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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문화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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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윤필규*(경운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류문화로써 한국의 전통문화인 한국춤을 경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응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2016년 9월∼2016년 6월까지 총 15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 참여관찰, 문서 자료를 수
집하였고 근거이론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류문화, 학업 실
천,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로 유학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언어소통, 문화차이, 무시와
차별, 경제부담 문제로 유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한국춤 수업을 약 1년 동안 수강하며 다양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배우게 되었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획득, 도전과 성취감, 유학생들과의 커뮤니티 형
성,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었다. 이후 한국춤 수업의 경험들이 매개
가 되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새로운 문화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춤을 비롯한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설
계하게 되었다.
« 주제어: 한류문화, 전통문화, 한국춤, 외국인 유학생, 문화적응

Ⅰ

. 서 론

최근 세계적인 K-pop 열풍은 2011년 가수 소녀시대를 비롯하여 이듬해 가수 싸이
의 ‘강남스타일’의 유튜브(You Tube) 동영상 조회 수가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는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 여러 나라로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열풍을 일으키는 현상을 ‘한류’라고 한다(김상범, 김동규,
2013). 문화체육관광부(2012)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권 57% 유학생들은 한류영향으
로 한국유학을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류열풍의 영향 및 한국의 국제적 성장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매년 꾸
* 교신저자: eun30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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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문효진, 박성현, 2012)이라 기대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2011년까지 89,537명으
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 85, 923명, 2014년에는 84,891명으로 감소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유학수지의 흑자발생, 감소하는 학령인구에 대한 대비,
국내 산업발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우수 해외인력 양성에 관한 대비를 위해 교육부
(2012)는 ‘2013년 Korea Study 2020 Project’를 시행하였고 2020년까지 20만 명의 외
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증가는 국가 간 학문연구의 교류,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와 협력 기여,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를 통한 한국 학생들의 세계 문화체험,
글로벌한 기업인재 육성의 기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낯선 환경, 한국어 공부에 대한 어려움, 강의내용 이해부족과 이로 인한 학
업 성취도 저하, 동료 간의 의사소통 부족에 인한 학교생활 침체, 진실 된 친구와의 교
류,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일부 외국인 유학
생들은 대학을 이탈하여 불법 위장취업을 하거나 불법체류의 양산, 보이스 피싱, 마약
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며(서정연, 2011) 이는 한국 유학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유학의 근본목적을 실천하지 못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연
루되는 것은 대학과 정부의 지원과 관리 부족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유학지의
낯선 문화와 문화차이의 부적응 때문이기도 하다. 한 문화의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로
이주하였을 때 문화차이로 어려움을 겪지만 적응을 하며 자신이 살던 문화의 방식과
가치관을 새로운 문화와 유사하게 바꾸며 동화되는 것을 문화적응(Berry, 2005)이라고
한다. 문화적응은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이며 외
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문제도 동일한 맥락의 사회적 문제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다문화사회로 전환과정에서 유의미한 인구를 구성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오재연, 남민우(2009)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친목할 수 있는 교류활동, 한국의 전통문화 체
험 참여, 아르바이트 및 취업 정보 등을 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 장벽과 문화차이로 인한 행동양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
법으로 학업과정과 연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김영기, 김찬석, 문송이, 박진수,
2016; 픽은희, 박재순, 2013; 한석영, 2016).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권양이, 2008; 나임순, 2006; 박현종, 정샘, 주성택, 유재충, 2010; 오세경, 김미순,
백보예바, 아이굴, 2015; 유명숙, 김남희, 2013; 윤영주, 장소영, 2016; 이익수, 2006; 주
동범, 김향화, 2013; 주휘정, 2010)들은 넓은 범위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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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된 스트레스와 초기 적응 어려움에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중 김우
석(2013), 김종호, 권순용, 이연주, 한승진(2010), 양진숙(2016), 이지연, 윤용진, 김형훈
(2014)의 연구들은 신체활동과 관련된 여가체험이 유학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국의 문화적응을 돕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로 인한 행동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경험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즐거운 놀이와 유희적 성격을 가진 한국의 문화
에 참여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배운다면 한국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유
학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고대로부터 정신의 실천적 행위 중 하나로 발생한 한국춤은 한국의 정신, 사상, 관
습을 내포하고 있고 움직임 속에서 공동체의 응집,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울 수 있
는 체험적․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
소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한국의 문화적응 어려움을 파악하고 한
류문화 콘텐츠인 한국춤을 경험하며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게 되는 과정과 요인을 규
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 한류문화로써 한국춤
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실제적 적응을 고려한 한국춤
의 교육과 그 효과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 연구방법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유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탐색하고
한류문화인 한국춤에 참여하는 과정과 그 경험을 분석하여 한국춤 참여는 유학생활
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어떠한 의미
로 작용하는지 탐색하고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case study)방법
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가. 연구 참여자의 이해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질적 연구의 표집방법 중 연구주제에 적절한 연구 참
여자를 선택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즉 Goetz와 Le Compte(1984)가
명명한 준거적 선택방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A 대학교의 국제교류센
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개설한 한류문화 프로그램 중 연구자가 담당하고 지
도하는 ‘한국춤’ 수업을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상이다.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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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춤 수업에 26주 동안 참여하였으며 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외
국인 유학생들(유학기간 2년 이상) 15명을 출신 국가나 성별에 관계없이 선정하였다.
<표 1 > 연구 참여자 개인별 특성
순번
이름
나이
1
J. D. W 22세
2
L. J. J
22세
3
P. B. H 23세
4 W. Y. H 23세
5
W. K
24세
6 T. N. T. J 23세
7 P. U. H. G 24세
8
S. S. M 25세
9 V. M. N. K 22세
10
R. A. J 25세
11
J. M
21세
12
J. N
22세
13
H. H
24세
14 S. T. S 21세
15
M. H
23세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남
남
여
여
여
여
남
여
여

한국
유학기간

2년
2년
2년
2년
2년
3년
3년
2년
2년
3년
2년
2년
3년
2년
3년

전공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
화학공학
화학공학
건축공학
정치외교학
정치외교학
경영학
경영학
건축공학
국제학
국제학
경제학
국제학
국제학

출신국가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몽골
베트남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미국
미국
캐나다
일본
일본

2. 자료 수집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2016년 6월까지 총 26주(1학기 13주,
2학기 13주)이며 자료수집은 심층면담, 참여관찰, 문서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
구에서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F. Schutze(1987)에 의해 창안된 ‘구술적 면접법’을 사용
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생활 경험 및 한국춤 경험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자
료로 수집하였다.
총 5차례의 공식적인 면담과 필요에 의해 수시로 진행된 비공식적 면담은 연구 참
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국춤 수업 장소인 A 대학교 무용실이나 교내 카페 또는
기타 약속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심층면담에 필요한 라포(rapport)는 연구자
가 한국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한국어 이해
능력 또는 표현 능력이 다소 서툰 이들을 위해 질문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
장으로 구성하였고 면담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다. 주요 면담
내용은 한국유학 선택 동기, 한국생활 적응과정, 문화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서 오
는 혼돈, 한국춤 경험에 관한 생각 등의 포괄적인 것으로 구성하였다. 녹취한 자료는
면담이 끝난 즉시 전사하였다.
면담을 통해 얻지 못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춤 참여 모습, 일상생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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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참여관찰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atton(1991)이 분류한 관찰영역 중 완
전한 참여자로서의 참여관찰 형태를 취하였다. 이 관찰의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
자의 행동을 관찰하며 관찰 상황을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한국춤 수업을 지도하고 관찰하는 과정 중 미처 관찰하지 못하는 부
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26주간의
수업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참여관찰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밖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로운 형태의 글이나 그림
등으로 작성하여 문서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서자료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시각
이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 자료이며(Merriam, 1988) 자료수집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연구문제를 기술, 분석, 해석하는데 필요하다.
3.

근

거이론을 적용한 자료분석

근거이론 분석방법은 특정 상황과 관련된 현상을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구조로 발
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 분석방법에 따라 외국
인 유학생들이 한국춤을 통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근거
이론은 신체를 지각하는 현상의 구조와 과정의 분석틀을 구성하는데 적합하여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첫째, 개방코딩(open cording)은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과 차원을 자료 안에서 발
견해 나가는 분석과정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집된 심층면담, 참여관찰, 자기 소
개서, 메모, 한국춤 수업 참여 사진이나 동영상, SNS의 기록물 등을 취합 후 정리하
여 의미있는 사건이나 경험의 상호작용을 묶어 개념화를 통해 범주를 구성하였다. 유
사한 항목을 속성에 따라 무리 지어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하위범주를 상징적으로 나
타낼 수 있는 상위범주를 구성하였다. 둘째,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open
cording)에서 분해된 자료를 재조합한다. 축코딩(axial coding)의 범주는 하위범주와
연결되어 현상에 대해 더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한다. 이 단계에서 범주간의
관계를 밝히고 설명하기 위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
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라는 근거이론의 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축코딩(axial
coding)을 통해 한국춤을 경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주요
경험과 현상의 원인 작용을 확인하였다. 셋째,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범
주(Core category)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외국인 유학생들
의 한국춤 경험과 한국의 문화적응에 대한 범주들의 관계와 변화를 통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통해 도출하였다.
4. 자료의 진실성

6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3)

질적연구의 특성상 연구의 엄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므로 Lincon-Guba(1985)
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의 질
을 관리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자료수집 이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한 후 동의한 이들에게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자가 임의로 분석한
내용을 첨부하여 e-mail, 전화통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재확인(member
check)받으며 진실한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적용성은 연구 결과가 다른 집단에
의미있고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경
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한 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심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질적연
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박사 2명과 무용학과 교수 1명에게 해석한 결과의 재검토
(peer debriefing)를 의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분석 과정
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연구자의 선입견을 유보하였다.

Ⅲ

춤 통

. 한국

을

춤 통
코딩

1. 한국

을

(개방

)

응

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응

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된

과정에 관련

과정
구조적 이해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외국인 유학생들로부터 유학생활 중 겪었던 어려움,
한국춤 경험과정,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면담자료를 면밀히 검토
하여 분석한 결과 308개의 개념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재범주화하여 18개의
하위범주와 7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여 개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해당되
는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은 다음에 제시된 <표 2>와 같다.
<표 2> 개방코딩에 의한 근거자료 범주화

패러 상위 하위
다임 범주 범주
인과
적
조건

한류
문화
한국
유학 학업
계기 실천
한국
이미지

개념어

아이돌 가수, K-pop, K-pop dance, 한국 연예인, 한국 드라마, 한국 영
화, 콘서트, 대중문화, 팬덤(fandom)문화, 슈퍼주니어, 엑소, 빅뱅, 송중
기,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세련된 패션, 명동, 인사동, 쇼핑, 비빔밥, 떡
볶이, 치맥, 삼겹살, 비빔밥, 화장품, 성형수술, 한국어
저렴한 유학비, 교환학생제도, 적응 쉬울 것, 같은 동양문화, 한국 취업,
새로운 기회, 도전
깔끔함, 친근함, 익숙함, 화려함, 잘사는 나라, 매력적인 나라, 신비한
나라, 치안 안전, 지하철, 편리한 교통, 비싼 물가, 친절, 예의, 배려, 상
냥함,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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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의
어려
움

맥락 생활
적
조건

중심
현상

한국
춤의
기대

중재
적
조건

한국
춤의
긍정
적
경험

작용
/상
호
작용
전략

한국
문화
의
이해
와
수용

한국어 실력 부족, 배우기 어려운 한국어, 존댓말, 수업 이해 어려움,
언어 말실수 걱정, 두려움, 긴장, 회피, 말 안함, 스트레스, 유학생끼리 어울
소통 림, 유머코드 다름, 향수병, 수업 방해, 억울하게 f를 맞음, 시험 정보
어려움 잘못 알음, 외로움, 대화중 오해, 포기, 줄임말, 신조어, 외래어, 알아듣
는 척, 불안감, 핵노잼, 츤데레, 대박, 남사친, 여사친, 극혐
솔직함은 좋지 않은 것, 선배문화, 윗사람, 깍듯함, 인사, 싫어도 좋은
척, 빨리 빨리, 느리면 안 됨, 우리 문화, 술자리, 술 권함, 폭탄주, 유학
문화 생 이해부족, 단일민족, 다문화국가 아님, 다른나라 지식 부족, 편견, 문
차이 화적응 강요, 나이중요, 외모중요, 성형, 돌려 말하기, 밥 먹을 때 예의,
어른보다 밥을 천천히 먹으면 안 됨,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았다 한국
인에게 혼남
영어권 출신 선호, 영어사용 유학생에게만 친절, 모국어 쓰면 피함, 같
되기 싫어함, 내 말 못 알아듣는 척, 불친절, 무례, 배타적, 비영
무시와 은여권조무시,
인종차별, 못사는 나라 무시, 소외, 자괴감, 가난한 나라, 멘
차별 토가 귀찮아함,
나 때문에 교수님에게 항의, 백인 학생만 학교 홍보모
델, 돈 벌러 한국 왔냐?, 베트콩, 쌀국수, 짜장면, 짱깨, 안 씻는다 생각
경제 비싼 물가, 아르바이트, 공부시간 부족, 밥값, 삼각김밥, 편의점, 라면,
부담 식비, 교통비, 절약, 생활비, 용돈, 한국대학생 소비형태 부담, 안어울림
홍보와 대학교의 유학생 프로그램 개설, 대학교의 유학생 센터 홍보책자, 수업
권유 들은 친구 권유, 대학교 홈페이지
유학 궁금함, 새로운 것 기대, 새로운 것 도전, 한국문화 이해, 도움이 될 것
생활의 같음, 유익한 내용, 정보획득 기대, 배우면 좋을 것, 유학생활에 도움,
도움 궁금증 해소
여가 시간 활용, 운동에 드는 비용 아낌, 여가활용 원함, 운동 시간 부족, 운
활용 동하고 싶음, 비용이 들지 않아 좋음, 춤 배우고 싶음, 운동이 될 것
도움 같음
느낌, 운동이 됨, 다리 아픔, 근육이 생김, 선생님의 예쁜
아름 건강해지는
몸이
부러움,
흘림, 다이어트, 살찌는 음식 피함, 날씬한 몸, 바른
다운 자세, 곧게 편땀을
허리,
곧게 편 어깨, 아랫배를 집어넣음, 당당한 자세, 아
몸과 름다운 몸이 되고 싶음,
거울로 계속 확인, 반복 연습, 혼자 연습, 몸이
건강 부드러워 짐
성취감, 기쁨, 뿌듯함, 기다려지는 시간, 자주하고 싶음, 즐거운
또 도전,
시간,
스트레스
순서 외우기 어려움, 신남, 재밌음, 많이 웃음, 다
다른 른 생각이 들지 해소,
않음,
걱정을 잊음, 후련함, 열정, 시원함, 힘들지만 이
나 겨냄
나라 유학생 알게 됨, 공감대 형성, 동질감, 유학생들 커뮤니티,
교류의 다른
정보공유,
유학생들과 서로 도움, 새로운 친구들, 한국 학생과 대화소
장 재, 교류, 소통,
신기해하는 한국학생들, 함께, 어울림
새로운 한국어, 새로운 한국문화, 공연관람, 아름다운 한복, 한국악기,
정보와 한국의 색깔, 한복역사, 한국음식, 한국역사, 흥, 멋, 곡선, 절제, 정중동,
지식 한, 슬픔, 신명나다, 농악, K-pop dance 보다 세련됨, 높은 문화수준,
전달 아름다운 전통, 매력, 예쁜 무용수, 부채, 소고, 장구, 북, 한삼, 탈춤, 한
국문화 관심, 한국문화 축제 경험
facebook 사진과 영상, 협동심, 우리의 중요성 이해, 말과 행동 조절,
한국 한국인 교류 자신감, 유학생 친구들 많아짐, 즐거운 학교생활, 신기하게
문화 생각하는 한국 친구들, 선후배 예의 이해, 어른의 예의 이해, 존댓말 익
적응과 숙, 머리 숙여 인사, 친구들 도움, 한국어 공부 열의, 한국어 늘음, 한국
변화 친구 생김, 명동구경, 한국어로 SNS, 한국 대학생들과 SNS 친구 맺기,
덜 외로움, 한국문화 흥미, 한국문화 재미있음
즐기기, 한국여행 계획, 경주, 안동, 전주, 북촌, 경복궁, 도자
문화 한국생활
기,
서예,
한국음식,
더 많은 문화탐방 프로그램 원함, 문화체험의 추억,
경험 좋은 기억,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음, 인터넷 정보, 책 정보, 도서관
기대 방문, 궁금한 것 물어봄,더적극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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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부담스러운 술자리, 술자리 참석 노력, 어울리려 노력, 술 대신
전략 문화 여전히
사이다,
건배, 원샷, 한국문화 수용, 문화절충, 무조건 수용 안함, 모국
과 정체성 문화도 알림,
대처 형성 국생활 자신감모국어 알려줌, 도움 요청, 애로사항 적극적으로 말함, 한
성장 진로 한국문화 경험 전달, 한국어 교사, 한국문화 전달, 한국어 수업에 활용,
의 확장
발판 토대 차별된 수업, 독특한 수업, 대학원 진학, 잠재적 역량, 한국기업 취직

춤
통
축코딩

2. 한국

경험을

임요소(

)

응

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

과정에 대한

패러

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하위범주를 연관지어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조합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
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순으로 범주들이 구조화된다.
한국춤 경험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정에 관한 맥락은 도출된 범주
와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춤을 경험한 외국인 유학생들
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상위범주, 하위범주와 주요 문제들의 관
계를 알아보고 이것을 이론화하여 제시하였다.
건

가. 인과적 조

: 한국유학의 선택과 결정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 발전의 동기나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사건이나
일이다(Strauss & Corbin, 1988). 한국춤 경험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정
에서 나타난 인과적 조건은 ‘한국유학 계기’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류문화’의 영
향, ‘학업실천’계획, 긍정적인 ‘한국의 이미지’등의 이유로 유학행로를 결정하였다.
첫째, K-pop, K-pop dance 등의 대표적인 한류문화들을 접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디어에 비춰진 한국 사람들의 생활모습, 거리, 패션, 음식 등의 다양한 문화를 동경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상적으로 그려온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학업을
실천하고자 한국 유학을 결정하였다.
둘째, 유학생활에 소요되는 학비와 생활비등의 경제적 문제는 유학지 결정의 실질
적 고민이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환학생과 장학제도로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
다. 출신국 대학교와 한국의 대학교가 체결하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장학제
도를 활용하면 등록금의 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유학비용도 한국유학을 선택한 요인이다.
셋째, 출신국가가 동양문화권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가 없더
라도 모국과 유사한 한국의 문화형태가 유학생활적응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
였다. 이와 더불어 예의바르고 친절한 한국 사람들은 유학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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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한국유학을 결정하였다.
넷째,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전공과 관련된 학문
적 지평을 넓혀 한국의 기업에 취직하길 희망하였고 한국을 새로운 기회의 나라로
인식한 것도 유학선택의 주요한 이유였다.
나.

맥락

건 예

적 조

:

상하지

못

려움 맞닥뜨림

한 어

의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놓여있는 구조적인 장을 말하며 작용/ 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이다(Strauss
& Corbin, 1990). 이 연구의 맥락적 조건은 ‘유학생활의 어려움’이며 이는 ‘언어 소통
어려움’, ‘문화차이’, ‘무시와 차별’, ‘경제 부담’등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과의 수업 내용 이해하
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며 과제나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잘 못 이해하여 학점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수업내용을 다
시 설명해주는 담당과목 교수의 친절함 때문에 한국 대학생들로부터 불만과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수업진행을 방해하고 피해를 주는 인물이라는 자
괴감을 들게 하였다. 한국 대학생들과 대화중에는 신조어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 사용
하여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언어 소통’ 문제로 발생된 경험은 한국 사람들과 대
화하는데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게 하였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국 대학생들
과의 관계형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차단하였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은 다문화국가가 아닌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타
문화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예절문화는 좋지만 선·후배 문화
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예절을 강요하거나 친목을 명분으로 하여 불
교국가 출신에게 강제적인 술자리 참석과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거부감이 드는 한
국의 문화라고 하였다. 이밖에 솔직한 생각과 표현을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는 것, ‘우
리’라는 공동체 의식 때문에 개인 활동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등의 ‘문화차
이’도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셋째, 수업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같은 조가 되어 공동과제를 부여받으면 한국 대
학생들은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 유학생 때문에 자신이 속한 조가 학점상의 불이익
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담당교수에게 항의를 한다. 반면 한국어가 서툴더라도 영어
권 출신 유학생에게는 한국 대학생들이 먼저 다가가 눈에 보일정도의 과도한 친절을
베풀며 비영어권 출신과 차별하였다. 또한, 일부 한국 대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국가 특성을 비하하여 이름대신 ‘짱깨’, ‘짜장면’, ‘베트콩’, ‘쌀국수’등으로 부르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이런 행태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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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하는 ‘무시와 차별’은 비단 학생들 관계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을 모집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정
작 대외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 참여에는 백인 유학생들에게만 홍보모델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적 모순을 보였다.
넷째, 출신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과 관련된 한국의 물
가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경제부담’을 겪는다. 한국 대학생들과 교류하고 친분을
쌓고 싶지만 함께 어울리며 식사, 커피, 술 등에 지출하는 하는 소비 형태를 따라가
기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어울리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생활비를 절약
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라면, 삼각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부
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초 되 줄

다. 중심현상 : 해결의 단

가

어

춤

한국

수업

중심현상은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심적 관념 또는 사건이다. 주
로 작용/상호작용전략 통해 조절되는 사건들이다(Strauss & Corbin, 1990). 중심현상
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나 계기가 되는 일이며 ‘한국
춤의 기대’가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춤 기대’는 대학교 내
국제교류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강의를 수강한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홍보와 권
유’,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유학생활의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 가치있는 시간
활용을 위한 ‘여가활동 도움’의 기대로 도출되었다.
첫째, A 대학교의 국제교류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반적인 관리와 도움을 주
며 유학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양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 대학교는
태권도, 한국어, 도예, 한국춤, 태권도, 택견, K-pop dance 등 한국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내의 홍보자료나
수업을 수강했던 유학생 친구들의 권유를 받아 한국춤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기회에 참여하
기를 원한다. 한국문화를 배우게 된다면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을 조금이
라도 해소할 것이라는 ‘유학생활의 도움’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었지만 글과 사진만으로 한국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실제적인 문화경험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수업, 과제, 시험 등의 바쁜 학사일정을 수행하며 대부분
의 시간을 강의실과 기숙사에서 보낸다. 캠퍼스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과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춤이나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수업에 참여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
트레스를 해소하기를 희망하는 ‘여가활동 도움’의 기대로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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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라. 중재적 조

춤

: 한국

에서

새롭게 찾

습

아가는 모

들

중재적 조건은 주어진 상황이나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주
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한다(Strauss
& Corbin, 1988).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
은 ‘한국춤의 긍정적 경험’으로 도출되었다. ‘한국춤의 긍정적 경험’은 신체적 경험과
관련된 ‘아름다운 몸과 건강’, 정신적 경험과 관련된 ‘또 다른 나’, 사회적 경험과 관
련된 ‘교류의 장’, 교육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전달’로 분류되었다.
첫째, 춤을 추는데 요구되는 바른자세와 동작의 반복연습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아름답고 건강한 신체가 되길 기대하였고 무용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확인하며 서투
른 동작과 자세를 고쳐나가며 움직임 표현을 완성해나갔다. 이와 더불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무용실에 남아 연습을 하거나 살이 덜 찌는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 조절로
‘아름다운 몸과 건강’을 위한 의식적 노력도 기울였다.
둘째, 춤사위 외우기, 춤사위 반복연습, 부채와 한삼 등의 도구 활용, 한국음악의
장단의 이해, 소고와 장구 등의 타악기 배우기 등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낯설지만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여 도전하고 어려움을 이
겨내는 자신의 모습에서 성취의 기쁨도 느꼈다.
한국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개인적 성취감의 매개(媒介)가 되기도 하였지만 춤을
함께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순서나 부족한 동작을 서로 알려주며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지애와 집단적 성취감도 느끼게도 하였다. 1주일에 한번 짧은 수업이지만
한국춤 시간은 고된 유학생활에 웃음과 여유를 주는 기제(機制)가 되었고 유학생들은
한국춤을 통해 도전, 극복, 성취의 순환 과정을 반복하며 ‘또 다른 나’를 발견하였다.
셋째, 출신국가가 서로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한국춤을 배우는 시간은 ‘교
류의 장(場)’이 된다. ‘유학’이라는 공통목표를 실현하고 있지만 전공, 출신국, 유학기
간의 차이에 따라 함께 모이거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교류와 친교를 형
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한국어가 서툴더라도 신체활동이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 서로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한국춤 수업에서 친교를 형성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community)를
구성하여 유학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넷째, A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진행된 한국춤 수업은 기능과 기법중
심이 아닌 문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영상감상, 한국춤
에 사용되는 타악기 배우기, 한복 입어보기, 공연장에 방문하여 전문무용수들의 한국
춤 공연 감상, 학기말 소규모 한국춤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
은 약 26주간의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한국춤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된다. 이와 함께 ‘흥(興)’, ‘멋’, ‘절제’, ‘정중동(靜中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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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춤에 내재된 고유한 정서와 미적체험을 하며 한국어의 전통적 의미와 그 안
에 담긴 삶의 철학적 의미를 학습하기도 한다.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춤을 K-pop dance로만 알고 있었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민족역사와 함께 생성하고 발전한 한국춤이 품격있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내
재한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 호

마. 작용 상

극 좁혀

작용전략 : 서로의 간

을

가다.

작용/상호작용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고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반응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0). 다시 말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심현상인
한국문화적응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실제 행동들을 말한다. 이 연구의 작용
/상호작용 전략은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이며 이것은 다시 ‘한국문화 적응과 변화’,
‘문화경험 기대’ 로 분류되었다.
첫째,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모습
을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수용하려했던 ‘문화차이’의 혼돈과 충돌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실증적(positive)
이해가 높아지며 한국문화에 점차 적응하였다. 또한, 한국춤 수업에 참여하는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한국 대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게 되었고 이를 계
기로 한국인과 대화하기 두려웠던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여전히 서툴지만 한국어
사용에 흥미를 느끼고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의도 갖게 되었다. 일부 외국인 유학생
들은 가까워진 한국 대학생들의 안내로 명동이나 홍대와 같인 또래의 한국 젊은이들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유학생활의 즐거움과 여유를 찾았다.
둘째, 한국춤을 배우며 깨달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어울
림, 한국춤을 매개(媒介)로 간극(間隙)을 좁혀간 한국 친구들, 문화의 차이와 충돌 속
에서 형성된 문화정체성, 한국생활을 위한 대처와 전략 등의 연결고리는 유학생활에
변화를 주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전통문화와 고유한 특성에
매료되어 인터넷 자료 검색, 교내 도서관의 자료 검색 및 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노력
을 기울이며 한국의 모습을 보다 깊이 알고자 했다. 또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경주,
안동, 전주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의 여행을 계획하여 한국을 배
우려는 새로운 ‘한국문화 경험 기대’를 갖고 있었다.
바

. 결과 : 전략적인 문화정체성 생성과 도전

근거이론의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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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6). 한국
춤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전략과 대처’, ‘성
장의 발판’이며 이것은 ‘문화정체성 형성’과 ‘진로확장 토대’로 분류되었다.
첫째,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습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초기 유학생
활 당시 문화차이로 발생된 문화충돌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대처방안을 수립하였
다. 한국적 대인관계 형성의 주요 공간인 ‘술자리 문화’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는 있지만 술잔 대신 ‘사이다 잔’을 드는 나름의 전략으로 출신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관은 유지하는 동시에 술자리를 통한 친목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문화차이로 인
한 편견과 오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모국의 언어나 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정보를
한국 대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전략행동도 취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
은 한국과 모국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와 공존 속에서 ‘수용’, ‘전략’, ‘대처’라는 순
환적 상호작용을 거치며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림 1〕한국춤 경험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정 패러다임 모형
둘째, 한국생활의 다양한 경험들은 유학초기에 느낀 실망감을 희석하는 요소가 되
는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진로목표설정의 기반도 되었다. 한국어 강사의 진로 목
표를 갖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모국에 돌아가 한국춤 수업 및 그와 관련한 학습

62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3)

경험과 지식들을 한국어 수업 구성에 반영하여 자신만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한국어
수업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설정하였다.
또한, 모국과 한국의 이중문화 혼돈 속에서 나름의 적응방식과 전략으로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생성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부과정을 마친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
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공분야의 학문적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와 모국어를 사용하
는 이중언어 장점을 활용한 잠재적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여 한국기업에 취업하
기를 희망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춤과 비롯된 한국생활의 축적된 경험
들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활용하는 ‘진로확장 토대’로 기대하고 있었다.

춤

3. 한국
가. 결과 :

경험을

통

응

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

출된

과정에서 도

의미

핵 범
심

주(Core Category)

핵심범주는 이 연구의 중심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
지며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핵심적 단어로 표현하여 모든범
주를 통합하여 정교하게 만든다(Strauss & Corbin, 1996). 이 연구의 핵심범주는 ‘한
국춤을 경험하여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한 새로운 문화정체성형성으로 한국생활적응
하기’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춤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모국의 문화
적 가치관은 지키되 한국의 문화는 절충하여 수용하는 전략적 태도를 취하며 유학생
활에 적응해 나갔다.
나. 이야기

윤곽

의 전개(Story Line)

이야기 윤곽은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연관시켜 상호관련성을 확인한 후 기술하
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6).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유학생활을 시작하지만 예
상하지 못한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춤 수업에 참여한다면 한국의 문화를 이해
하고 지식을 넓혀 유학생활에서 발생되는 문화차이와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
를 갖고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춤을 배우는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고 한국춤의 어려운 순서와 동작을 배우며 도전과 성취
감을 느낀다. 한국춤 수업에서 만난 외국인 유학생들과는 유학생활의 동반자로 도움
을 주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
국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이질감을 상쇄하고 한국의 문화에 점차 적응하였다.
한국춤 경험을 통한 한국문화의 이해, 수용, 적응과정은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자신만의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유학생활과 한국문화의 경험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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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기반으로 미래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다. 가설적 관계진술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범주화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춤 참여 기대감’에 관한 패러다
임을 구성하는데 있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통해서 가설적 관계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른 가설적 관계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문화경험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2)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 한국춤은 이론적 지식습득보다 한국의 문화를 쉽게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한국문화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
게 할 것이다.
(4)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문화교육은 한국의 전통문화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한류문화의 폭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은 국내에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Ⅳ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춤을 경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탐색
하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국문화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방적인 한국문화의 수용
강요로 한국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며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 유학생들
에게 한국춤 참여의 의미는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제공과 문화차이의 이질감을 해결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한국춤 기대’라는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들
은 한국춤 수업의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 수용, 적응하며 성공
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나름의 전략을 거쳐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춤과 같은 문화경험교육은 실질적 지식을 수월하고 습
득하고 문화적응의 기제가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문화경험만으로 성공적인 유
학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
차이와 충돌을 극복하고 문화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제시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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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도 좋지만 문화적
이해관계에서는 한쪽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용을 강요당하는 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될 때는 문화적 차이를 가진 타자를 이성적이고 정서적으로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이병준, 2007)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대
학생들의 원만한 교류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 특성을 한국
대학생들도 경험하도록 하여 상호간의 문화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유학생의 날’과 같은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모국의 문화
를 한국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문
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의 이벤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일
회성의 행사 참여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모국문화
와의 충돌을 해소 및 절충하여 내면화(內面化)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안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과목
으로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출신국가
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큰 범주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해
하려는 경향이 크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특하고 개별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
하지 않는다면 문화적응과정에 혼란과 갈등을 더욱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국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수반되어 각 나라의 개별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한국을 알리는 한류문화는 K-pop과 K-pop Dance가 대표적이고 주류를 이
루고 있다. 문화는 그 시대를 반영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하기도 하고 소멸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오랜시간 동안 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고 전승되는 것이다.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K-pop과 K-pop Dance도 훌
륭한 문화적 자산이지만 한국 전통문화에 담긴 미적 가치를 함양한 한류문화 콘텐츠
를 발굴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류문화 콘텐츠를 활용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응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 관리하는 대학교 교내 기관은 유학생지원센터,
국제교류선터 등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동일하다. 담당 교직원
들은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고 있지만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
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
서 도와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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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국 대학생들이나 유학기간이 오래되었고 원만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외
국인 유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1:1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을 운영하여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유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멘토로 지정한다면 유학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실질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본인의 학업과정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한국문화 부적응을 탓하기보다는 한국 대학교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긍정적 경험을 통해 성공적
인 유학생활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의 감소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연구는 외국
인 유학생들의 유학생활 적응방안 모색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정이 한국춤을 토대로 이루어졌지만 추후의 연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교육이나 전통문화경험들과 유학생활 및
문화적응의 과정에 관하여 연구한다면 전통문화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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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ltural Adaptation Process of Foreign Students
through Korean Wave Culture: focused on Korean Dance

Kim Jea-Eun · Yoon Pil-Kyu(Kyungwoon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cultural adaptation process of foreign
students that experienced the Korean dance, an element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as
part of Korean Wave culture. The subjects include total 15 foreign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m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 observation, and
documentation and then analyzed in the ground theory methodology. The foreign
students decided to study in South Korea for the Korean Wave culture, practice of
learning, and positive images of South Korea. They, however, faced a lot of difficulties
with their life in the nation as foreign students due to language barriers, cultural
differences, disregard and discrimination, and economic issues. After taking a Korean
dance course to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for about a year, they got to learn the
various aspects of the nation, acquire physical health, fulfill a challenging and
achievement spirit, form a community with fellow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the
nation, and obtain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the Korean culture. They
understood and adjusted themselves to the Korean culture and formed new cultural
identity through the medium of experiences with the Korean dance classes. In addition,
they planned and designed their careers based on the diverse experiences they had in
the nation including the Korean dance.
Key words : Korean wave culture, traditional culture, Korean dance,
foreign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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