분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O 문과 O 이과 O 분과 없음 O 예체능 O 기타

6. 고등학교 때 사교육 여부를 표기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사교육 받았음
□ 부과 교과목의 사교육 받았음

□ 예체능 사교육 받았음
□ 사교육 경험 없음

Part 2. 유학 경학

I. 유학 결정 과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언제 유학 결정하셨습니까?
 
○ 중학교 및 그 이전 ○ 고등학교 시절 ○ 학부 시절 ○ 대학원 석사 과정 시절
  
2. 유학을 선택한 이유를 표기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응）  
□ 유학 경험이 내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중국에서 대학/대학원 진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기 때문에
□ 외국어 혹은 특정한 전공지식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 다른 국가에서 취직하고 싶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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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없음 O   있음  → 11-1   번으로 이동

6-1. 유학 전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
까?   (복수 응답 가능)
□ 여행∙관광
□ 단기 프로그램
□ 교환학생
□ 학회, 출장
□ 기타 _______________

6-2. 유학 전 한국 방문 횟수 및 총 체류 
기간을 기재해 주십지오. 

방문 횟수：_________ 회   
 
총 체류 기간：______개월_______日

O 자비 유학 O   장학금을 받았다→ 1-1번으로 이동

□ 기타 _________________

3. 유학을 결정한 후 한국이 1순위 국가였습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희망 국가)______________

4. 한국을 유학 목적 국가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한국에 대한 지식 (교육의 질, 학위, 글로벌 기업 등)
□ 적당한 사회적 비용 (생활비, 학비, 여행경비, 안전, 범죄)
□ 한국의 환경적 요인 (교육시설, 라이프 스타일)
□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
□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 주변 지인들의 추천 (친구, 친척, 부모, 지도교수)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5. 유학을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어땠습니까

저현 
모르고 
있음

잘 모
르고 
있음

보통
잘 알
고 있
음

매우 
잘 알
고 있
음

한국어 수준 O O O O O

한국 사회 경제에 대한 이해도 O O O O O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O O O O O

한국 교육에 대한 인지도 O O O O O

6. 유학 전 한국 방문 경험이 있습니까

II.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에 대한 문항입니다.

1. 한국에서 입학 당시에 학비 지불 방식

2. 현재의 학비 지불 방식

O 자비 유학 O   장학금을 받았다 → 2-1번으로 이동

2-1.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장학금의 유형을 표기해 주십시오.

○ 한국 정부 초청 장학금 

○ 한국의 대학 장학금

○ 중국 정부 파견 장학금

○ 중국 대학 파견 장학금

○ 기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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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진로 상담의 도움 O O O O O

취업 정보 제공 O O O O O

信息支援 (continued)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장학금 및 기타 재정 지원 O O O O O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운영 O O O O O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공부는 나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다 O O O O O

3. 한국에서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교육환경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교수(교사)의 실력 O O O O O

교수(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질 O O O O O

지도교수의 지도 방식과 내용 O O O O O

한국인 교우와의 상호작용의 질 O O O O O

대학 캠퍼스 내∙외 환경의 안전성 및   
편리성 O O O O O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셔틀 등) O O O O O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 교육 시설 제공 
및 업데이트 O O O O O

교육내용 및 방법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학교 개설된 전공의 다양성 및 전문성 O O O O O

전공의 개설 과목과 내가 공부하고 싶은 
지식의 부합정도 O O O O O

학위 취득을 위한 요건 O O O O O

수업/강의 내용의 난이도 O O O O O

교수(교사)의 수업 진행 방식 O O O O O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의 양 O O O O O

전자화 학습의 보급화된 정도 O O O O O

성적 평가 방식 O O O O O

취득한 학업성취도(학점)과 내 노력과의 
부합 정도 O O O O O

학교생활서비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학교생활 지도 상담 O O O O O

기숙사 시설 및 환경 O O O O O

행정 학사 지원 O O O O O

심리 상담 지원 O O O O O

의료(건강) 서비스 O O O O O

4. 학습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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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만약 아르바이트를 할 경
우에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
를 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서빙
□ 통번역
□ 과외

□ 기업인턴
□ 창업
□ 기타 

1-2.   일주 동안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에 투입하는 평균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___________ 시간

1-3.   아르바이트 등과 같
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
가 무엇입니까
□ 생활비
□ 일하는 경험
□ 필수 학점 이수
□ 기타 

혜택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
이 공부한다

O O O O O

공부를 잘해야 교수가 나를 우수한 학생
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한다

O O O O O

부모가 희망하므로 공부를 한다 O O O O O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공부한다 O O O O O

공부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에 비추어 당
연하므로 한다

O O O O O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서 한다 O O O O O

전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외 활동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O O O O O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O O O O O

학외 활동 시 부가적인 경제 부담이 
없다. O O O O O

자신과 맞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 O O O O O

한국 사회문화를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O O O O O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 O O O O O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대해 도움이 된다 O O O O O

5. (수업 이외) 일주 동안(주말 포함) 교과 학습에 투입하는 평균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일주 동안 투입하는 시간은______시간 

III. 한국에서의 학외생활에 대한 문항입니다.

1. 참여하는 학외 활동 유형을 표기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경제 활동 (예: 아르바이트, 창업 등) 
→ 1-1번으로 이동
□ 취미 활동 (예: 동호회, 동아리 등)
□ 종교 활동

□ 교내∙외 학생 단체/연합회
□ 사회봉사활동
□ 안함

    
2. 일주 동안(주말 포함) 아르바이트 외에, 단체 활동에 투입하는 평균 시간은 몇 시간입
니까? _______시간 

3. 학외 생활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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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생활보다 학외 모임을 통해 더욱 
소속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O O O O O

< 작성 요령>

○ 수행도: 해당 역량을 실제 본인이 갖추고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양호        ⑤ 우수

○ 강화된 정도:   본인이 한국 유학을 통해 해당 역량이 변화되거나 강화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① 매우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 ②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 ③ 변화 없음 

④ 긍정적 방향으로 강화 ⑤ 매우 긍정적 방향으로 강화

의사수통역량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효 우수

대인간의 의사소통 기법과 전략에 대한 
지식 O O O O O

언어적, 비언어적(표정, 동작, 태도 등) 
의사소통 능력 O O O O O

성공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 
응변 및 행동 능력 O O O O O

정보 처리 및 활용 역량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효 우수

정보 수집 및 선별 능력 O O O O O

정보 제시 및 표현 능력 O O O O O

정보의 활용 능력 O O O O O

정보 처리를 위한 컴퓨터 기술 O O O O O

다른문화간의 이해 및 적응 역량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효 우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O O O O O

다른 사회/학교생활 적응 능력 O O O O O

다른 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O O O O O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적응 능력 O O O O O

한국어 어학 능력 O O O O O

영어 어학 능력 O O O O O

기타 외국어 능력 O O O O O

외국어를 이용한 전공 학습 능력 O O O O O

IV. 핵심역량

1. 请您根据自己的实际情况判断执行度，即选择您当下（现阶段）具备以下各项能力的水平
程度

대인관계역량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효 우수

협력/협조 능력 O O O O O

리더십 능력 O O O O O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O O O O O

소속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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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역량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효 우수

문제의 원인 진단 능력 O O O O O

문제해결 전략 및 방안 구축 능력 O O O O O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력 O O O O O

효율적 집행력 O O O O O

2-1. 귀하의 한국어 수준에 해당하는 번호 선택해 주십시오
○ 한국어로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움
○ 한국어로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음 
   (자기소개 물건사기 등)
○ 우체국, 은행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필요한 간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일상생활에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뉴스, 신문 기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음
○ 한국어로 연구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와   
   같은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음

1-1. 성별： 
○ 남 ○ 여

1-2. 출생년도:___________ 1-3. 교표 여부：
○ 여 ○ 부

자기관리역량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효 우수

계획수립 및 시간관리 능력 O O O O O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O O O O O

정서적 조절 능력 O O O O O

진로 계획 및 관리 능력 O O O O O

사회 매너 및 교양 O O O O O

2. 귀하께서는 앞서와 같은 역량을 구비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타고난 자질
○ 개인의 노력
○ 학교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수와 동료, 친구의 영향
○ 주변 사회 문화의 영향

4. 앞으로 이상의 역량을 강화 및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는 어떤 방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 환경 개선
○ 특정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개설
○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역량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 개인 노력에 대한 지원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Part 3. 인적 사항
1. 다음 하상을 기입해 주십시오.

2. 귀하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어떠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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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식적 성적이 있을 경우 
     → 3-1번으로 이동

O   공식적 성적이 없을 경우 
     → 3-2번으로 이동

3-1. 가장 최근의 공식 시

험과 성적/등급을 표기해 

주십시오 

○ TOEFL   ______ 

○ TOEIC   ______ 

○ TEPS   ______ *

○ IELTS   ______ *

○ 其他 _______

3-2. 귀하의 영어 수준에 해당하는 번호 선택해 주십시

오？ 

○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움

○ 영어로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음 (자기소개 물건사기 등)

○ 우체국, 은행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필요한 

   간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일상생활에 영어를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뉴

스, 신문 기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음

○ 영어로 연구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정치, 경

제, 사회와 같은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

할 수 있음

○ 영어 원어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음

3. 귀하의 현재 영어 구사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4. 현재 자신의 대학교 소재지를 표기해 주십시오 
○ 서울권 (서울시 및 경기도 포함)    ○ 비서울권 (서울권 제외한 모든 지역)
  
5. 전공 계열？   
○ 인문 ○ 교육 ○ 사회 ○ 공학 ○ 자연 ○ 의약 ○ 예체능 ○ 기타 __________
  
5-1. 세부 전공 명은______________

6. 현재 자신의 학년을 표기해 주십시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후 몇 개월

학부 O O O O O (    )

석사 O O O O O (    )

박사 O O O O O (    )

7. 현재 자신의 학년을 표기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중국에서 타국에서

대학원 진학 희망 O O O (     )

취업 희망 O O O (     )

창업 희망 O O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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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그
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 유학생활을 즐기고 있다 O O O O O

유학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O O O O O

한국인이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O O O O O

계속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고 
싶다.

O O O O O

유학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했다.

O O O O O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시 한국 유
학을 선택할 것이다 

O O O O O

8. 부모님의 학력을 표기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수료

대학 
졸업

석사 박사 해당없음

아버지 O O O O O O O
어머니 O O O O O O O

9. 전체적 한국 유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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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高中毕业 
→ 转到1-1题

O 大学本科/专科 
→ 转到1-2题

O 研究生院（硕士/博士）
→ 转到1-3题

1-1. 您所毕业的高中类型是什
么？
O 省级重点高中
O 市级重点高中
O 区重点及普通高中
O 国际高中（包括海外高中）
O 职业高中
O 艺术类中学
O 其他：_________________

1-2. 您所毕业大学的类型是什
么？
O 本科一类
O 本科二类
O 本科三类（国立）
O 私立大学/民办大学 
O 专科院校
O 其他：__________________

1-3. 您毕业的研究生的类型是
什么？

O 专科硕士（专硕）

O 学术型硕士

非常不同意 不同意 中立 同意 非常同意
教师常常鼓励学生，对学生非常关心 O O O O O
在学校学生们很有安全感和归属感。 O O O O O
同学之间的关系很友好。 O O O O O
家长的参与度很高。 O O O O O

教育环境 很不满
意

不满
意 一般 满意 很满

意
教师（教授）的人品 O O O O O

教师（教授）及同学之间相互交流的质量 O O O O O

基本教育设施的设置及管理 O O O O O

计算机信息化教育的设施及更新情况 O O O O O

教育内容及方法
很不满

意
不满
意 一般 满意 很满

意

关于中国留学生核心能力的问卷调查
您好！我是首尔大学教育学教育行政专业研究生，目前正在进行一项关于在韩中国留学

生核心能力的研究，本次问卷旨在客观反映在韩中国留学生的核心能力及留学状况，以分析
如何提高中国留学生的质量和改善教育环境， 希望得到您的真诚参与与支持！

本卷实行匿名制，不包含任何可识别参与者真实身份的内容，所有数据将仅用于统计，
请您放心填写。填写本次问卷大约需要10-15分钟，研究参与者身份要求是在韩国读学位课程
的中国留学生，包含本科，硕士以及博士在读，或拥有任何以上韩国学历的毕业生。 非常荣
幸得到您的参与，感谢您抽出宝贵时间填写本问卷！

Part 1. 留学前的经历
1. 赴韩留学前 最后毕业的学校是什么？请根据最后毕业的学校填写学校类型。
(例如：国内高中毕业赴韩国读本科，最后毕业的学校则选择高中)

2. 请选择您中国学校的所在地范围

O 直辖市及特别行政区
O 省会城市及自治区

O 非以上选项的其他市级行
政区

O 县级行政区
O 县级行政区以下地区

3. 国内学校整体的气氛如何？

4. 国内学校里提供的学习支援令您满意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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开设科目（专业）的多样性，专业性 O O O O O

课堂的质量 O O O O O

电子化学习的普及程度 O O O O O

成绩评价的方式 O O O O O

学校生活服务
很不满

意
不满
意 一般 满意 很满

意
学校生活指导商谈 O O O O O

学校行政事务的支持 O O O O O

医疗健康服务 O O O O O

信息支援
很不满

意
不满
意 一般 满意 很满

意
就业商谈和就业信息的提供 O O O O O

奖学金及其他财政支持 O O O O O

对学习以外其他活动的支持 O O O O O

5. 您高中时的分科是什么？

O 文科
O 理科

O 未分科
O 艺术体育等

O 其他

6. 您高中时期是否接受过课外辅导（由个人付费的补习活动）？ [多选题] *

□ 接受过语文，数学，外语等主要科目的
课外辅导
□ 接受过副科的课外辅导

□ 接受过艺术体育方面的课外辅导
□ 未接受过课外辅导

Part 2. 留学的经历

I. 决定留学的过程

1. 您是什么时候决定出国留学？   
○ 初中时期或初中以前  ○ 高中时期  ○ 大学时期  ○ 研究生时期

2. 为何选择出国留学？ [多选题] *  

□ 出国留学经历对以后就业有帮助
□ 在中国考大学或研究生有困难
□ 想体验新的文化

□ 学习外语或某特定专业的知识
□ 想在其他国家就业
□ 其他 _________________

  
3. 决定出国留学后，韩国是第一选择吗？   
○ 是      ○ 不是，第一选择国家为 _________________
  

4. 为何选择韩国留学？ [多选题] *  
□ 韩国的知识（韩国的教育质量，学位，国际企业 等）
□ 适当的社会费用（生活费，学费，旅行费，安全性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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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育环境 很不满
意 不满意 一般 满意 很满意

教授（教师）的实力 O O O O O

2-1.  现在的奖学金类型是什么？

○ 韩国政府奖学金           ○ 韩国大学奖学金            ○ 中国政府奖学金
○ 中国所在大学的派遣奖学金 ○ 其他奖学金   _________________

O 自费 O  奖学金 → 转到2-1题

O 自费 O  奖学金 → 转到1-1题

1-1. 入学时的获得的奖学金类型是什么?（注：入学指正式学位课程的入学时期，包含编
入，但语学堂及交换生入学不包括）

○ 韩国政府奖学金           ○ 韩国大学奖学金            ○ 中国政府奖学金
○ 中国所在大学的派遣奖学金 ○ 其他奖学金   _________________

O 没有 O 有  → 请填写 6-1和 6-2题
6-1. 赴韩国留学前，访韩的目的是什么？ 
[多选题] *
□ 旅游观光
□ 短期项目（夏令营等）
□ 交换生项目
□ 学会或出差
□ 其他 _______________

6-2. 正式赴韩国留学前，请填写您的总访
韩次数，以及访韩期间在韩国总共停留时
间。

访韩次数：_________   
 
访韩期间在韩停留时间共计：______个月
_______日

完全不
知

不太知
道 一般 比较了

解
非常了

解
韩国语的水平 O O O O O

对韩国社会经济情况的理解 O O O O O

对韩国文化的理解 O O O O O

对韩国教育情况的理解 O O O O O

□ 韩国的环境因素（教育设施，生活方式 等）
□ 在韩国生活的家人或朋友等社会关系
□ 和中国临近的地理位置
□ 周围朋友，亲戚或父母，导师的推荐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_  

5. 赴韩国留学之前对韩国的理解程度如何？

6. 赴韩国留学前，有过访韩经历吗？ 

II. 在韩学校生活经历
1. 赴韩留学时，韩国学校的学费如何支付？

    
2. 现在学费是如何支付？

3. 请对您的韩国的校园生活的满意度进行评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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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不同
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同

意
我对学习不感兴趣 O O O O O

有好处或报酬，所以不得不学习 O O O O O

只有学习好，教授才会认为自己是优秀
的学生 O O O O O

因为父母希望自己好好学习 O O O O O

学习可以获得自己需要的知识 O O O O O

在我的价值观看来学习是当然的 O O O O O

与教授（教师）相互交流的品质 O O O O O

指导教授的指导方式及内容 O O O O O

与韩国同学相互交流的品质 O O O O O

大学校园内外环境的安全性和便利性 O O O O O

基本教育设施（图书馆，教室，通勤车 
等） O O O O O

计算机信息化教育的设施及更新情况 O O O O O

教育内容及方法 很不满
意 不满意 一般 满意 很满意

学校所开设专业的多样性及专业性 O O O O O

专业内开设科目与您想学习的知识的符合
程度 O O O O O

学位取得的条件（毕业条件） O O O O O

课堂内容的难易程度 O O O O O

教授（教师）的授课方式 O O O O O

通过课堂学习知识的量 O O O O O

电子化学习的普及程度 O O O O O

期末成绩的评价方式 O O O O O

取得的学分与您的努力的符合程度 O O O O O

学校生活服务 很不满
意 不满意 一般 满意 很满意

校园生活指导商谈 O O O O O

宿舍设施及环境 O O O O O

学校行政事务的支持 O O O O O

心理商谈开设 O O O O O

医疗健康服务 O O O O O

信息支援 很不满
意 不满意 一般 满意 很满意

就业商谈的帮助 O O O O O

就业信息的提供 O O O O O

奖学金及其他财政支持 O O O O O

留学生可参与的社团运营 O O O O O

4. 您在韩国学习的动机是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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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不
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同

意
从校外生活中能体会到乐趣 O O O O O

可以减轻我的压力 O O O O O

校外活动没有附加的经济负担 O O O O O

能遇见与自己交好的朋友 O O O O O

有助于适应韩国的社会文化 O O O O O

可以培养职业所需的能力 O O O O O

对毕业后就业选择有帮助 O O O O O

与校内生活相比，通过校外的活动更能使
自己有归属感和安全感 O O O O O

< 作答要领 >
○执行度:表示您现在具备该项能力的水平。①~⑤尺度表示您现在该项能力的水平从低至高
① 非常不足        ② 略有不足        ③ 普通        ④ 良好        ⑤ 优秀

○强化水平：表示您通过韩国留学经验，相比赴韩国留学之前，该项能力的变化（提高或降
低）

① 大幅下降 ② 略有下降  ③ 没有变化或难以判断  ④ 略有提高   ⑤ 显著提高

学习本身很有趣 O O O O O

5. 除了上课外，每周（包含周末）平均投入教科学习的时间为 ______小时。 [填空题] 

III. 校外生活的经历
1. 您在学习以外，参与了什么类型的课外活动？ [多选题]   

□ 经济活动（例如：打工，创业）
□ 兴趣活动（例如：社团）
□ 宗教活动

□ 校内外学生团体（例如：学联）
□ 社会志愿者活动
□ 不参与任何活动 → 直接转到 2 题

2. 每周（包含周末）除了经济活动外，平均投入到校外团体活动的时间为 _______小时。 
[填空题] 
提示：仅填写阿拉伯数字的整数

3. 请您对校外生活的满意度进行评价？

IV. 核心能力
以下是关于中国留学生在韩国留学生活以及职业社会中所需要具备的核心能力的问卷。各

项能力要素分“执行度”和“强化水平”作答。

1. 请您根据自己的实际情况判断执行度，即选择您当下（现阶段）具备以下各项能力的水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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沟通能力 非常不足 略有不足 普通 良好 优秀
掌握与他人沟通的技法及策略相关的知识 O O O O O

语言及非语言沟通能力 O O O O O

以顺利沟通为目的的临场应变及行动能力 O O O O O

信息处理及运用能力 非常不足 略有不足 普通 良好 优秀
信息收集及鉴别能力 O O O O O

信息展示及表达能力 O O O O O

信息的灵活运用能力 O O O O O

运用电脑技术处理信息的能力 O O O O O

不同文化间的理解及适应能力 非常不足 略有不足 普通 良好 优秀
对不同文化的理解能力 O O O O O

在不同社会或学校生活的适应能力 O O O O O

不同文化之间的沟通能力 O O O O O

对多元文化社会的理解和适应能力 O O O O O

韩国语语言能力 O O O O O

英语语言能力 O O O O O

其他外国语语言能力 O O O O O

用外语进行专业学习的能力 O O O O O

人际关系能力 非常不足 略有不足 普通 良好 优秀
与他人合作/协作的能力 O O O O O

领导力 O O O O O

与他人建立及维持友好关系的能力 O O O O O

对所在组织的认知能力 O O O O O

解决问题的能力 非常不足 略有不足 普通 良好 优秀
诊断问题产生原因的能力 O O O O O

构建解决问题的策略及方案能力 O O O O O

选择解决问题方案的决策能力 O O O O O

高效率的执行力 O O O O O

自我管理能力 非常不足 略有不足 普通 良好 优秀
设定自我计划和时间管理能力 O O O O O

自主学习能力 O O O O O

调节情绪的能力 O O O O O

制定就业计划及其管理能力 O O O O O

社会礼仪及素质 O O O O O

程度

2. 请您根据自己的情况判断强化水平，即选择相比赴韩国留学之前，各项能力的变化情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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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我管理能力 大幅下
降

略有下
降

没变化
或难以
判断

略有提
高

显著提
高

设定自我计划和时间管理能力 O O O O O
自主学习能力 O O O O O

解决问题的能力 大幅下
降

略有下
降

没变化
或难以
判断

略有提
高

显著提
高

诊断问题产生原因的能力 O O O O O

构建解决问题的策略及方案能力 O O O O O

选择解决问题方案的决策能力 O O O O O

高效率的执行力 O O O O O

人际关系能力 大幅下降 略有
下降

没变化或难
以判断

略有
提高

显著
提高

与他人合作/协作的能力 O O O O O

领导力 O O O O O

与他人建立及维持友好关系的能力 O O O O O

对所在组织的认知能力 O O O O O

不同文化间的理解及适应能力 大幅下
降

略有下
降

没变化
或难以
判断

略有提
高

显著提
高

对不同文化的理解能力 O O O O O

在不同社会或学校生活的适应能力 O O O O O

不同文化之间的沟通能力 O O O O O

对多元文化社会的理解和适应能力 O O O O O
韩国语语言能力 O O O O O

英语语言能力 O O O O O

其他外国语语言能力 O O O O O

用外语进行专业学习的能力 O O O O O

信息处理及运用能力 大幅下
降

略有下
降

没变化
或难以
判断

略有提
高

显著提
高

信息收集及鉴别能力 O O O O O

信息展示及表达能力 O O O O O

信息的灵活运用能力 O O O O O

运用电脑技术处理信息的能力 O O O O O

沟通能力 大幅下
降

略有下
降

没变化
或难以
判断

略有提
高

显著提
高

掌握与他人沟通的技法及策略相关的知识 O O O O O

语言及非语言沟通能力 O O O O O

以顺利沟通为目的的临场应变及行动能力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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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请选择您参加的英语考
试类型，并填写成绩/等级。 

○ TOEFL   _______ *

○ TOEIC   _______ *

○ TEPS   _______ *

○ IELTS   ________ *

3-2. 若没有正式英语考试成绩，以下最接近您英语水平的
选项是什么？ 

○无法用英语进行基本交流
○可以用英语进行基本的日常交流（自我介绍，买东西 
等）

○可以用英语在邮局，银行等公共场合办理业务

O 有正式英语考试成绩(TOEFL / TOEIC / TEPS / 
IELTS )  → 转到 3-1 题

O 没有正式英语考试成绩 
→ 转到 3-2 题

O TOPIK等级: ______级
请填写1~6级中您的具体级别

O  无TOPIK成绩 → 转到2-1题

2-1. 若没有TOPIK成绩，以下最接近您韩语水平的选项是什么？

○   无法用韩语进行基本交流
○   可以用韩语进行基本的日常交流（自我介绍，买东西 等）

○   可以用韩语在邮局，银行等公共场合办理业务
○   日常生活中使用韩语没有障碍，可以一定程度的理解新闻报纸上的内容
○   与韩国人近似，可以流利准确的使用韩语

1-1.您的性别： 
○ 男 ○ 女

1-2. 您的出生年
份:___________

1-3. 侨胞与否：
○ 是 ○ 否

调节情绪的能力 O O O O O

制定就业计划及其管理能力 O O O O O
社会礼仪及素质 O O O O O

3. 您认为对以上能力的具备产生很大影响的要素是什么？ 

○ 天生丽质
○ 个人的努力
○ 学校教育的内容和方法

○ 教授（教师），同学和朋友
○ 所处的社会文化背景

4. 为了发展和强化以上的各项能力，您认为大学应该在哪方面倾注更多努力？ 

○ 教育环境的改善
○ 开设以培养特定能力为目的的教育课程
○ 运营以增进能力为目的的项目
○ 提供增进能力所需的信息

○ 对个人努力的帮助支持
○ 其他 ________________________

Part 3. 个人资料
1. 基本信息

2. 您的韩国语水平如何？

3. 您的英语水平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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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不同
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同意

我享受在韩国的留学生活 O O O O O
通过韩国留学，我能达到自己的目标 O O O O O
感觉韩国人对中国文化的理解度很高 O O O O O
想要继续在韩国学习或生活 O O O O O

通过韩国留学，对韩国的印象和认识变得更好了 O O O O O

O O O O O再有一次选择的机会，还会选择赴韩国留学

高中以下 高中毕业 大学肄业 大学毕业 硕士 博士 无
父 O O O O O O O
母 O O O O O O O

在韩国 回国 去第三国家
大学院入学 O O O (     )

就业 O O O (     )

创业 O O O (     )

第一学年 第二学年 第三学年 第四学年 已毕业
学部 O O O O O (   )

硕士 O O O O O (   )

博士 O O O O O (   )

○   其他 _____________ ○ 日常生活中使用英语没有障碍，可以一定程度的理解新
闻报纸上的内容
○ 与母语近似，可以流利准确的使用英语

4. 请选择您所属韩国大学的所在地。（若已经毕业，填写毕业院校所在地即可。） 
○ 首尔圈（包含首尔市及京畿道）  ○ 非首尔圈（除首尔圈之外的所有地区）
  
5. 您所在的学系是什么？ 

○ 人文
○ 社会科学
○ 教育

○ 工学
○ 自然科学
○ 医药

○ 艺术体育
○ 其他 __________

5-1. 您的具体专业名称是： [填空题] ________________

6. 您现在所在的学年是什么

7. 您现在所在的学年是什

8. 请您选择父母的最终学历

9. 总的来说，在韩国的留学生活令您感到满意吗

 感谢您能真诚填写该调查问卷！我将仔细记录您所填写的信息，祝您学习生活顺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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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re Competenc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ZHAO MINGM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7),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rose to 123,858 in 2017 from 49,270 in 2007. 

Among them, the number of Chinese students was 68,714, accounting 

for about 56% of the total number. Thes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ant to receive a good education in Korea, take the initiative 

in other societies and cultures, and develop their competence to suit 

the world and the times. Most of them have the goal of graduating and 

returning home, or having a career in Korea before returning home. 

Howeve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are having 

difficulties in many ways, including cultural adjustment and academic 

adaptation. Therefore, they are being questioned about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expand their competence as they actually aim through 

studying abroa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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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ore competencies f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the 

survey, a survey was conducted on 236 Chines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Korea. First, reli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measurement tools. In addition, a t-test, ANOVA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e competence performance 

of the students under study and the degree of change, and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it.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erpersonal skills 

were the highest among Chinese students, while communication skills 

and problem-solving skills were ranked second in common. Second, 

atmosphere of schools from China and satisfaction with schools from 

China, satisfaction with universities from Korea and motivation for 

learning all affect six core competences. Third, the level of change in 

the core competenc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as highest in 

communication skills, and the level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utilization ability was ranked second. ' problem-solving skills and 

self-management skills all came in third, followed by interpersonal 

skills. Fourth, the age and satisfaction level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the atmosphere and satisfaction level of schools from 

China,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motivation of Korean 

universities all showed strong influence on the degree of change of six 

core competence.

keywords : Core competence, competenc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Higher education 

globalization, Inter-cultural competence

Student Number : 2016-2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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