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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Internet Addi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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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umber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blems of students' life and academic 
achievement has appeared obviously. Utilizing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and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nese students' life and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A questionnaire-type survey was conducted on 350 Chinese college students in Daegu.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sed time on internet games, chat and on-line TV differs from gender, the duration of internet games 

and their academic performance.
Seco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Korean abi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in the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hird, Chinese college students in Korea are more addicted in the internet than Korean or Chinese college students 

at their own country.
Fourth, the longer playing online game, the longer watching online TV, the less communicating with the Koreans, 

and the less satisfying with non -study related activities, the more Chinese college students of studying in Korea are 
addicted in the internet.

Keywords: Chinese students in Korea for studying, life satisfaction of studying abroad, internet addiction, internet 
use

Ⅰ. 서  론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중국 유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orea Immigration 
Service(2013)가 조사한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2년 6
월 30일 현재 국내 외국인은 1,392,167명이고 중국인

은 690,055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한

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이 

70.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생

활과 학업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그만큼 드러나고 

있다. 유학생들은 문화차이, 언어장벽, 생활환경 적응에 

개인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그들의 교육

환경 내에서 학업요구에 의한 억압, 언어의 장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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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studying abroad training for Korean sub-

total
total

Chinese Korean-Chinese Chinese Korean-Chinese

2010
M 23,856 1,166 6,781 175 31,978

66,635
F 27,157 1,420 5,882 198 34,657

2011
M 22,362 1,925 7,921 120 31,328

65,272
F 26,209 1,063 6,568 104 33,944

2012
M 19,738 681 7,605 52 28,076

59,304
F 24,135 725 6,320 48 31,228

source: Korea Immigration Service(2011, 2012, 2013)

<Table1> Foreign Students from China and Korean-Chinese 

적인 불안, 문화갈등 또는 가치 갈등, 향수병, 고정관

념, 편견, 차별과 같은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Lewthwaite, 1996).
  한국으로 온 중국 유학생들은 주로 대학생들 이상이며, 
이들이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유학생활에 대

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 & 
Kang, 2010; Zhang, 2009).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활에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국대학의 국제

화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중국 유학생들의 생활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인터넷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 사용자들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3)의 인터넷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이상의 연령층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특

히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률은 99.9%에 이른다. 유학생들 

역시 대학생이고, 유학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려움

을 스스로 통제해 나가야 하므로 인터넷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Li, 2010; Xu et al., 2001).
  한국은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된 국가로서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

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교는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사용 환경은 중국인 학생에게 자국에 있을 때

보다 더 인터넷에 탐닉하도록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

된다. 특히 유학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인터넷환경은 중국인 학생에게 자

국에 있을 때보다 더 인터넷에 탐닉하도록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유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유학생활 만족도와 연결하여 

살펴본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

구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터넷 사용 실태와 일반적 특성

에 따라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생활 만족도와 인터넷 

중독 정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둘째, 유학생활 만

족도와 인터넷 중독 정도의 관계는 어떤지를 알아본다. 
셋째,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에 유학중인 대학생들 중 최대 집단인 중

국 유학생들로 한정하여 유학생활 만족도와 인터넷 중

독자 간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중국 유학생들의 한

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이해하고, 유학 생활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1. 중국 유학생의 현황

  21세기는 정치, 경제, 사회뿐 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

서도 국제화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학생들이 2010년

에는 약 310만 명이며 2025년경에는 720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Yoo, 201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유학

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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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

구 또는 연수하는 것’이다(Yoo, 2005). 본 연구는 이 

정의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하였다.
  Korea Immigration Service(2011, 2012, 2013)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2년 중국 유학생은 중국인과 한

국계 중국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어 연수를 포함하여 

59,304명으로 2010년 이후 감소추이를 보인다. 또 전

체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은 2010년 76.1%에서 

2012년 70.0%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2/3를 상

회하고 있다. 

2. 중국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Neugarten 
et al.(as cited in Diener, 1984)은 생활만족을 다차원

의 개념으로 일상생활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

신의 생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자신의 목적을 성

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

치가 있다고 여기며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즉 

심리적, 주관적 행복감이란 정의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으로 구별된다. 
  한국으로 온 중국 유학생들은 주로 대학생들 이상이

며, 이들이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부

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a & Kang, 2010; 
Zhang, 2009). Ha(2008)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학생

들은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

다는 것, 한국인 친구가 없는 것, 고향에 대한 향수, 
고독감, 생활비 부족, 한국어와 영어 능력 문제, 정서

적 지지가 없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적응 

초기를 벗어나 유학 생활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문화

적인 부분, 학업적인의 문제에서는 호전을 보인 반면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등에는 지속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중국인 친구들과 관

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한국인 친구의 

부재, 언어장벽, 정서적 융합의 문제로 한국인과는 원

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대학생들은 입학 후 친구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서뿐만 아니라 대학의 독특한 요소인 동아리나 학생회 

등 학업 외의 활동을 통해 학교 내에서 다양한 대인관

계를 맺는다. 그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운동 등의 

관심분야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밖으로까지 다양한 대인

관계의 폭을 넓혀 나간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언어장벽

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가활동

의 참여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Gabriel(1998)
은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일반

적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무료함’을 느끼고 생활에 적

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아인식과 생활행복감이 

비교적 낮다고 하였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유학 생활 만족에 있어서 개인 차이가 나

타난다고 보여진다.

3.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사용이 지나쳐서 사용자들

의 일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신체적, 경제적, 직업적, 사

회 적응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한다(Kang & Han, 2005). Goldberg(1996)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Young(1996)
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을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고 명명하였다.
  인터넷 중독 장애는 Goldberg(1996)에 의해 ‘병리

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 이라고 정식으로 정의되

었다. 인터넷 중독은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

로 인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며 경우에 따라

서는 우울증, 사회적 고립, 충동 조절 장애와 약물 남

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일컫는다. 인터넷 중

독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인터넷에 지나친 의존으로 심

리적·생리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3)의 자료

에 의하면 한국 만3세 이상 인구의 77.2%(36,580천

명)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20대의 99.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의 인터넷 사용률이 99.9%에 달

한다. 대학생활은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학생들의 생활영역 곳곳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사소통 활동의 중심 통로가 되고 있다(Choi, 2011).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실태는 중국에서도 비슷한 양

상을 보인다.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2011)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중국 청소년 인

터넷 사용자 수는 2.12억 명으로 인터넷 사용률이 

60.1%이다. 대학생은 인터넷 사용률이 100%로, 인터

넷 사용자의 25.2%가 주당 20시간, 사용자의 9.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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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0시간이상 이용하며, 주당 평균 인터넷 사용 시

간은 16.8시간으로 나타났다.
  Shin(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349명의 대학생

들 중 고위험 사용자군은 2%, 잠재적 위험 사용자 Ⅱ

군은 12.9%, 잠재적 위험 사용자 Ⅰ군은 75.6%, 그리

고 일반사용자 군은 9.5%로 나타났다. 중국 남경농업

대학 SRT 연구에서 375명의 대학생들을 조사해 본 

결과, 중독자는 전체의 2.1%인 8명, 초기중독자는 전

체의 28.2%인 106명, 비중독자는 전체의 29.7%인 

262명으로 나타났다(Wang, 2006). 
  Choi(2007)의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여학생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Kim(2006)의 연구에 의하면 

남녀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목적,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독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생들 중 인터넷 중독자들을 인터넷 게임, 채팅,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가상관계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는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ark, 2005). 실제로 대면적 접촉의 부재 때문에 현실

생활의 대인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개인일수록 인터넷

을 지나치게 탐닉한다. Choi & Ha(2011)의 연구에서

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을수록 인터넷 사용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며,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인

터넷 의존성, 대인관계 및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 의존성이 클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며,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

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관련 구성요소인 학습효과, 학습만족, 학습태도

가 인터넷 중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인터넷 중독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Yoo et al, 
2009). Kim & Lee(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스

트레스 요인들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정생활 스트레

스, 학교생활 스트레스 등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

레스를 받고 있다.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 불쾌함에 대한 정도를 강하게 느낄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Nam, 2009).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생활 적응, 대인

관계,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

치며, 특히 중국 유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연구문제1: 중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어떠하

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사용실태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중국 유학생들의 일반적 특성별에 따라 유

학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중국 유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유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중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유의표집방식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구지역 내에 K, Y, 
다른 K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작성된 설문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본 연구는 2011년 4월 30일부터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하고, 본 조사는 6월 6일∼7월 5일

까지 약 30일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400부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 376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

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350부를 최

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3. 조사도구의 구성

  유학생활 만족도 척도는 Lui(2008)의 연구를 바탕으

로 총 12개, 인터넷 사용 실태 척도는 Park(2005), 
Kang (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인터넷 사용 시간, 
주요 사용 목적, 인터넷 게임, 채팅, 커뮤니티 및 온라

인TV의 사용 시간에 관한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학생활 만족도는 유학생의 학업, 여가, 주거환경, 생

활비 등 부대환경과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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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frequency %

sex
male 172 49.1

female 178 50.9

duration of staying 
Korea

under 2 years 167 47.7

over 2 years 183 52.3

Korean ability

beginner 65 18.5

middle 212 60.6

fluent 73 20.9

grade

under C 74 21.1

 average B 206 58.9

average A 70 20.0

housing
dormitory 193 55.1

non-dormitory 157 44.9

disposable income

under 300,000 won 154 44.0

300,000-600,000 163 46.6

over 600,000 33 9.4

total 350 1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Person, %)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인터넷 중독여부는 Young 
(1996)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 인터넷 중독 수준을 80점 이상이

면 인터넷 중독자, 50점∼79점은 인터넷 사용으로 일

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약간 중독자, 50점 이하는 일반

적인 인터넷 사용자로 구분했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

원에서 인터넷 중독자를 고위험군 사용자, 잠재적 위험 

사용자, 일반 이용자로 구분한 것을 참고하였다. 유학

생활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의 α는 .803, 인

터넷 중독 척도의 신뢰도 Cronbach의 α는 .88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 조사결과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빈도 분석,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OVA), T-test, 요인분석과 

위계적 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중국 유학생의 인터넷 사용 실태에 대한 분석

1) 인터넷 사용 시간 

  조사대상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의 총 인터넷 사

용 시간, 게임, 채팅, 온라인 TV, 커뮤니티 활동에 하

루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를 자기

기입식으로 기입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3>
와 같다. 



6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3권 3호 2014

- 562 -

self-reported total internet use game chatting online TV community

M 5.22 1.73 2.21 2.16 1.24

SD 2.92 2.55 2.16 1.62 1.59

<Table 3> Internet Use per day
(hour/day)

classified
sex grade

male female under C B A

game
M 2.34 1.15 3.00 a 1.42  ab 1.30 b

t or F 4.497*** 12.448***

chat
M 1.98(1.49) 2.44 2.38 2.23 1.99

t -2.045** .609

online TV
M 1.83 2.49 2.15 2.21 2.04

t -3.914** .275

community
M 1.23 1.25 1.30 1.17 1.37

t -.086 .457

<Table 4> Internet Use by Sex and Grade

  ** p < .01  *** p < .001.

  중국 유학생이 보고한 하루 평균 인터넷 총 사용 시

간은 5.22시간이며, 평균 게임시간은 1.73시간이고, 채

팅시간은 2.21시간이고, 온라인 TV시간은 2.16시간이

고, 커뮤니티시간은 1.24시간이다. 각 영역의 시간을 

합한 7.34시간과 그들이 자기기입식으로 보고한 총 인

터넷시간은 5.22시간으로 인지하는 소요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를 보였다.
  Kim & Lee(2011)의 한국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실

태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3시간, 업무와 학업 외 인터

넷 사용은 평균 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보다는 남

자 대학생의 사용 시간이 더 길었다. 이 결과와 비교

하면 한국 대학생들보다 중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더 긴 것을 볼 수 있다.

2)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시간의 차이

  중국 유학생의 성별, 체류기간, 거주형태, 한국어 능

력, 학교성적에 따른 게임, 채팅, 온라인 TV, 커뮤니티 

사용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했으며, 이 중 통계적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

별과 학교성적에 따른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검증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듯이, 성별 간에는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게임사용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1) 길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채팅과 온라인 TV
기능의 사용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1) 긴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기능의 사용 시간에는 남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성적에 따라서 게임 기능의 사용 시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p < .001) 차이를 보였는데, A, B학점 

학생이 평균 C학점 이하인 학생에 비해 인터넷 게임 

시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 및 거주형태, 한국어 능력에 따라서는 이 

네 가지 기능의 사용 시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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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M SD t ro F

sex
male 35.99 6.27

-2.128*

female 37.30 5.21

duration of 
staying

under 2 years 36.45 6.04
-.634

over 2 years 36.84 5.55

housing
dormitory 36.74 5.82

.310
non dormitory 36.55 5.75

Korean ability

beginner 35.49 a 6.91

9.543***middle 36.14 ab 5.33

fluent 39.18 b 5.28

grade

under C 36.65 a 6.82

15.072***B 36.33 a 5.20

A 39.57 b 5.17

*p < .05  *** p < .00 , Scheffe test

<Table 5> Difference in the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max=60)

2. 중국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 분석

  중국 유학생의 성별, 체류기간 및 거주형태, 한국어 

실력, 학교성적에 따른 유학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5>과 같다.
  중국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는 체류기간 및 거주

형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학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5) 낮았다. 한국어 실력과 학교성적에 

따라 중국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p < .001)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실력이 초급인 

학생이 중급인 학생에 비해, 중급인 학생이 고급인 학

생에 비해 유학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C학점이하인 학생이 A, B학점인 

학생에 비해 유학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한국

어능력, 학교성적, 유학생활 만족도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영국에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언어실력, 학교성적에 따라 유학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Lui(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3. 중국 유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대한 일반적 

분석

  인터넷 중독 정도는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위험 사

용자, 잠재적 위험사용자, 일반사용자로 구분하여, 인터

넷 중독자를 고위험사용자와 잠재적 위험 사용자를 포

함하여 구분하였으나, 한국대학생과 중국대학생의 인터

넷 중독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80점 

이상을 인터넷 중독, 50점∼79점에 해당하는 유학생은 

중독은 아니지만 인터넷 사용에 있어 일상생활에 문제

가 있는 수준으로 약간 중독, 50점 이하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로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3집단의 

현황은 <Table 6>와 같다. 
  중국 유학생은 인터넷 중독으로 판정될 수 있는 학

생은 전체 학생 수의 2.6%에 불과하지만 약간 중독인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

히 크다. 또한 50점 이하인 일반 사용자의 경우도 평

균이 42.11로 중독정도가 상당하다. 이를 한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연구(Shin, 2008)는 중독

자의 비율이 2.6%, 중국 대학생은 2.1%(Wang, 2006)
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중독자의 비율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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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frequencies % M SD

general user 201 57.4 42.11 5.072

potentially addicted 140 40.0 57.39 7.873

addicetd 9 2.6 81.22 1.302

total 350 100 49.23 11.03

<Table 6>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max=100)

classified M SD t or F

sex
male 50.95 11.57

2.910**

female 47.56 10.25

duration of 
staying

under 2 years 48.53 11.50
-1.132

over 2 years 49.86 10.59

housing
dormitory 49.15 11.31

-.132
non dormitory 49.31 10.72

Korean ability

beginner 52.42 b 13.39

4.579*middle 49.08 b 10.54

fluent 46.81 a 9.48

grade

under C 53.32 b 11.98

7.098**B 48.47 ab 10.48

A 47.13 a 10.66

satisfying with 
studying abroad

very unsatisfied 72.25 c 6.02

20.051***
little unsatisfied 52.60 b 12.43

little satisfied 46.25 a 8.50

very satisfied 46.27 a 11.15

** p < .01  *** p < .001  Scheffe- test

<Table 7> Differences in Internet Addiction 
(max=100)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약간 중독의 비중이 40%로 중

국 대학생(Wang, 2006)의 28.2%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중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유학생의 성별, 체류기간 및 거주형태, 한국어 

실력 및 학교성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 중독점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p < .01)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기

간과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인터넷 중독점수에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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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1 
 relationship with 

Korean

factor 2
activities not related 

studying

factor3
activities related 

studying

relationship with Korean students .774 .133 .127

communication with Korean .734 .001 .194

existing familiar Korean friends .677 .089 .248

satisfying with housing .017 .750 .122

satisfying with costs of living .176 .743 .267

leisure -.022 .550 .093

interests in studying abroad .475 .535 -.138

voluntary studying abroad .477 .510 -.315

satisfaction withf state of study .009 .120 .719

counselling with professor .493 .022 .643

understanding class .351 .200 .595

eigenvalue 2.47 2.36 1.92

total variance 20.60 19.63 16.02

cumulative variance 20.60 40.23 56.25

<Table 8> Factor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한국어 실력 및 학교성적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정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5) 차이를 보였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한국어 실력이 초급인 학생이 고급인 

학생에 비해 인터넷 중독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

평점이 C학점이하인 학생이 B학점인 학생에 비해, B
학점인 학생이 A학점인 학생에 비해 인터넷 중독점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중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u(2007)의 연구에서도 학업수준별 인터넷 중독의 차

이는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중국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01) 차이가 나타났다.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

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인 집단은 인터넷 중독 점수가 72.25로 

거의 중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생활 만족수준별로 인터넷 중독 정도를 Scheffe 

사후검증한 결과는 매우 불만족인 집단이 약간 불만족

인 집단에 비해, 약간 불만족인 집단이 비교적 만족인 

집단과 매우 만족인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4.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중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성별(남성=1, 여성

=0), 거주형태(기숙사=1, 기숙사 외=0)는 더미변수화 

처리하였다. 이 중 유학생활 만족도는 총 12문항을 주

성분 분석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eigen value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12문항 중 학교활

동참여 문항은 요인2와 요인3 양 쪽에 걸쳐있어 제외

하였다. 이 요인들은 Lui(2008)을 참조하여, 각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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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hierarchy 1 hierarchy 2 hierarchy 3

B(β) B(β) B(β)

male**** 2.701(.123*) 1.964(.089) 1.360(.062)

duration of staying 2.439(.111*) 1.410(.064) 1.158(.052)

dormitory**** 1.065(.048) .663(.030) .257(.012)

Korean ability -2.973(-.169**) -2.450(-.140*) -1.683(-.096)

grade -1.897(-.110*) -.840(-.049) -.003(-.000)

game 1.486(.343***) 1.396(.322***)

chatting -.163(-.032) -.088(-.017)

online TV 1.155(.170**) 1.011(.149**)

community .282(.041) .265(.038)

relationship with Korean -2.343(-.212***)

activities not related studying -1.930(-.175***)

activities related studying -.407(-.037)

R2 .073 .216 .285

ADJ R2 .059 .196 .260

R2 change .059 .137 .064

F 5.409*** 15.549*** 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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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Relative Influences to Internet Addiction of Chinese Student in Korea

인과의 교류요인, 학업 외 요인, 학업요인으로 명명하

였다. 세 요인이 유학생활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56.25%를 차지하고 있다.
  1차 위계적 회귀분석은 중국 유학생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등의 개인적 특성 변수를, 2차 위계적 회귀분석

은 개인적 특성에다 인터넷 사용 시간 변수를, 3차 위

계적 회귀분석에는 2차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다 유학

생활 만족도 요인들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위계적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 유학생 인터

넷 중독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각 단

계별로 알아보았다. 1단계로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한

국어 실력이 낮을수록(β=-.169 p < .01), 남학생이(β

=.123 p < .05), 체류기간이 길수록(β=.111 p < .05), 
학교성적이 낮을수록(β=-.110 p<.05) 인터넷 중독 정

도가 심하였다. 이 개인적 특성변인이 전체 변량의 

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체류기간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니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인터넷 사용의 게임시간, 채팅시간, 온라

인TV시간, 커뮤니티시간 등 요인을 투입하면 설명변량

은 19.6%이며 인터넷 사용 각 시간 요인의 순수 설명

변량은 13.7%로 가장 인터넷 중독에 상대적인 영향력

이 컸다. 2단계에서 일반적 특성 중에서 남학생, 체류

기간, 학교성적의 통계적 유의상은 사라지고 한국어 실

력의 영향력(β=-.140 p < .05)만 살아남았다. 2단계 회

귀분석 결과 게임시간이 길수록(β=.343 p < .001),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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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TV를 많이 볼수록(β=.170 p < .01), 한국어 실력

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유학생활 만족도의 각 하위요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

는 변수들의 총 설명변량이 26.0%였으며, 유학생활 만

족도 변수의 설명력은 6.4%였다. 게임시간(β=.322 p
< .001)이 길수록, 한국인과의 교류에 만족하지 못할수

록(β=-.212 p < .001), 학업 외의 활동에 만족도가 낮

을수록 (β=-.175 p < .001), 온라인TV시청을 오래할수

록(β=.149 p < .01)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Choi & Ha(2011)의 연구에서 대인관

계에 문제가 많을수록 인터넷 이용에 대한 과도한 집

착으로 인터넷 중독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며, Choi(2007)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일

반적인 특성과 유학생활 만족도 수준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대학생의 인

터넷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6)의 인터

넷 중독 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재한 중국 유학생의 

인터넷 중독의 정도는 어떠하며, 이것은 유학생활 만족

도와 어떻게 관련되는 지, 인터넷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중국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연

구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중국 유학생들의 일반적 특

성별 유학생활 만족도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셋

째, 중국 유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유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넷째, 
중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를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하였

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에 성별에 따라 

게임, 채팅, 온라인 TV 등의 사용 시간의 차이를 보였

다. 게임시간은 남학생이 더 길고, 채팅시간과 온라인 

TV 시청시간은 여학생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게임시간이 길수록 학교성적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 한국어 실력, 학교 성적에 따라 중국 유

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학생활 만족도가 더 높고, 한국

어 실력과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유학생활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났다. 체류기간과 거주형태에 따른 유학생활 만

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유학생은 인터넷 중독으로 판정될 수 있

는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2.6%에 불과하지만 약간 중

독으로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의 비율이 

40%로 상당히 크다. 한국 대학생은 중독자가 2%(Shin, 
2008), 중국 대학생들 중 중독자는 2.1%(Wang, 2006)
로 세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약간 중독자를 포함

하면 중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한국이나 중

국 대학생의 그것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이, 한국어능력과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았고, 유학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인터

넷 중독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Choi, 2007)과 중국(Yu, 2007)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넷째, 중국 유학생은 게임시간이 길고 한국인과의 

교류 만족도가 낮고 학업 외에 기타활동에 대한 만족

도가 낮으며 온라인TV를 많이 볼 때 인터넷 중독정도

가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학

교생활 적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생활 만족도는 극히 중

간에 머물고 있으며, 유학생활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았다. 중국 유학생들을 적극적으

로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의 대학에서는 중국 유학생들

의 생활 그 중에서도 게임, 온라인 TV를 통한 인터넷 

중독에 더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인과의 

교류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국유학생들

의 언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

안이기도 하지만, 한국대학생들에게도 중국언어의 습득

이나 중국문화의 이해, 관시(關係)를 중요시하는 중국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학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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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총학 차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을 제안한다.
  셋째, 주거환경, 생활비,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

여, 여가 등 학업이 아닌 생활의 편의성이나 여가시간 

활용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유학생들에게 학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그

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보와 기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가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제한

되어 있고, 중국 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학생들 전체에게 일반화를 하는 데 조심스럽지만 추

후 한국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유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유학생활 만족도에 대해 추후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2010). 
2010 internet use of chinese adolescent, 
Retrieved April 30, 2014, from 
http://www1.cnnic.cn/IDR/Basic Data/index.htm

Choi, E. K. (2007). Influences of internet addiction and  
impulsiveness on adjustment in college, master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Choi, H. S. & Ha, J. C. (2011). A Study on the factors 
inducing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3), 437–448.

Choi, O. Y. (2011). The effects of self-control training 
program on relief of online game addiction level, 
aggression, and impulsivity of college students 
with online game addiction,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Gabrieal, M. A. (1988). “Boredom: exploration o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163, 156-164.

Gold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Retrieved May 29, 2011, from http:// 
w w w . r i d e r . e d u / u s e r s 
/suler/psycyber/supportgp.html

Ha, J. H. (2008). A qualitative study on life adoption of 
Chines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20(2), 473-496.

Kang, C. B.. (2004). A study of the present state of 
affairs in the internet addiction and considering 
the counter plans – the subjects of student at 
Andong science college, master thesis, Dongguk 
University.

Kang, S. K. & Han, S. H. (2005). The effect of 
adolescents’ hyperactivity and interpersonal 
relatiohships on the internet addiction : 
focusing on college Student of DaeJeon and 
Chungnam area,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7(1), 111-128.

Kim, J. Y. & Lee, S. J.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tr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12(3), 243-250.

Kim, M. S. (2006). A study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aegu Hanny 
University students counselling center, 11, 1-31.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1. 2012. 2013), 
Report on the foreign students, Retrieved April 
29, 2014, from http://www.moj.go.kr/HP/ 
IMM/imm_06/imm _606010.jsp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3). 2013 
Internet users, Retrieved April 30, 2014, from 
http://www.kisa.or.kr/main.jsp

Lewthwaite, M. (1996). A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perspectives on cross-cultural ada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19, 167-185.

Li, Y. L. (2010). Internet Addiction of foreign 
students in Canada, search at 5/14/2011, 
http://209.97.194.70/SMPApp/design/category.jsp 

Lui, W. (2008).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cultural adoption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English high school, 
master’s thesis, FuJian college of education, 



중국 유학생의 유학생활 만족도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11

- 569 -

FuJian.
Nam, C. Y.. (2009).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related variables, J. of Adolescent 
Welfare, 11(1), 121-140.

Neugarten, B., Havighurst, R. & Tobbin,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43-152. in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Park, J. H. (2005).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ommunication discomfort on internet use of 
college student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Ra, D. S. & Kang, S. H. (2010). A study on the cultural 
adjustment competence by their acculturative 
stress -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 Journal of Youth Research, 17(7), 
21-46.

Shin. J. S. (2008). Internet addiction and 
communication disorder of college students. 
master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Wang, H. P. (2006). Interent use of college students: 
JiangSu, NanJing area, NanJing SRT project 
(0610A57), 5, 17-69.

Xu, X., Lin, L. & Xi, T. (2001). Path analysis of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hinese mentorship, 10, 119-149.
Yoo, B. H., Kim, S. M., Baek, H. G. & Kang, J. H. 

(2009). Impact of internet addiction on school life 
adaptation, Journal of Digital Policy. 7(2), 71-81.

Yoo, J. H.. (200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value orientation of young students studying 
abroa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Yoo, M. A. (2010). Determinants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master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Young, K. (1996). Surfing not studying: dealing with 
internet addiction on campus, Retrieved May 
25, 2011, from http:// netaddicition-recovery. 
blogspot.com 

Yu, J. Y. (2007). Cause and countermeasure of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Nang Yang aviation technical association, 
24(6), 134－136. 

Zhang, J. L. (2007).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self-control, and emotion on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master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Received. 15 May;1st Revised 12 June 2014;
Accepted 28 June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