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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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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한양대학교 서정대학교
본 연구는 재한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학동기 및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적응양
상과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서울시 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 8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 심층면접
을 실시한 후 내용분석을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국유학생의 한국 대학교 입학 동기는 물리적인 환경 접근성과 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의 영향이었으며, 중국 대학입시 어려움과 학업성적이었다. 또한 과
한국의 저렴한 물가와 한류영향 현지의 대학 연결프로그램이었다. 둘째, 지각된 차별은
중국에 대한 사회적 편견, 문화사대주의의 사회구조적 차별과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과 개인적 선호에 따른 차별 등이 있었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언어문제로 인한
학업성취 저하, 대인 관계형성 어려움 등 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대
처방식은 대학기관 및 교수 등의 자원 활용과 선후배 및 자조모임 참여를 통한 정보이
용이 도움이 되었으며, 언어에 대한 사전준비는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 줄 수 있는 대학
의 역할과 지각된 차별에 대한 교육적, 정책적 제언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중국유학생, 지각된 차별, 대학생활 적응, 대처방식

국제화 흐름에 따라 개인,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 시
대에 살고 있다. 해외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 뿐 아니라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
들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국내체류 외국인수가 200만을 넘어서면서 2021년 국내 체
류외국인은 3백만 명을 넘어서고 통계청 추계 2021년 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51,566,389명) 대비 외국인 비중이 5.82%로 OECD 평균(5.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될 것이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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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과 중국의 인적교류는 1992년 수교를 시작으로 1994년 ‘한 ·중 문화교류 협
정’이 체결된 이후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한국으로 유학 오는 중국유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인 ‘Study Korea Project’를 시행하면서 2001년 3,221
명, 2004년 9,118명이던 중국유학생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6년 2만80명, 2008년 4만
4,746명을 차지하였으며 과거 대다수 대학초청장학생에서 2008년에는 90%가 자비유학
생 이었다(중국교육부, 2008). 지난 2010년에는 2012년까지 1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하
는 '글로벌 교육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정부초청장학생
(GKS) 예산을 2015년까지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증액키로 했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
의 고등교육 수요 증대와 한류 확산, 정부 및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으로 인
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으로 그 수
가 감소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노력의 가속화 및 한국 유학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하고 있으며, 교육부
(2015)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대학초청 장학생수는 감소하고, 자비유학생 비율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도 고급인재의 확충을 위해 1990년대 이래 대학교육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나, 충원할 대학이 부족하자 외국으로 진학하려는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한국
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용 면에서 부담이 적고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대학교육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중국학생들에게 유학지로 주목받았다. 그 결과 2015년 전국의 중
국인 유학생 수는 54,214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 91,332명의 59.4%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중국유학생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전체 한국 대학생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는 중국유학생들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재한 유학생들의 실태는 1992년 수교 이래 한중간의 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의 긴
밀한 상호접촉이 질적으로는 한계를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유학생들의 대학생
활 적응에 따른 어려움과 다양한 부적응 문제와 갈등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정부의 유
학생 정책이 실제적인 필요와 형식보다는 양적인 팽창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한 중국유학생의 경우 강한 결속력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중국유학생들은
중산층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래의 직업을 위해 한국에 유학한 실제적 목적을 지니고
있어 한국 교육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교육상황에 대한 불
만족이 높을 경우 반한감정이 표출될 잠재력이 상당히 강한 특징을 지닌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최은진, 2014).
교육부(2013)는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세웠다. 2020년까지 외
국인 유학생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등을 통한
국가장학금 지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중국 내 우호 여론 형성 및 효과적인 공공외교 등을 기대하면서 한국에서 한국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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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화를 배운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친한(親韓)인사’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
러나 한국무역협회(2013)자료에서 국제무역연구원이 중국인 유학생 5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중
국인 유학생들의 생활 만족도는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중국의
지인에게 한국 유학을 권유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부정적 답변을 한 중국인 유학생이
비율은 23.3%였다. 8.5%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일본 내 유학생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
났다. 이처럼 한국 내 중국유학생인 친한 인사가 아닌 반한 인사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의 외국 유학생들은 학업, 문화,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에 유학 온다. 중국유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미래를 위한 준비, 주변사람의 영향, 문
화적 관심으로 나타났다(하정희, 2008). 실제 중국 고교생들이 유학 목적지로서 우선적
으로 선택한 곳은 미국-캐나다-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고교생들의 한국 유학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정부와 민간교류 활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이 편리해졌
고, 장학금제도와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인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중국
교육부, 2009: 김소정, 2010).
교육부(2015)에 따르면 국내 유학생은 91,332명 중에서 11%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한
국에서 생활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하여 중도탈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지닌 학생 수의 증가는 문화적응 및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다문화배경의 학생들은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 이중 언어
환경, 학업부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부적응
및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들은 낯선 한국에 와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내며, 한국어와 전공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은 학업 이외에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유학생들은
익숙했던 자신의 환경을 떠나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응문제
를 경험하기 마련이고 음주문화, 편견, 고독감, 음식습관, 한국에 대한 실망, 언어, 지각
된 차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열등감,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춘영, 1998, 1999; 재인용; 김민선,
석분옥, 박금란, 서영석, 2010).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본국으로 귀국하는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한국유학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학생활 적응과 국가교
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대학 내 유학생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대학 내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의 구축과 이중 언어 지원에도 불구하고 나타
나는 지각된 차별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토대로 대학생활 적응 및 어려움에 대
한 경험을 확인하고, 자조모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보완과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하정희(2008)의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문화적응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재한 중국유학생들이 한중
교량의 리더 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생활 적응력과 만족도를 높이고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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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언을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유학생1)이
지각한 사회적구조적 개인적 차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경험이 있었고 도움이 되었던 요인과 적응과정을 위한 대처전략에 대하여
질적 연구의 심층면접을 분석하여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차별에 대한 교육 및
대처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재한중국유학생의 한국대학 입학 동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재한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사회구조적 차별, 개인내적 차별)은 어떠
한 것인가?
연구문제3. 재한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적·심리적 적
응, 대학환경 적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재한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의 대처방식은 무엇인가?

이론적 배경
1. 지각된 차별

지각된 차별이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낮은 지위 때문에 자신이 불공평한 대
우를 받는다는 지각으로 정의된다(Mirage, 1994; Sanchez & Brock, 1996; 서한나,
2009). 사회심리학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차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당사자가 스스로 차별을 감지하였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 용어는
인종차별 연구자들에 의해 먼저 사용되었는데, 인종차별에 대한 자기보고(self-reported
racism), 지각된 인종차별(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이라는 용어들로 표현된다.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태도를 일컫는 편견의 행동적 측
면이라 할 수 있다(김혜숙, 1999; 김금미, 2002). 이러한 목적에서 시행된 연구결과는
미국 사회가 다문화적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백인과 백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지각된 차별감 수준과 지각된 차별감의 영향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1) 재한 중국유학생은 한국대학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학위과정을 달성하기 위해 온 중국 국적 소지자로, 한
국의 대학교에서 학부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국외유학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4.29.>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
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
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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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Biasco et al., 2001; D’Augelli & Hershberger, 1993; Hodson et al., 2002;
Hurtado, 1992; Rankin & Reason, 2005에서 재인용; Poyrazli & Lopez, 2007). 따라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집단 내에서도 차별 지각 정도가 다르고 이러한 차별지각에 따라
집단 간 동등추구가 달라질 수 있다.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각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같은 차별
을 당한 사람들 사이에도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 어떤 이는 차별로 인지하는 반면 어떤
이는 차별로 인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전지혜, 2010). 지각된 차별감은 개인이
속한 민족 집단으로 인하여 받는 차별대우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차별감도
해당된다. 한편, Bourguignon(2006)은 지각된 차별감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개인으로서 받는 지각된 차별감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으로서 받는 지각된 차별감이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각각의 차별감을 지각하는 데 있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적
인 차별감을 집단에 대한 차별감보다 덜 지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각된 차별의 개
념에서 실제로 차별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억압, 낙인,
편견,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각된 차별은 사
회구조적인 차원이 차별과 개인내적인 차원의 차별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지각하
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을 유학생들의 국내에
서 인종적·민족적 집단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불공평하거나 다르게 대우를 받는 다는
지각과 개인의 특성이나 차이에 따른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재한 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

재한중국유학생과의 지각된 차별,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을 일으키
며, 역기능적인 대처를 낮춰주고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우울에 대한 개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01). 김혜숙(2007)에 따르면, 국내
의 계층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및 차별적 태도가 심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국
인의 배타적인 태도 및 사회적 거리감을 갖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기관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학 내에서도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현재
대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세계화, 국제화를 통한 외국문화의 다양한 접촉과 기회가 많지
만 한국이라는 집단주의 순혈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집단 압력은 결국 개인의 상하 신
분질서 의식을 지각하게 만들며, 집단의 지위로 인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에 따
른 차별을 나타 낼 수 있다. 또한 안상수(2012)의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지수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신의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등과 같은 동료적인 집단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면서 이익집단이나 이해관계에서 다수집단의 낮은 수용도를 보여주었다.
서지연(2009)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문화적응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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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소극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보였
다. 한편, 진나(2013)에 따르면, 문화적 정체감과 관련한 지각된 차별에서는 물질만능주
의, 언어장벽, 대인관계로 나탔으며, 민족정체감 영역에서는 조선족, 중국에 대한 고정
된 이미지, 역사문제로 인한 거리감, 모국과 다른 규칙 등으로 나타났다. 장혁심(2005)
에서도 재한중국 유학생들의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향수병과 지각된
차별감 이었으며 물질적 지지나. 정보적지지, 정서적 지지가 높아도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의 결과들과
같이 지각된 차별은 생활·문화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활 적응 및 대처방
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재한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학습자가 대학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잘 대처해 나가고 있
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적응을 모두 포함하여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내-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으로 구분하였다.(Baker
& Siryk, 1984).
첫째, 학업적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의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
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지적 학습능력 이상을 필요로 하며, 학업에
대한 동기 및 요구에 부딪혔을 때의 행동 · 학업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만족감, 시간
관리, 분명한 목적의식이 주요 구성요소이다. 또한 Baker & Siryk(1989)에 따르면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간의 의존성, 자존감, 목적의 안정성, 자기효능감 등
의 개인적 성격특성과 불안특질, 개인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가족적 자아개념
등이 학업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변인들이다.(신은숙, 1995).
둘째, 사회적 적응은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나 부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능력, 교수
및 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Lazarus(1976)에 따르면, 사회에 대한 소속
감과 사회화 욕구를 반영하며 사회규범, 역할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사회활동의 회복과 활성화를 의미한다.
셋째, 정서적 적응은 대학생활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등 개인의 인성
형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기존재의 본질, 위치와 역할 등 자기탐색과정을 통한 정
서적 적응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환경 적응은 대학만족도를 포함하여, 대학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대학 내의 정상적인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대학생활 부적응이라 일컫는다. 유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적응이란 한국의 대학이
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건강이나 행복을 잃지 않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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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개인의 욕구를 총족 시켜 자신의 삶을 유의미한 것으로 가꾸어 나가는 매사의 노
력을 뜻한다.(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대학생들이 겪는 새로운 환경, 발달상
의 적응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국을 떠나 타국의 사회적 문화와 환경, 인종, 언어,
외로움 등 문제에도 잘 적응하려고 한다. 더불어 현실 속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은 이러
한 대학생활 적응을 수월하게 해내는데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활 적
응보다는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나임순, 2006). 중국 유학생의 경
우 대학생활 적응 관련 요인은 성별, 연령, 체류기간, 경제수준, 유학동기, 성격특성(리
통, 2009; 서지연, 2009; 림금란, 김희경, 2011 재인용)등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과정에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내·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
을 살펴보았다.
4. 재한 중국유학생의 적응 및 대처방식 관련 선행 연구

재한 중국유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한국문화와 동시에 하위문화로서 한국의 대학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학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이승종, 1996).
김희경(2010)에 따르면, 중국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는 학교생활
스트레스이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학생집단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는 학생집
단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으며, 집단별로는 정규교육과정 학생집단은 어학연수
학생집단보다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유학생활을 만족
하지 못하는 학생집단은 만족하는 학생집단보다 생활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직접 학비를 마련하는 학생집단은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부모님한테서 학비를 받는 학생집단은 주위환경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
국유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이며, 특히 한국어 듣기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
활에 잘 적응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한국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친구를 쉽
게 사귈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한국생활에 잘 적응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된다고 하였다(김선아, 2010; 진결, 2010). 따라서 한국어에 대한
준비가 대학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중국유학생들의
적응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부분으로 대인관계 형성을 꼽았는데(허춘영, 1998).
그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해온 중국유학생들이 위계질서, 남존여비, 예의존중
등이 아직도 중요시되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생활태도 차이로 인한 한국인과 교제가 힘들다는 점이다.(김광일, 이장한, 허춘영,
1999; 김소정, 2010에서 재인용).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적극적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
용하였고, 적극적 대처 방식 중에서도 문제 중심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재한
중국유학생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자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계속 느끼고 한국
97

대학생활연구 (제22집 1호)

의 다각적인 이미지에 따라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 이처럼 유학생들은 자국의 대학이
아닌 한국이라는 타국의 대학에서 생활하는 동안 문화차이뿐 만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
차이 등으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대학생활 부적응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적응이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과 한국인 학생의 대학생활이 매
우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김귀성, 황지인, 2009).

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NO. 성별 연령
학과
1 여 24 사회학과
2 남 24 경영학과
3 남 25 원자력공학과
4 여 20 미디어커뮤니
케이션학과
5 남 26 사회학과
6 여 24 국어국문학과
7 여 23 사회학과
8 남 26 경영학과

학년
4
3
4
1
4
3
3
2

주거
형태
자취
자취
기숙사
자취
자취
자취
자취
자취

민족 한국어 학업 학비 아르
배경 실력 성적 조달 바이트
한족 중 중 부모 X
조선족 증 중 부모 ○
한족 중 중 부모 ○
한족 중 중 부모 X
한족 중 중 부모 X
한족 중 중 부모 ○
한족 중 중 부모 X
한족 하 중 본인 ○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조사 분석을 하고, 국내 서울의 주요 4년제 대학교에
유학 중인 중국유학생 명을 대상으로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방법(Jennings &
Skovholt, 1999)2)을 통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2명은 학부에 재학 중인 중국유
학생 20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2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심층면접은 2013년 5월부터 서울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거주기간 24개월 이
상인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추수연락을 통
해 2015년 1월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였다. 인터뷰대상자는 총 8명으로 남학생4명, 여학
생 4명이었다. 이상의 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눈덩이표집(Jennings & Skovholt, 1999)은 처음에는 소규모의 응답자집단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이 응
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집방법
이다. 따라서 이 표집은 무작위표집이 아니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할 수 없
다.. 고영복, 2000.10.30, 사회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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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와 자료분석

재한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는 개인적 배경으로 출신지역과 한국어수
준 및 학업수준, 전공과 학년, 거주기간 등과 같은 일반적인 질문지와 한국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 한국사회 및 대학생활에서의 지각된 차별을 사회구조적, 개인내적인 특성으
로 구분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적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처전략도 사회적,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
하여 수정을 거친 후 문항을 검토하고 확정하였다. 심층면접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
인 중국인 유학생 박사과정 면접자가 중국어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내용을 전사
한 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한국인 박사과정 연구자와 번역내용 교정과 확인을 통
하여 수정 검토 작업으로 보완 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여, 지
각된 차별의 유형과 대학생활 적응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 대처전략에 대해 질적 연구
의 심층면접 분석을 통하여 범주화(categorization)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재한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 된
것이다. 이를 위해 Giorgi(1970)의 현상학적 분석절차에 따라, 심층면접 후 내용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재한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 적
응 및 대처에 대한 방법에 대한 개인의 경험적 기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범주화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Giorgi(1970)의 현상학적 분석절차의 순서에서 첫째, 전체 인식단계 전체를 잘 파악
하기 위해서 중어권 박사과정 학생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다시 연구자가 내용을 여러
번 읽은 후 기술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되돌려 질문함으로써 내
용을 정교화 하였다. 이것은 의미단위 분석을 위한 토대로서 둘째, 심리학적 관점을 가
지고 연구된 현상에 중점을 둔 의미와 단위를 구별하여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상 표현을 연구 중인 현상에 중점을 둔 심리학적 언어로 정리하면서 사회
심리학적 언어를 통해 현상학적으로 범주한 기술내용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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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한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
개념 영역

대학 환경적
진학
동기 개인적
사회적
사회
지각 구조적
된
차별 개인
내적
대학 학업적
생활 적응
적응 사회적
적응

범주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
- 물리적인 접근용이
- 저렴한 물가
- 중국 대학입시 어려움과 성적
- 한류영향
- 대학연결프로그램 활성화
- 중국 경제수준에 대한 저평가
- 지리적 위치로 인한 영토분쟁 영향
- 문화사대주의 및 영어권 선호
- 중국인에 대한 개인 선호도
- 한국학생들과의 이해관계
- 언어적인 어려움-대학수학
어려움
- 발표수업 어려움 및 학점취득
- 중국유학생과 교류 및 모임
- 교수님들과 상호작용

개념 영역
개인
내
정서
대학 적응
생활
적응 대학
환경
적응

범주화
- 언어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어려움
- 친밀한 관계형성 어려움
- 유학생활 외로움 및 음식문화적응
- 주체적인 해결방식 어려움
- 대학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
- 교수자-학습자 관계 차이
- 이메일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만족
-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 이용
-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 언어에 대한 준비가 우선적 필요
- 유학생활에 대한 심리적 준비
대처 대처 - 한국사회 특징(법률, 음식, 환경, 술
방식 방법 문화)들에 대한 이해
- 한국대학생들과 교류를 통한 인간
관계 확장

1. 한국대학진학 동기

가. 환경적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과 물리적 접근성
재한중국유학생은 대부분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친근
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족 중국유학생의 경우 이질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인접한 가까운 물리적 접근성과 다른 나라에 비해 저
렴한 상대적인 물가 등이 있었다.
“제 고향 지역은 조선족 지역이 때문입니다. 우리 고향은 조선족이 너무 많고 제 한
국어 실력이 좋지 않아요. 조선족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조선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等外3)로 밀려나게 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
도 좀 공부하고 싶어요.” (case1).
“한국에 유학하는 것은 제 意向4)이 아니라 부모님의 意向이에요. 부모님이 다 마련
해서 오게 돼요.”(case4).
“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서 오게 되었어요.”(case6).
3) 等外(등외) : 표준이하의 정해진 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바깥
4) 意向(의향) :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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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적 : 중국내 대학입시에 대한 어려움과 학업성적 및 한류
중국에서 학업성적과 입시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들은 개인적인 선호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접근성과 물가 등이었다. 또
한 각종 TV나 매체를 통한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이다.
“ 더 좋은 계획을 찾으려고, 취직하기 위해서... ” (case5).
“ 저는 처음에 일본과 뉴질랜드에 가려고 했는데 저는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일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한국 드라마가 너무 유행해서 좋아했어요.”(case6).

다. 사회적 : 대학연결프로그램 활성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경우 한국대학과의 연결을 해주는 중개소나 유학원
등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 한국유학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비교적 쉽게 진
학을 하게 되었으며, 각 대학의 어학원이나 연결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편리함
과 익숙한 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쉽게 진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중국에서 다니는 학교는 ○○대학교와 연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case7).
“ 대학 입학시험을 잘 못 쳐서 게다가 한국대학교 지역의 대학과 연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왔어요.”(case8).
“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학원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고 저는 그냥 ○○
어학원에 지원했어요. ○○대 어학원에서 다니게 되어서 점점 여기의 환경, 학교를 익
숙해져서 ○대학교의 학부를 지원했어요. 저는 ○○대학교 하나 밖에 지원하지 않았어
요.”(case3).
“ ＊＊대학에서 아는 교수 있어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대학교를 추천했고 때마침
**대는 한국대학교와 연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case6)
“ 저는 △△대학교의 중개소를 찾아서 어머님이 제 전공에 따라 이 학교를 선택했어
요.”(ca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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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차별

가. 사회구조적 차별
중국의 경제수준에 대한 저평가와 한국인으로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영토에 대하여 북한과 일본에 분쟁을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많고 중국
에 대한 편견 및 문화 사대주의로 인한 백인이나 영어권에 비해 차별감을 느끼며, 조선
족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음을 인식했다.
“ 학교 안에는 괜찮은데 학교 밖으로 나가면 일부 나이 드신 한국 사람이 역사문제
때문에 중국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중국 때문에 남·북한 문제
를 초래한 다고 생각해서 중국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한 많은 조선족이 한국에 와
서 일해요. 오는 조선족 중에서 이 素養5)높은 사람도 있고 높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 대한 인상 좋지 않은 원인이에요.” (case3).
“ 아마 접촉하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예를 들면 그들이 중국 지금의 경제 발전 상
황, 사회 발전, 중국 사람이 부유하는지 등, 아마 그들이 중국이 아직 북한과 비슷하고
생각해요.”(case5).
“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가난하고 촌스럽고 시끄럽고 소양이 없다고 평가해요. 한
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족에게 태도는 그렇게 좋
지 않아요. 외부에서 접촉하는 한국 사람이 학교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처럼 우호적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아서......” (case6).
“ 한국 사람이 유럽과 미국사람에게 우리 보다 좀 더 친절해요. 한국 사람이 중국의
경제 발전이 아직 70년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고유의 관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서 중국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case8).
“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마 영어를 아주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case2).
“ 저는 한국 사람이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사람이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이라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보편적으로 미국, 유럽과 일본 사람을 좋아해요, 중국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래요.”(case3)
“ 제 생각은 역사적이고 영토적인 갈등 문제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5) 素養(소양) : 평소 닦아 놓은 학문이나 지식. ‘교양’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으로 순화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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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럽, 미국사람을 빼고 나머지 다 그냥 그렇게 대한다.”(case4).
“ 한국 사람이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학생에 대해서 더 친절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에게 더 잘해줘요. 근데 한국에 아르바이트하는 조선족에 대해서 그
렇게 좋은 태도를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case8).

나. 개인내적 차별
중국인에 대하여 ‘교양이 낮고 시끄럽다’라는 고정관념과 인식으로 인하여, 호의적이
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선호도에 무관심이나 차별을 받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학생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태도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학생이 소양 방면에 중국 학생보다 어느 정도에 좋아요. 중국 사람이 중에서
소양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선생님들의 생각에는 중국 사람이 소양이 상대적으로 낮다
고 생각하셔요. 예를 들면 수업할 때 일본 학생이 말한데 선생님이 선입견을 가지기 때
문에 ‘시끄럽게 하는 학생인 중국사람 이다‘라고 생각 하셔요”(case4).
“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우리 똑같아요. 사람을 보면 먼저 외모, 학력, 복장 등
을 보고 이런 것들이 나쁘거나 혹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저라면 영어를 잘할 수 있으
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한국 사람이
자기보다 좋은 사람이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 필요할 때는 열정적인데 필요 없을 때 그
냥 쌀쌀하게 대해요.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에게 태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요.”(case5).
“ 그룹 토론 혹은 같이 과제할 때 어떤 한국학생이 중국학생과 같이 하는 것을 싫어
해요. 건성으로 보면 친절한데 진심으로 그렇지 않아요. 다 느낄 수 있어요. 오직 두 사
람이 같은 일을 공동적으로 완성해야하는 경우에만...... 그래도 중간에 연결시키는 것이
사라지면 도 다시 전 상태로 되돌아가요.”(case6).
“ 대부분 사람이 쌀쌀하게 우리를 대해요. 만나서 그냥 인사해요. 중국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열정해주지도 않고 아주 나쁘게 대해
주지도 않아요.”(case7).
3. 대학생활 적응

가. 학업적 적응
재한 중국유학생의 경우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성취 저하를 보였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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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는 대학수학과정에서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필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와 발표수업에서 어려움을 드러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중국학생들에 대한 개
인차에 따른 편견으로 인하여 학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aper를 쓸 때, 제목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뜻인지 모르고 어떤 때에 자기 쓰
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case1).
“ 제 스트레스는 주로 언어적인 스트레스에요. 경영대학에서 주로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저는 언어 天賦的6) 없고 항상 다른 사
람이 자기 말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해요. 저도 자주 이 때문에 초조하고 불
안해요. 또한, 한국사람 뿐만 아니라 중국사람 서로간의 경쟁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입학한 후에 중국 사람이 너무 많고 그중에서 많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
지 않아서 교수님은 중국 사람의 성적을 보편적으로 낮추었어요. 교수님은 공정하게 성
적을 주시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제2전공을 선택하는 이유에요. 제2전공에서 더 쉽고
좋은 성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case2).
“ 중국에서 대학 다니는 것은 노는 것 같고 여기서 공부하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발표도 많고......우리 과는 좀 어렵고 발표할 때 많을 것을 한국말로 표출하지 못해요.
이번 학기에 저는 아주 중요한 발표 있는데 저는 실질적인 일을 더 많이 하고 같이 발
표하는 한국 동창은 발표해요. 한국에 오는 조선족 너무 많고 그들이 한국어 너무 잘하
니까 수업 할 때 잘 모르는 교수님은 왜 다 중국 사람인데 그는 한국어 그렇게 잘할
수 있고 너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case3).
“ 수업할 때 따라가지 못해요. 교수님들이 PPT로 수업하시고 저는 교수님의 해설을
들으려면 필기를 적지 못해요. 필기를 적으려면 교수님의 말을 잘 못 따라 들어요. 그
래서 수업 이해하는 정도는 한국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시험도 잘 치지 못하
고.......”(case4).
“학업에는 만약에 중국학생을 좋아하지 않은 교수님을 만나면 좀 어려워요.”(case6).
“ 특히 학업 스트레스 많아요. 수업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못 따라 들고 과 후에 발표
도 많아요.”(case7).
“ 논문을 쓸 때 스트레스가 많고 시험 기간에도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case8).

6) 天賦的(천부적) : 태어날 때부터 지닌. 또는 그런 것.
104

재한 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 적응 연구

나. 사회적 적응
재한 중국유학생들은 안정적인 대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로는 주로 중국유
학생 친구들과 교류하였으며, 모임 등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교수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 또한 유학경험이 있는 교수의 경우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더 잘해주었으며, 박사나 조교 등을 통해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경우 중국유학
생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도움이 되었다.
“ 가끔 수업할 때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좀 많아요. 교수님한
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또한 어떤 교수님께서는 진짜 무서
워 보여요. 교수님과 이야기할 때 두려워요. 한국 동창에게 물어볼 때도 저는 중국 사
람이라서 한국어 잘 하지 못하고 많아 물어보면 한국 동창은 기분이 나쁠 까봐...
”(case1)
“ 만약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교수님이 다시 시험 치는 계획을 주셔요. 두 번째 시
험을 보기 전에 먼저 질문 범위를 주시고 기말에 상대적으로 성적을 더 많이 주셔요.
보통 유학 경험이 있는 교수님이 유학생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다소 외국인을 도와
주시는데 그런 유학 경험이 없는 교수는 유학생들이 놀다 온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도 도와주지 않아요.”(case2).
“ 우리과 교수는 좋아요. 1, 2학년에 학교에서 조직하는 외국학생을 도와주는 활동이
있었어요. 일부 선배는 자기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후배를 많이 도와줘요. 만약 이
과목에 대한 도움을 필요하면 이 활동을 신청해서 선배들이 다 도와줘요. 저는 아주 어
려운 수업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교수님을 찾아서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처음에 영어로 해설해주셨는데 후에 너무 바빠서 지도하는 박
사 선배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학기에 저는 주마다 그 선배와 만나서 공부해요. 우리
과 외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외국인한테 배려 많이 해주셨어요. 수업할
때도 질문 많이 하고 저는 질문하실 까봐 수업하기 전에 열심히 예습하고 연습해
요.“(case3).
“ 교수님이 보통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해주시고 혹은 친구를 찾아서 도와
달라고 해주셔요. 교수님은 대학원생을 가르치시니까 학부생에게 신경 많이 쓰지 않아
요. 어떤 때는 조교를 찾으라고 하셔요.”(case5).
“ 저는 한국 교수와 한국 친구에게서 받는 도움이 많아요. 특히 교수님이 중국학생을
곤란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한국학생과 같이 일을 할 때도 한국 학생을 더 많이 시켜
요. 한국 친구도 우리 도움을 필요할 때 많이 도와줬어요.”(cas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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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내·정서적 적응
언어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중국학생들과 어울리거나 한국학생들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또한 외국유학생활로 인한 외로움이나 음식문화적
응,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독립적인 주체성을 보였다. 또한 언어장벽과 주체적인 해
결방식으로 인하여 대학생활 부적응을 경험했다.
“ 특히 한국어 중의 존댓말, 반말은 어렵고 저는 처음에는 쓸 줄 몰라서 항상 한국
사람에게서 혼났어요. 조선말과 한국말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전부다 다시 공부해
야 해요. 한국 사람과 얘기할 때는 항상 말이 막혀요. 어떤 때에 한국 사람이 저는 예
의 없다고 생각해요.”(case1).
“ 자기의 한국어 실력이 높여야 해서 한국에 있는 생활 잘 적응해야 해요. 어떤 때에
는 외로워요. 교수님이 보통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해주시고 혹은 친구를 찾
아서 도와 달라고 해주셔요. classmate간에 도움을 달랄 때 도와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 자기 해결해요.”(case5).
“ 방법이 없어요. 교수님하고 한국 친구에게 도움을 달라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들
과 마음을 터놓으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 혹은 장벽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 했어요. 생활방면에, 제 고향은 해안도시 때문에 저는 해산물을 많이 좋아하
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많이 못 먹고 스트레스를 느껴요.”(case6).
“ 저는 없어요. 시도해본 적이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case7).

라. 대학환경 적응
재한중국유학생은 대학의 정보제공의 편의에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대학시설의 도움은 받고 있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또한 이메일이나 문자전
송과 같은 서비스와 자조모임 등을 통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
“ 저는 취업에 관련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만약에 취업정보를 알려주면 바로
물어보러 가요. 전 이미 대학 4학년이고 한국에서 취직하려면 먼저 준비해야하고 아니
며 비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취업정보에 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학
생모임에 너무 참가해가고 싶은데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몰라서 담당자를 잡아서
참가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
이 좋아졌어요, 참가하고 싶으면 문제없이 참가해요.”(case1).
“ 경영대에서 중국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중국학생회가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중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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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위해 만든 그룹이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룹에서 다 알려주고. 당연히 학
교도 알려주는데 그룹은 그중에서 제일 유용한 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내줘요. 이용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case2).
“ 학교는 우리의 이메일 혹은 전화에게 정보를 많이 알려줘요.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외국인을 관리하는 국제 협력실이 있어요. 정보가 있으면 다 이메일 혹은 메시지로 보
내주고 3.4학년으로 올라가면 취업과 관련한 정보도 많이 보내주었어요. 이용하는데 어
려움은 없어요.”(case3).
“ 핸드폰에서, 학교 사이트, 혹은 제 이메일에서 자주 다양한 정부를 받을 수 있어요.
참가하기에 조건 따라 달라요.”(case5).
“ 저는 이미 4학년이니까 자주 학교에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요. 다른 정보는
거의 팬 한 사이트에서 받아요. 참가하기도 어렵지 않아요.”(case6).
“ 자주 학교가 발송한 정보를 받았어요. 참가하기도 어렵지 않아요.”(case7).
“ 중국 대학에서 정부를 얻는 경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 대학교는 e-mail.
전화 등을 통해서 정부를 알려줘요. 참가하기도 어렵지 않아요.”(case8.)
4. 대처방식

한국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대처방식으로는 첫째, 언어에 대한 준비를 가장 중요하며
언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적응력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유학생
활에 대한 심리적 준비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셋째, 한국사회의 특징에
따른 법률과 음식, 환경, 술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국대학생들과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간과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한 적응력을 높
이는 대처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 고향에서와 한국에서의 생활 습관은 거의 같아서 특별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 별로
없는데 단 하나는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않되는
思想7)준비가 있어야 해요.” (case1).
“ 저라면 뭐든 어려운 점이 다 언어를 때문이에요. 제 생각은 오직 언어문제를 풀리
면 한국에 오는 중국학생에게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case2).
“ 언어를 잘 준비하면 우세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많은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은
7) 思想(사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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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이미 한국에서 유
학하고 있는 선배를 찾아서 많이 물어보고 친구로 찰 챙기면 아마 도와줄 수도 있어
요.” (case3).
“ 우선 언어가 중요해요. 문화 특성도 알아 봐야 해요. 그리고 유학하러 오는 목적이
있어야 해요. 독립성이 있고 자기의 생활을 잘 챙길 수 있어요. 한국의 법률을 알아야
해요. 범죄는 안 되고 한국의 생활, 음식 등을 미리 알아야 해요”(case5).
“ 저는 언어만 잘 준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언어를 통하면 중국에 있는 것과 차별이
없어요.” (case8).
“ 심리적인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있는 것처럼 아무 부담이 없
이 지날 수 없어요. 고생을 할 준비가 있어야 해요.” (case7)

논의
이상의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지각된 차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양상과 대
처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층면접 자료를 통해
이들의 대학입학 동기와 지각된 차별 및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한 대
처방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재한중국유학생들이 대학입학 동기는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저렴한 물가와
환경적 접근성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유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
우 한국과 비슷한 환경과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이 한국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을 가지
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중국내에 대학입시에 대한 어려움과 학업성적으로 인하여 한
국유학을 선택하게 되는 데 이것은 부모님들의 영향과 중국유학생들의 언어적 강점을
활용한 미래에 대한 준비로 동기를 갖고 있다. 조혜영(2003)은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인
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청소년들과 의사교류도 높아졌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엄혜경
(2003)은 중국유학생들이 공부하러 온 주된 동기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류로 인한 한국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것과 일치한다. 이처럼 중국유학생
들은 국내대학의 주요한 교육대상이다. 따라서 재한 중국유학생의 입시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일부 유학원이나 연계기관을 통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유학
생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고, 재한 중국유학생들과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장학지원에 대한 제도적 절차의 간소화 및 유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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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장학수혜 복지혜택을 확대를 통해 학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로는 중국에 대한 편견, 문화사대주의의 사회구조적
차별과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개인적 선호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 또한 영어권 학
생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중국의 경제수준이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감을 개인내적 차별보다 더 많이 지각하였으며, 이해관계에 따른 관
계형성과 개인주의로 인한 개인내적 차별은 개인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각하
였다. 이정용(2006)의 선행연구에서도 설명하듯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먼저 성장한 나라
이며 한국인들의 문화사대주의와 중국 농산물이나 경제에 대한 비하발언이나 무시에
대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불편해 하였다. 이와 같이 재한중국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지각
된 차별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국가 간 교류나 협력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문화사대주의나 경제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인권존중과 상호협력을 통한 공존에 대한 어려움 발생시키기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범국민적인 인식개선과 이해교육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
해 및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언어부족으로 인해 학업성취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으
며, 이로 인한 위축이나 조심스러운 행동이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하였다. 또한 스
스로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언어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선행연구에서
도 중국유학생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재정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공부에 대한 중
압감’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이익수, 지봉구, 2006). 이와 비슷하게
엄혜경(2003)은 중국 유학생들이 주로 과제제출이나 시험과 같은 학업관련 내용, 재정
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중국유학생들은 언어로 인한
학업성취 저하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본 연구
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국유학생들이 입국초기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어로 어려움
을 경험 한다고 하였으며 언어를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하정희, 나임순, 2008). 본 연구
심층면접에서도 8명중 대부분이 언어에 대한 사전준비를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점으
로 일치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에서는 전공수업이외의 이중 언어 수업지원이나 한국
어 보충수업을 개인차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하여 체계적인 학업지원과 중도탈락을 방
지 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중국유학생들은 소외나 무시 같은 정서적인 차별감을 지각하였는데 이것은 한국대학생
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부족과 중국인에 대한 개인 간 선호도 차이에 따른 개인-내적
차별감보다는 사회적 차별이 더 많이 지각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동기론 적인 원
인으로는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므로 개인에 대한
차별감 혹은 그러한 경험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과 비
슷한 맥락으로 보여 진다.(Crosby, 1982; Taylor, Wright & Porter, 1994). 이는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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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의 역할과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다. 따라서 학생상담서비스 및 이중언어 상담서비스의 시행의 확대와 전문화가 필요하
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 내에서도 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국유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에 대한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배타적인 태도
와 개인주의는 학교생활적응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균형 잡힌 교육적 지원을 위한
학생-교수자-학교 간의 상호협력적인 의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대처방식은 대학기관 및 교수 등의 자원 활용과
선후배 및 자조모임 참여를 통한 정보이용이 도움이 되었다. 재한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유학을 경험하였거나 중국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수자로부터 대학생활만족도는
높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김재우(2005)와 Ong(2000)는 유학
생들이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Furukawa(1997)도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정신질환의 발병율이 감소함을 보여준바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호소하는 정서적인 지지와 사회적 지지망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대별 소모임과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구축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학생 및
교수자, 선·후배와의 멘토링 시스템의 활성화와 사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대학생
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익수, 지봉구(2006)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재한중국유학생의 기업체 연계 프로그램의 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진출기업이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가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반자적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재한중국유학생의 본국으로의 귀국과 취업이 늘어나
면서 국가 간 협력의 교량적 리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국과 대학생활 만족도
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취업연계기관 및 지원의 전문화 및 언어적 지원
과 대학의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언어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자국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
해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토대로, 기업체
의 재한 유학생의 산업·문화연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기관의 맞춤형 학사 및 진로 지도서비스를 유학생들에
게 확대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며, 더불어 질적 연구 사례에 대한 다양성에 따른 차이와
이를 토대로 일반화 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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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Choi, Yun-Hee

Lee, Jeong-eun

Hanyang University Seojeong 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which affect university entrance,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qualitative study was categorized by interviewing 8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in Seoul, Korea.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1) college entrance of Chinese students were
influenced by the accessability of physical environment, family, close people, college
entrance exam in China, grades, Korean wave, low cost of living in Korea, and
exchange programs, (2) Among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were prejudice against
Chinese, social structural discrimination by cultural toadyism, stereotype to Chinese
and personal trait discrimination, (3) poor grades by language barrie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were the main reasons why Chinese students
cannot adjust to the university life in Korea and (4) accessability to university
resources and professor and information gathering through class and university social
meeting help Chinese students adjust to university in Korea. The language training
and skills significantly affect Chinese students adjustment to the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the major role of the university and policy to help Chinese student
adjust to the university and discusses implication and limitations.

Key words: Chinese students in Korea, Perceived discrimination,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Coping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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