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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공학
습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의 국제화로 한국에 체류하며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
인 수는 이미 1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이들은 대학생활의 부적응으로 중도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업에서 강의내용의 이해부족, 연구수행과 발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 성취도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 과정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전공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Caffarella와 Daffron의 상호
작용모델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요구(전공지식, 의사소통, 과제작성, 발표)를 반영하여 전
공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한 한국어 능력 향상이나 대학생활 적응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전공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국인
대학원생이 전공에 대한 학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원만하게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
후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교과목 및 교육과정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for improving the learning competencies
of major courses for Chinese graduate students who account for more than 70%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In this study, the program was developed using Caffarella and Daffron's interactive model. Du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study in Korea for degree courses
has already exceeded 100,000, but the dropout rate has increased due to the mal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More specifically, they face difficulties in academic achievement because of a lack of understanding
lecture contents, conducting research, and presenting in class. Therefore, this study surveyed the Chinese
students in the graduate course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and needs in their study of major courses and
to reflect those needs (major knowledge, communication, assignment writing, and presentation) in 
program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ing an educational program for improving their 
learning competencies of major courses rather than simply improving Korean language skills or adapting
to university lif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help Chinese Graduate students perform well
in their major course studies and make their study abroad successful. 

Keywords : Chinese Graduate Student, Learning Competencies, Major Courses, Program Development, 
Interac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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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화 및 세계화로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경제, 무역,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 사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국내외를 오가는 상황도 빈번해지면서 
한국에서도 비즈니스, 외국인 취업 및 유학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법무
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367,607명이다. 그 중 공부나 연구를 목
적으로 국내 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은 2005년 6,926명에서 2011년 39,029명으로 늘어났
고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18년 현재 최고 인원인 
50,997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원 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이래로 꾸준히 늘어나 2018년 현재 
29,939명으로 2005년 5,742명에 비하여 약 5.2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교육시장이 
국제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 유학생의 대부분은 학업, 문화,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을 택하여 들어온다[2].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미래를 위한 준비, 주변 사람의 
영향, 문화적 관심으로 나타났다[3]. 하지만 국내 외국 유
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의 과정에서 학업적, 심리적, 물
리적 측면에서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정신건강의 
악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2, 
3, 4, 5]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유학생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김순민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부족, 학점 관리 부실, 문화 부적응, 경제적 
문제, 사회적 인식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거나 심한 경우 사회적 이탈
과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사태
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6].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 및 생활에 있어 공통적으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한국문화와 대학문
화에 대한 부적응, 문화적 배려나 이해가 없는 일부 자국 
학생들과 교수들의 언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며[7] 중
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은 학업
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문화차이로 인한 대인
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 대학시설 및 운영제도에 대한 불
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특히 학습과 관련
해서는 수업, 성적, 진로 및 진학, 교육적 지원부족, 교수
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9] 대다수가 한국인 학

생 및 교수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10]. 대학에서의 전공학습은 한국 학생들에게도 고교와 
다른 학습방식과 환경으로 인해 적응이 쉽지 않은데 한
국어 능력이 낮은 유학생의 경우 대학 교과과정을 정상
적으로 이수하는데 무리가 있다[11]. 실제로 이들은 보고
서를 쓰거나 필기하는 것은 물론 학사 진행 사항을 이해
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8] 한국어나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제기하였다[12]. 김대현·김아영·강이화의 중국
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한 학업적응 연구에서 이들은 
발표와 토론중심의 수업방식에 당혹감을 느끼며 학문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논문검색, 학문적 글쓰기 어법 등의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글쓰기와 수업내의 
논쟁에 참여하기 위한 전공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업
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13]. 또한, 강의내용의 이해
부족, 연구수행과 발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 성취
도 저하를 겪고[14] 수업현장에서 시각적 자료에 의존한 
빠른 수업진행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학습과 관련된 교육
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9]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
는 발표 중심의 수업, 빠른 진도, 포괄적인 질문 등에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15]. 선행연구를 통해 유학생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강의내
용, 수업진도, 과제발표 및 제출 등 학업수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적으로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기 위하
여 프로그램의 형태로 학사 제도, 일정, 수강신청, 시설 
이용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멘토링, 튜터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업과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학생이 멘토가 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학습을 도
와주는 형태의 전공 교과목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
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
공 강의 학업을 수행하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토대가 되는 기초 학업능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16]. 설령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학교육개발센터(교수학습지원
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등의 유사기관)의 학습전략 프로
그램을 국내 학생들과 같이 이수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유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됐을 경
우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여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17]. 선행연구에 따르
면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들의 대학적응을 돕기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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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만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와 역사 이해, 대학 초기적응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학 학업에 실질적인 도
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16]. 

그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학습력 향상 등을 
위한 학업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연구[17], 
특별학사지도 프로그램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글로벌 세
미나”[18], 대학생의 학습력 향상을 위한 학습코칭 프로
그램 설계 및 효과[19]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특정 지역에 맞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부족, 학부생으로만 한정된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의 요구와 프로그램 내용 불일치, 한
국어 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두어 전공학업과의 연결성 
부족 및 적용 불가능 등의 이유로 유학생들은 학업과 학
습 측면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유학생을 대
상으로 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20], 교양교
육과정 개발연구[21]에서도 학업증진을 위한 비교과 프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실제적으로 프로
그램에서 가르치는 한국어와 실제 대학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의 간극, 한국어 교과목 위주보다는 언어문화
와 역사 위주인 교과목 이수 등의 이유로 전공학습역량
과는 다른 방향의 프로그램이 개발 및 연구되어 왔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선행연구의 한계점에서 드러났듯이 학교 차원에서 제공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들이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공학습역량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학부와 
대학원의 학업성격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들에 대한 논의가 학부와 대학원 구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15]. 선행연구를 통해 중국인 대학원 유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의 70%를 차지하는 중
국인 유학생 중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이들의 전공학습에 대해 중점을 두어 학업적인 측
면에서의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전공학습
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국
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전공학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국인 유학생 현황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0,165명으로 전년(142,205명) 대비 17,960명(12.6%) 
증가하였고,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0,215
명(62.6%)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전문학사/학사 과정의 
유학생 수는 65,828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1.1%
를 차지하며 비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59,950명
(37.4%), 어학연수생은 44,756명으로 나타났다[22].

2019년 기준 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비
율을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62.9%(37,257명)로 가
장 많았고, 베트남 13.2%(7,818명), 몽골 2.7%(1,628명)
이 뒤를 이었다. 2018년 기준 역시 중국인 유학생이 
70.2%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베트남 유학생은 7.2%, 일본 유학생은 2.5%로 
나타났다[23]. 

해외 유학은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화 속에서 
경력의 제고 및 가치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
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환경에 더 우월하게 
적응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교육시장이 국제화의 길을 
걸으면서 유학의 붐이 일어났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유학
을 선택하는 중국인 유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학업, 문화,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에 유학을 오며[2] 그 중 중국인들이 한국을 유학지
로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경제의 발달, 한중 양국관계의 
평화적인 발전, 한류열풍, 취업, 타국에 비해 저렴한 유학
비, 비자 및 입학 등 수속 편리 등이 있다[24, 25] 하정희
의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입학 동기는 
미래를 위한 준비, 주변 사람의 영향, 문화적 관심으로 나
타났으며[3] 교육부는 2015년 유학생 유치⋅확대 방안
을 통해 2023년까지 유학생을 20만 명까지 확대⋅유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전공학습역량의 개념 및 중국인 유학생의 전공
학습 실태

2.2.1 전공학습역량의 개념
학습역량이란 학습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학습자에게 내재해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학습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실에 대한 정보나 연관성을 자율적
으로 스스로 알고자 하는 능력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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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협동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
결하는 의사소통능력으로도 포함된다[26].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습역량의 요소를 지식습득(직업
관련 지식, 전공분야 지식), 인지역량(효과적으로 말하기, 
글쓰기, 비판적 사고, 컴퓨팅 및 정보기술 사용, 양적자료 
이해, 창의성 개발, 인문적 소양), 자기관리(시간관리, 스
트레스 관리, 자기이해, 자기주도), 대인관계(팀워크, 가
치관, 정립, 공동체 의식, 다문화 이해, 문제해결능력)로 
구성하였으며[27] 김지숙 연구에서는 학습역량의 구성요
소를 개인영역군(자기개발, 대인관계, 미래설계), 기본영
역군(기초학습, 전공심화, 학습관리), 확장영역군(문제해
결, 창의융합, 정보기술)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28]. 이 
중 기본영역군의 역량에는 학습에 대한 언어적 명료화, 
발표능력, 지식 및 기술에 대한 학습능력, 전공분야에 대
한 자신감, 과제수행, 학습전략의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공학습역량이란 전공분야에서 학업성취를 이루
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능력으로 전공심화역량(지식습
득), 기초학습역량(언어적 명료화, 발표능력), 학습관리역
량(과제관리 및 학습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2.2.2 중국인 유학생의 전공학습 실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하는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은 

학업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문화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식생활 어려움, 대학시설 및 운영제도에 대
한 불만 등이 있으며[10] 학습과 관련해서는 수업, 성적, 
진로 및 진학, 교육적 지원부족, 교수와의 관계로 스트레
스를 경험하며[11] 대다수가 한국인 학생 및 교수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12] 선행연구에
서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과정에서 학업을 저해
시키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고 시행한 허혜영의 연구에
서 중국인 유학생은 개인 측면에서 한국 학생과의 교류 
어려움이나 외로움, 친구가 없음 등이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학업 측면에서는 강의법의 차이, 전공 수업에 대한 어
려움, 언어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에 대한 만족도
가 떨어짐을 검증하였다[29].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
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
국어 능력은 대학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한
국어 능력은 전공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30]. 장락은 교수
와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동기부여, 
학습 방법 등이 학습만족도를 느끼는 데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31]. 연우진은 중국인 대학원생들이 

학술 보고서 쓰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련 교
육이 지속적으로 간과되어 왔으며 중국인 대학원생들에
게는 쓰기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교육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32]. 김대현·김아
영·강이화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은 구체적으로 발표와 
토론중심의 수업방식에 당혹감을 느끼며 학문에 진입하
는데 필요한 논문검색, 학문적 글쓰기 어법 등의 공부하
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글쓰기와 수업내의 논쟁
에 참여하기 위한 전공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15]. 이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들
은 학업 성취도 저하를 겪고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발
표 중심의 수업, 빠른 진도, 포괄적인 질문 등에 스트레스
를 받고 있다[16, 17]. 

그간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나[34, 35] 유학생들의 전공학습 향
상을 위한 강의설계 및 교수법을 탐색한 연구는 극히 드
물다[36].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대학원생을 
포함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전공학습을 이수하는 과정에
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공학습역량의 향상 없
이는 학내 구성원으로서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동일한 
전공수업을 이수하며 학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선행연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김태자 등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과 연
구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37]. 홍효정 등은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에서 유학생들은 한국어 구사능력이 어려우므로 교
수 및 주변 동료들과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못한 것을 확
인하였다[17].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학습 적응 측면에서 김현상 
등은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의 대학 공부, 학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과 자원 등을 알려주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한국 대학에
서의 공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18]. 김희정·
조성희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코칭 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외국인 학생
들과 새터민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을 위해 과제 지식 및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목표설정, 시간 관리, 주의집중 등
의 방법을 활용하였다[39].  

주경희·장현묵은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대학원
생들이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 과정에서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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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ffarella & Daffron's Interactive Model 
         Source: Caffarella, R. S., & Daffron, S. R. (2013). 

Planning programs for adult learners: A practical 
guide (3rd ed.), p. 29.

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어 지원 방안을 모색
하였다[39]. 김지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적응
을 돕기 위해서는 강의실 안에서보다는 강의실 밖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비교과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20]. 권은영은 외국인 유학생 교양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실제 대학 생활에서 필
요로 하는 한국어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교양교
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21].

이상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선
행연구 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학습코칭 프
로그램이나 비교과 또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
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학습을 지원할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작용모델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프로그램개발 모

형은 ISD(Instructional System Design) 모형, CBC 
(Competency-based Curriculum) 모형,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등의 모형이 있다. 이 연구에는 개발 절차에 
있어 단계별로 진행하는 위 모형들과 다른 Caffarella와 
Daffron의 상호작용모형을 활용한다. 상호작용모형은 
11가지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을 위한 주요 가이드라
인을 제시해주되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목적과 방향, 상황과 환경, 기획자 또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동시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선택하여 유
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40]. 

상호작용모형에서 제시하는 11가지 요소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맥락(상황) 파악(Context), 지원기반 구축 
(Support), 요구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Needs Assessment), 
목적 및 목표 설정(Goals and Objectives), 교수설계
(Instruction), 학습전이 계획(Learning Transfer), 평
가계획(Evaluation), 형식/일정 및 인력 결정
(Scheduling), 예산 준비 및 관리(Budget), 마케팅 전략
(Marketing), 세부사항(Details)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맥락(상황) 파악(Context)’은 
시대적, 사회적, 조직차원의 배경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점검활동을 의미한다. ‘지원기반 구
축(Support)’은 개발과정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이며 

‘요구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Needs Assessment)’은 프
로그램에서 담아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활동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파악된 요구에서 프로그램에 담아내어
야 할 내용과 활동 가운데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것을 추
출하고 실행 가능한 것을 순위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목적 및 목표 설정(Goals and Objectives)’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습자들이 얻어질 또는 변화될 결과를 구
체화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며 ‘교수설계
(Instruction)’는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
되어야 하는 활동, 학습내용,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프로
그램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학습전이 계
획(Learning Transfer)’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얻
게 되는 학습경험이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적용되
고 변화된 행동과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
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계획(Evaluation)’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운영 등 전반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종합적
으로 실행가능 한 평가방법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형식/
일정 및 인력 결정(Scheduling)’은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과 운영시기, 프로그램 실제 시간대, 필요한 인력 등을 결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 준비 및 관리(Budget)’는 프
로그램 개발, 진행, 사후관리까지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산정하고 확보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마케
팅 전략(Marketing)’은 학습자 참여를 촉진하고 홍보하
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장소선정, 기자재 
대여, 교퉁수단, 현장 조율 등과 같은 세부사항(Details)
을 결정한다.

Caffarella와 Daffron의 상호작용모델은 위 그림과 
같이 선형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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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순서 및 조합으로 모델의 각 요소에서 필요한 기법
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여 활용한다. 이 모
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이며 개발될 프로그램의 성
격과 학습자, 기획자 및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문제가 
특정한 상황에 녹여질 수 있도록 모델이 조정되어야 한
다. 즉,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의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규정하지 않고 개발과정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담당하는 활동으로서 사회적 맥락을 전제로 사람들이 가
진 가치, 기대, 권력의 개입을 전제로 한다. 또한, 사회적 
활동으로서 상황적 조건, 문화적 가치에 따라 적절한 개
발 형태를 띠며 담당자들이 실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
용한 도구이자 지침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황적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유연하
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강점이 있는 Caffarella와 
Daffron의 상호작용모델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
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대학원 
수업은 학부수업과는 달리 선수학습이 요구되고, 발표와 
토론 및 연구 등 자기주도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대학원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학습역량, 교
수진들의 교수체제, 전공과 학교의 특수성 등 교육 프로
그램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데 있어 상
호작용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홍효
정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외국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들의 요구가 교육 프로그램
에 반영되지 못하였다[17]. 그러나 상호작용모델을 활용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연구 대상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어 수준이 중급 이상인 한국 대

학의 대학원 과정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다. 중국인 대
학원 유학생들은 학부생들보다 전공학습 비중이 크므로 
이들의 전공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
령’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이면 대
학 입학이 가능하고, 1년간 250시간 이상 한국어 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소지
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즉,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중급 이상의 등급을 소지하고 있

어야 한다.
연구 대상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들의 연령분포는 20~24세가 25%, 25~29세가 64%, 30
세 이상은 11%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대다수가 여자대
학교(E대) 학생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6%로 압
도적으로 높았다. 대학원 학위과정을 살펴보면 석사과정
은 86%이고 박사과정은 14%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석
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은 1년 미만 7%, 1년~3년 미만 43%, 3년 이상이 50%로 
나타났으며, 학습기간은 1년 미만 4%, 1년~3년 미만 
53%, 3년 이상은 43%로 나타났다. 전공은 다양했는데 
그 중 경영학 전공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전공은 
14%, 사회과학 전공은 14%로 나타났다. 자세한 인구통
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stinction Frequency Percenta
ge(%)

Age 
20~24 7 25
25~29 18 64

Above 30 years old 3 11

Gender
Male 4 14

Female 24 86

Degree 
Courses

Master 24 86
Doctor 4 14

Period of 
stay in 
Korea

Less than 1 year 2 7
1～ Less than 3 years 12 43

more than 3 years 14 50

Period of 
study in 
Korea

Less than 1 year 1 4
1～ Less than 3 years 15 53

more than 3 years 12 43

Major

business 8 29
education 4 14
translation 1 4

social science 2 7
mathematics/engineering 2 7

art 1 4
humanities 4 14

others 6 21
Total 28 100

3.2 연구 절차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전공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Caffarella와 
Daffron의 상호작용모델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의 범주를 기획 및 설계 단계로 제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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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개발 방식은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모델에서 제시한 구성요소
를 고려하여 진행하였으며, 정부통계자료와 선행연구 등
을 통하여 맥락(상황) 파악하고, 요구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표집은 연구하려는 문제를 잘 
알고 모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인 판단표집법(judgemental sampling)과 연구자
가 먼저 접촉한 대상자들에게 소개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새로운 표본을 찾아내는 방법인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설문문항은 선행연
구에 기초하여 설계하였고 연령, 성별, 학위과정, 전공,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한국어 학습기간 등을 포함한 인구
통계적 문항과 전공학업을 수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파
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은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요구에 기초하
여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 교수설계, 학습전이 계
획, 평가 계획, 교육형식 및 일정 선정, 예산준비 및 관리, 
마케팅 전략 수립, 세부사항 조율과 같은 과정을 비선형
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졌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상호작용모델에서 제시한 맥락(상황)파악, 요구분석 

및 우선선위 선정, 교수설계 등을 위해 문헌자료와 선행
연구 검토,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통계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분석과정을 거쳤다. 자세한 자료수집 방
법, 자료수집 대상 및 분석방법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

Data 
collection 
method

Data collection target Analysis methods

Review 
of 

previous 
literature

⋅policies and 
statistics, education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and related 
prior studies, etc.

Literature review

surveys
⋅Target: Chinese 

Graduate Students
⋅two times of survey

⋅Demographic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frequency 
analysis using SPSS 
22

4.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대상으로 이들의 
전공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Caffarella
와 Daffron(2013)의 상호작용모델에 기초하여 개발하
였다. 

맥락(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교육부, 법무부 출입국통
계, 교육부 등 기관에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현황을 확
인하였고, 대학 홈페이지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이후 연구 대상자들의 요구
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프
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중국인 
유학생회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원기반을 구축하였
다. 다음으로 요구분석을 위해서는 문서 정보파악, 프로
그램 예비참가자, 전문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요
구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전문가에
게 자문을 요청하여 도출된 요구를 분류하였고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전공학습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결과를 기초로 프로그
램의 전체 목적을 설정하고, 학습, 세부(교육) 분야별 목
표를 설정하였으며, 수업 설계, 교육내용 조직, 교수기법 
선정, 프로그램 자료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습전이를 위해 프로그램 중간과 종료 후
에 학습전이 향상을 위한 기법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는 대상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교육
에 대한 단계별(프로그램 전, 중간, 종료 직후, 3개월 후) 
평가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하였다. 교육 형식은 강의, 실습, 팀 활동, 소그룹 토론,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정은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학기 개강 전(8월 말)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필
요 인력에는 강사, 운영자, 관리자, 행정 직원 등이 포함
된다. 예산준비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필요 예
산을 산정하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기관, 교육 기관 
및 대학 담당 부서, 기업 등을 통하여 후원을 받고 마지
막으로 참가비용을 결정한다.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는 
포스터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외국인 유학생 담당부서에 
협조와 홍보를 요청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학생회 
등 관련 커뮤니티와 위챗,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홍보
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실시에 적합한 장소 
및 장비를 확보하고 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는 등 세부사항을 조율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수행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Table.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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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Process of developing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learning competencies of major 
courses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Elements Details of developing program

Discerning the 
context

⋅Identify the status of foreign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using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data on foreign students in Korea 
and  documents on Chinese students in 
degree course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iew education programs and support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Conduct surveys to prospective program 

participants
(Chinese graduat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major courses

Building a solid 
base of support

⋅Conduct surveys to Chinese graduate 
students as prospective program participants
⋅Consult to the program development experts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student association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Identifying and  
 prioritizing 

ideas and needs

⋅Get information to understand program 
needs
⋅Identify needs by conducting the first survey 

to Chinese graduate students
⋅Analyze and classify derived needs
⋅Prioritize needs by conducting the second 

survey on program contents to get support 
for their study in major courses

Developing 
program goals 
and objectives

⋅Establish the purpose and objectives of the 
program

- Set the program purpose → Establish the 
program objectives → Set learning goals for 
each module 

Designing 
instruction

⋅Establish specific learning goals ⋅Design 
instructions

- Organize contents and select appropriat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et a plan for developing program materials 

Devising transfer 
of learning plans

⋅Collect previous data and references to 
establish plans for transfer of learning 
⋅Establish step-by-step strategies and 

techniques before, during, and after program 
for the transfer of learning 

Formulating 
evaluation

plans

⋅Establish evaluation plans of the each stage 
of program for program participants

- Prepare expected results before starting 
program → Conduct surveys on extent of 
program participation and reactions of the 
program → Conduct evaluation of 
satisfaction immediately after completing 
program → Assess effectiveness of program 
by conducting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three months after the program completion
⋅Establish evaluation plans of the program for 

stakeholders about program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Selecting 
formats,   

scheduling, and 
staffing 

programs

⋅Formats: lecture, practice, team activities, 
small group discussions, consulting
⋅Program schedule: five days prior to the start 

of semester (end of August)
⋅Staff selection: Instructors, operators, 

managers, administrative (supplementary) 
staff, etc.

Preparing and 
managing   
budgets

⋅Calculating the budget for program 
development, progress and 
post-management
⋅Request support and sponsorship for budgets 

from educational institution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foreign students, a 
university department, and Chinese 
companies in Korea
⋅Determine program fee 

Organizing 
marketing   
campaigns

⋅Establish a program marketing strategy
- Make posters and promotional materials → 

Contact university's foreign students 
department and request their cooperation in 
posting promotional materials

- Promote the program through the Chinese 
students communities

- Use social networks (We Chat, Weibo, etc.)
Details

(Site selection 
and site 

coordination)

⋅Set the right location and equipment for the 
program
⋅Establish a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system for effective program 

4.1 맥락(상황) 파악/ 지원기반 구축
맥락(상황) 파악을 통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0.2%

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 중 이들은 대부분 학업상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10] 실제로 수업, 성적, 진로 및 진
학, 교육적 지원 부족[11], 강의법의 차이, 전공수업에 대
한 어려움,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학업에 대
한 만족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31]. 특히, 대학원생
은 발표와 토론중심의 수업방식에 당혹감을 느끼며 학문
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논문검색, 학문적 글쓰기 어법등의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글쓰기와 수업내의 논쟁에 참여
하기 위한 전공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5]. 이러한 현상을 낮추기 위해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학습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맞춘 프로
그램,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부족, 학부생
으로만 한정된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자의 요구와 프로
그램 내용 불일치, 한국어 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두어 전
공학업과의 연결성 부족 및 적용 불가능 등의 이유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부와 대학원의 학업성격
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분없이 이루어지는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인 대학원 유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전공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전공학습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응답
자가 참여의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응답자
들의 답변을 통하여 전공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중국인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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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학생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인력지원 및 협조를 
구하고 국내 중국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통하여 지원기
반을 구축하였다.

4.2 중국인 유학생의 전공학습에 관한 요구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이 전공학습에 있어서 겪는 어
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총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 전공학업에서 수업듣기, 교재 및 
수업자료 읽기, 과제작성, 발표, 수업에 대한 이해도 등에 
분야에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은 ‘말하기(42%)’와 ‘쓰
기(46%)’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과제’
와 ‘발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과제를 수행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학업지
식(39%)’. 전달 및 표현(42%)에 대한 부족이었으며 발표 
준비에 있어서는 발표 시 ‘사용하는 언어(25%)’와 ‘전달, 
표현능력(39%)’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전공과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전
공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한
다고 답하였고 개설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교육항목에 대
한 다중선택 질문에서는 과제작성(50%)과 발표(66%)에 
대한 선택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한 질문을 통해 중
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 
선정을 하기 위해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사항은 총 5개로 ‘리포트(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발표 잘 하는 방법’, ‘전공지식 습득하는 
방법’, ‘발표 원고 작성하는 방법’과 ‘교수 및 한국인 학생
들과 의사소통 잘 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국
인 유학생의 전공학습에 대한 요구는 프로그램 내용 구
성에 반영되었다.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요구는 전공수업
과 연계하여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과제작성 실습을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효과적인 발표에 대한 요구는 대학원 수업 발표에서 자
주 사용되는 표현을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전달
하는 방법, 발표 복장, 자세 및 태도 등에 대한 내용과 직
접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실습 내용구성에 반
영되었다. 전공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관련 수업
을 청강하고 노트필기, 예습/복습 방법 전수, 참고도서/
사이트 등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

성하였다. 발표 원고 작성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발
표 내용 구성, 어휘 및 문법 등의 검토 수정, 발표 흐름과 
요점의 정리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소속 전공 교수
진, 선배, 학생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의사소통 기
법 및 매너 등을 교육하도록 한다. 1차/2차 설문조사 결
과를 통해 도출된 전공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Derived demands and their reflections on 
program 

Target Method
Derived 

demands and 
rankings

Reflections of demands 
on program

Chinese 
graduate 
student

Surveys(t
wo times)

1. How to 
write a report?

⋅Using real-world 
examples to link 
with major courses
⋅Training the report 

writing skills
⋅Writing a report 

through practices

2. How to do a 
good 

presentation?

⋅Learning the 
presentation 
expressions and 
methods for effective 
delivery 
⋅Learning appropriate 

attire, posture, and 
attitude for 
presentation 
⋅Conducting 

presentation practice

3. How to 
acquire 

knowledge of 
major course?

⋅Learning methods of 
writing a note, and 
reviewing/ 
previewing contents 
of major courses 
⋅Sharing information 

such as references, 
books, and websites 
for study of major 
courses

4. How to 
prepare 

presentation 
manuscript?

⋅Reviewing and 
revising the 
vocabulary, 
grammar,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presentation
⋅Structuring the flow 

and point of 
presentation

5. How to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Professors and 
 Korean 
Students?

⋅Preparing a meeting 
opportunities with 
faculty members, 
seniors, and students 
in the major 
department
⋅Training 

communication 
techniques and 
m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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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국인 유학생의 전공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 교수설계

앞에서 도출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전공학습역량 
강화와 관련된 요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이 전공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필요한 학습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전공학습과 관련된 전공지식 습득, 의사소통능
력, 과제작성 및 발표 능력의 강화’로 설정하였다.   

교수설계는 도출된 5가지 요구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제거하고 유사한 내용은 결합하여 정리한 결과 프로그램 
교육 분야는 ‘전공지식’, ‘의사소통’, ‘과제작성’ 및 ‘발표’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분야별 목표는 실제적
으로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로 수립하였으며 교수기법
은 강의, 실습, 토론, 팀 활동, 컨설팅 등 다양한 교수기법
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공지식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학습 방법을 
전수하고 수업교제 이해 및 노트필기를 연습하여 실제로 
수업 또는 강의를 들을 때 적용해 보는 실습시간을 가진
다. 의사소통에서는 소그룹 토론 및 팀 활동을 실시하여 
각자 자신의 유학 목적과 이유를 나누고 팀원들을 직접 
소개하고 주제 및 테마별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전
달하는 연습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다. 논리적인 과제작성 기법 습득을 위해서는 관련 강의
를 듣고 실제로 과제를 부여하여 리포트 및 보고서를 작
성해보고 전문가들의 교정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발표 능
력 향상을 위해서 발표 주제 선정, 발표 자료 수집 및 요
약정리,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발표 흐름에 맞게 정리해
보고 발표자료(PPT 등)를 제작한다. 실제적으로 모의 발
표를 시행해보고 피드백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점
을 확인하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모
색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각 분야의 맞는 교육 목표를 수립하였고 프로그램 주
요 내용과 교수 기법을 정리한 프로그램 개요는 아래 <표 
5>와 같다.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전공학습역량 향상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총 4개의 모듈(전공지식 학습 
방법, 의사소통방법, 과제 작성법, 효과적인 발표 방법)로 
구성되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5일간 매일 6시간씩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총 30 시간으로 진행된
다. 첫째 날에는 등록시간 및 프로그램 소개시간으로 2시

간 소요되며, 프로그램 시작 전 자신의 학습역량을 테스
트하는 자기진단 시간을 1시간 정도 실시하게 된다. 참가
자의 실력이 상의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반을 하여 진행
한다. 모든 교육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에는 사후 자기
진단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지면서 첫날 진행했던 본인의 
역량과 비교하여 컨설팅 및 상담, 토의 등을 약 2시간 정
도 진행한다. 

Table 5. Program to improve learning competencies 
of major courses for Chinese students

Module Learning 
objective Key contents

Teaching & 
learning 
methods

1. How to learn 
major courses 

Understandi
ng 70% or 

more of the 
contents in 

major 
courses

⋅The learning 
methods from the 
seniors 
⋅Preview/review 

learning method
⋅Practice of 

writing notes
⋅Summary of class 

contents after 
class 

⋅Lecture
⋅Practice

2. How to 
effectively 

communicate

Gain the 
ability to 
effectively 

communicate

⋅Sharing the 
purpose and 
reason of 
studying abroad
⋅Introducing the 

partner (team 
members)
⋅Explaining by 

looking at 
pictures
⋅Discussing about 

topics/themes

⋅Small 
group 
discussion
⋅Team 

activity

3. 
How to write a 

report

⋅Reduce 
the 
grammatic
al errors
⋅Acquire 

skills to 
write a 
report 
logically

⋅Learning how to 
make a structure 
and outline of a 
report
⋅Learning how to 

organize contents 
logically 
⋅Learning 

academic writing 
⋅Writing reports 

and revising 
based on 
feedbacks

⋅Lecture
⋅Practice
⋅Giving 

feedback
⋅Consulting

4. How to 
effectively 

present

⋅Learn 
popular 
language 
used in 
presentati
ons 
⋅Improve 

presentati
on and 
communic
ation 
skills

⋅Selecting a 
presentation 
topic
⋅Data collection 

for presentation
⋅Data analysis and 

summary
⋅Organizing  ideas 

and arguments
⋅Preparing 

presentation 
materials
⋅Having rehearsals 

for presentation
⋅Sharing feedback

⋅Lecture
⋅Practic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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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국인 유학생의 전공학습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학습전이 및 평가계획 수립

학습전이 계획은 프로그램 중간, 종료 후, 2단계로 나
누어 수립하였다. 프로그램 중간에는 다양한 실습을 통하
여 각자 습득한 지식과 기법 등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
지고 프로그램 일정을 개강 전으로 설정하여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학기를 시작하므로 전공학습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선행연구와 참고자료 수집 과정을 통
해서 단계별 평가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프
로그램 시행 전 기대되는 결과를 작성하고 프로그램 중
간에 학습자의 참여정도와 적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프
로그램 기획자 및 전문가들이 관찰을 통하여 평가한다. 
프로그램 직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운영
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해 학습자와 운영관계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
램 종료 3개월 후 일부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시행 전 작성했던 예상
되는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5 중국인 유학생의 전공학습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교육형식, 일정, 인력/ 예산준비 및 관리/마케
    팅 전략 수립/세부 사항 설계

교육 강의, 실습, 팀 활동, 소그룹 토론, 컨설팅 등 다
양한 형식으로 진행하여 학습자들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며 따라서 프로그램 일정은 학습 전이를 위해 
학기 개강 직전으로 하고 탄탄한 기초지식과 기법 습득, 
충분한 활용 및 적용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5일간 진행
하는 것으로 한다. 인력은 교육 전문가, 강사, 학교 관계
자, 외국인 유학생 담당 부서, 교수진, 학생회 등으로 구
성한다. 

프로그램 개발, 진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
산을 먼저 산정하고 교육기관, 관련 정부기관, 대학, 국내 
중국 기업 등과 협의를 통하여 후원을 요청하고 추후 참
가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마케팅을 위하여 포스터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학교 외국인 유학생 담당 부서
에게 협조를 구하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학생회를 통하여 참가를 독려하
고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교통수단, 주변 
환경, 시설과 장비 등이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가장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로 장소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프로
그램 진행을 위해 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전공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포괄적으로 외국인 유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대학 및 교육기관의 지원 제
도 및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능
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18], 설령 유학
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학
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유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에 어
려움이 있다. 한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됐을 경우
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여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실
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19].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들
의 대학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와 
역사 이해, 대학 초기적응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학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18]. 

선행연구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의 70%
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대학원 과정에 있
는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발 과정 중에서 이들은 ‘과
제’와 ‘발표’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였
다. 또한 요구분석 결과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은 22%에 미쳤으며 관련 프
로그램 개발 및 개설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들이 희망
한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은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지식을 배우고 습득
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학업 적응을 돕기 위해 
Caffarella와 Daffron의 상호작용모델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이 전공수업에 있어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임하고 효과적으로 전공지식
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이 교수진 및 한국인 학
생들과의 교류와 의사소통에 있어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
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보다 원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은 과제작성에 있어서 
어휘 표현 및 문법적인 오류를 줄이고 한국어로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이게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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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넷째,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은 발표에 있어서 자신

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원만하게 전달하고 발표를 수행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업에 대한 요구 파악을 
통하여 단순한 한국어 능력 향상,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전공학습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발견하였으며 더 나아가 학업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 도출되지 않은 다양한 교육 분야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중국인 대학원 유
학생 대상 전공학습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대학 현장에
서 실시하고, 프로그램 평가 계획에 따라 그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
과 분석 연구의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이 전공에 대한 학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유학생활
을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중국
인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교
과목 및 교육과정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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