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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의 학업성취 및 중도탈락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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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Foreig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Fall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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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sponse to the recent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universities have made attracting foreign
students a major policy task for universities. As a result,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creased rapidly
in terms of quantity, but in terms of quality, the risk is inevitable. Accordingly, the government presented
educ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competency certification system indicators on the basis of which quality
control of students was systematized.

Based on the above certification system,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multiple factors that are
actually given to the academic adaptation (performance) of the 2200 students who entered a certain university.
In addition, factors other than the certification system index were discovered to comprehensively track
how they affect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tudents studying abroad. The researcher found the multi-
reciprocal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arner and the moderator was significant,
and whether or not they had the Korean proficiency test (TOPIK) was significant. It also said that it could
have a direct impact on Chinese University Entrance Exams (高考) are significant. If a model that is very
effective in selecting students is established by each university and used as an indicator through this study,
it will serve as a basis for efficient selection of students.

Keywords：GPA, Internationalization Certification Syste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obit Logit
Model,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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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Detailed indicators Screening

criteria
New

indicators
Certification
standards

Basic requirements Illegal residence rate
Less than
1.5~2.5%* existing

Required
Satisfaction**

Area

Strategy and
selection

1. Internationalization business plan and infrastructure
(organization, budget)

Qualitative
evaluation

reinforce

Need to meet 2
or more of 32. Student selection and admission appropriateness

Qualitative
evaluation

reinforce

3. Medical insurance enrollment rate*** Over than 95% existing

foreign
student

management

1. Foreign Student Tuition Fee Over than 80% existing

Need to meet 2
or more of 3

2. Academic and life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Qualitative
evaluation

existing

3. Foreign student counseling rate Over than 60% reinforce

result

1. Dropout rate Less than 6% existing

Need to meet 2
or more of 3

2. Certified language skills for international students
Over than
30%/40%

reinforce

3. Inter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and management
Qualitative
evaluation

reinforce

Source : Period 3(2020～23) Basic Plan for Investigation of the Status of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Competency Certification
System

<Table 1> Indicators of the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Competency Certification System

1. 서 론

1.1 배경

1990년 이후 대학수의 폭발적 증가와 지속되는 저

출산 기조로 대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학령인

구의 감소는 등록금 수입 감소와 직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각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그중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이다. 이결과 2003

년도에 1만 2천명에 불과하던 유학생 수는 2018년도

에 들어와 14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무

분별한 선발로 이어졌으며, 언어능력미달 등 교육의 질

적 저하를 야기시켰고, 일부 동남아 국가의 경우 해당

대학으로 단기어학코스(어학당)에 입학 후 수업에 참

여 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는 등의 문제가 쟁점화 되

었다. 이에 유학생 유치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

응책으로 교육부, 법무부 및 한국 연구재단은 2012학

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강화를 위하여 ‘교육 국

제화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여 유학생의 양적 팽창에 대

응하여 본격적으로 질관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법무부는 유학생 모집을 규제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를 일정 규제하에 필수

지표와 핵심여건을 지표를 충족시에는 선발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사립대의 등록금이 근 10년 이상 동결된 상황

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사립대의 재정 감축에 직면

한 현실적 의견을 무시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법무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위의

필수지표와 핵심지표는 <Table 1>과 같다. 불법체류

율과 중도탈락율은 유학생 모집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지표이므로 ‘필수지표’로 묶고 있으며, 이 이외에는 ‘핵

심여건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되, 일정요소를 충족시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유학생 모집에 대한 허가를 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고는 위의 근거자료를 적용하여 선발한 학생들

을 분석하되, 위 지표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학업적응

에 어떠한 인과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곧 세부정보

공시 자료를 근거로 유학생 개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인증제 필수지표 중 실질적으로

인과요인이 약한 ‘의료보험가입율’과, 성적에 비례하여

장학금이 수혜되는 ‘장학금지급율’ 등은 대학별로 다르

게 적용된다고 판단, 본 연구범주에서 제외 하였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

대학은 유학생 모집부터 입학까지 최소 6개월~1년

의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시킨다. 현지입시, 학력검증,

표준입학허가서의 발급, 입국, 픽업, 기숙사지원, 학업

적응 등에는 적지 않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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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렇게 어렵게 선발한 학생이 학업적응이 어렵거

나 탈락될 경우에는, 대학자체의 큰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행정적 비용도 동시에 수반된다. 이러한 연유

로 각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모집은 최근들어와 관심도

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유학생 모집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던 이유 중 하나가, 대학의 정원외 입학자원으로서

대학 재정에 많은 효익(Benefit)을 제공한다는 것이

다. 이에 맞추어 각 학계와 대학실무 현업에서는 교육

학, 교육공학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춘 연구들을 진행

하여 왔고, 심리학에서도 유학생의 불안요소 등에 대

한 연구를 강화해 해결점을 찾아왔다.

이러한 범주내에서 관찰되는 유학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사회학․심리학적 부분과, 계량

적 연구부분으로 크게 분류된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

증제 대학과 미인증 대학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 등을

제시한 김의수, 이정현[2017]의 유학생 인증제의 성

과 분석에서는 유학생 인증지표를 준수한 대학이 그렇

지 않은 대학보다 유학생 수 선발에 긍정적(+) 요인

이 작용됨을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근거로 검증

하였다. 다만 논고에서 TOPIK 4급 이상 학생 비율의

유의성에는 다소 반문을 제기하여 향후 연구자들에 대

한 추가검증 과제를 남겼다.

ERIC Jamelske[2008]의 해외연구 의하면 피관

찰자의 고등학교 졸업성적(SAT) 우수성이 해당학과

의 학업성취에 직결적 영향을 미치며(0.022**), 미국

기숙사내에서 통제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취

도가 높게 나타남을(On campus, 0.243**)을 실증

적으로 증명하였다. 아울러 연령이 조금이라도 어릴수

록 성적에 긍정적이 영향을 줄 수 있음도 밝혀냈다.

이선영, 나윤주[2018]는 중국유학생의 한국어의 의

사소통능력이 성적과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교육연구

적측면에서 유의적임을 증명(F= 18.361, P < 0.05)

하였고, 이숙정[2011}은 한발 더나아가 유학생의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영향을

줄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숙사 거주자와,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고, 자취자의 경우 중도

탈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반적으로 시사

하였다. 최용선[2019]은 유학생 중도탈락 프로젝트형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방지책에 관한 유학생의

출석율을 통하여 탈락가능성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방지책을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외에도신영

[2011]은 심리적 요인 등의 근거로 하여 유학생 만족도를

측정하여 학업과 연계시키는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김혜경[2016]은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수준변인과 기관적변인으로 이

원화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중 남자보다는 여

자가 학업중단 의도수준이 더 낮은 연구결과를 도출해

냈다. 아울러 유학생활 결정시 본인의사 여부와, 경제

적지원의 안정성 등에서 학업증진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위의 기존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등의 심

리요인적 분석과 리커척도를 근거로 한 분석이 주를 이

루었고, 최근 트랜드를 반영하여 구조방정식 등의 모형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심리적, 교육학적 요인

에서 더욱확장하여 5년간의 유학생의 축적된 데이터를

계량화하였고, 제요인변수를 함유하고 있는 유학생들

이 어느 한 대학에 실제로 입학 후 졸업까지 수반되는

학업적응(성취도) 및 탈락에 이르기까지의 계량적 분석

에 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론

2.1 학업적응 영향요인 및 중도탈락 모형

유학생의 연령(Age), 성별(Sex), 동포여부(Breth-

ren), 신편입여부(AType), 교내한국어학당이수여부

(LCourse)는 유학생 인증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는 사실상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유학생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학업적응에영향을줄수 있다고판단

하여 대학정보공시 자료입력시 사용되었던 기초데이터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중도탈락(DropStu), 기숙사 수용

여부(Dorm), 토픽성적(TOPIK)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의 지표로서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판단하여 별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유학생 학업성취도(GPA)를 선택한 것

은 통계적으로도 연속변수로서의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연유였다. 이를 근거로 재학자와 중도탈락자를

확인하여 중도탈락자에 대한 요인분석을 별도로 실시

하였다. 위의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10개 학기를 통틀어 한 대학교의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한 720명의 유학생들로서 누적 GPA 2,200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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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ε1

Age

Sex

Brethren

AType

LCourse

DropStu

Dorm

TOPIK

<Figure 1> Academic Adjustment and Drop-out Hypothesis Model for Foreign Students

Variable Obs Mean St.dev Min Max

Year/Semester 2,200 5.929 2.748 1 10

Age 2,200 22.65 1.739 18 32

Sex 2,200 0.611 0.487 0 1

Nation 2,200 0.041 0.305 0 5

Bretheren 2,200 0.056 0.231 0 1

Admin Type 2,200 0.566 0.495 0 1

Student Status 2,200 0.053 0.291 0 2

Drop Student 2,200 0.053 0.199 0 1

Department Code 2,200 2.832 1.450 1 5

Language Course 2,200 0.534 0.498 0 1

Dormitory 2,200 0.397 0.489 0 1

Chinese Nat’Exam(高考)가오카오주) 270 0.561 0.123 0.283 0.764

TOPIK Grade 2,200 3.339 1.661 0 6

TOPIK Certified 2,200 0.612 0.488 0 1

GPA Warning 2,200 0.020 0.138 0 1

GPA 2,190 3.032 0.676 0 4.5

<Table 2> Summary Statistics for th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별도로 획득한 세부 자료

인 중국 대입성적인 가오카오(高考)성적은 입학원서

제출시 구비된 첨부서류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득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1)

2.2 기술 통계

2200건의 유학생 성적 관측치를 확인결과, 10개학

기의 학생의 평균연령대는 22.6세, 여학생이 61.1%

편입생이 56%, 탈락율이 5.3%, 기숙사 재학생이 39.7%

평균 토픽성적은 3.3급, 가오카오성적(270건 샘플)은

56% 득점, 학사 경고자는 전체의 2%, 전체 유학생들

의 평균 성적은 3.032로 관측되었다. 제시한 요약표는

<Table 2>과 같다.

<Table 3>의 분석결과 신입생보다 편입생의 성적

이 각 계열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세부분석시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인문대학으

로 입학한 편입생은 평점평균이 3.58로 가장 높았다.

주) 중국 대학입학 학력고사로 매년 6월～7월경 약 900만 명이 응시하며 우리나라의 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하다. 각 성마다
난이도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750점 만점이 일반적이다. 본 자료는 입학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동의하에 학력인증으로
제출한 해당자만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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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A-Type obs Missing Mean Std.dev Min Max Skewness Kutosis

Humanities
Freshman 81 2 3.01 0.701 0.0625 4.36 -1.13 1.86

Transfer 304 0 3.58 0.602 0.00 4.50 -1.43 4.66

Social
Freshman 369 3 2.83 0.662 0.00 4.38 -0.654 2.20

Transfer 495 3 3.07 0.596 0.00 4.39 -0.995 4.58

Nature
Freshman 44 2 2.51 0.865 0.00 3.74 -1.08 1.12

Transfer 122 0 3.10 0.447 1.97 4.22 -0.392 0.033

Engineer
Freshman 166 0 2.48 0.619 0.333 4.42 -0.104 1.12

Transfer 111 0 2.94 0.565 1.14 4.39 -0.188 0.684

Arts &
Sports

Freshman 286 0 2.88 0.646 0.769 4.36 -0.507 0.287

Transfer 212 0 3.27 0.485 1.75 4.38 -0.358 -0.047

<Table 3> Comparison of Academic Achievement in Department

가장 낮은 집단은 공대 신입생 계열인 2.48로 인문계

편입생에 비해 무려 1.10 격차를 보였다.2) 이는 인문

사회계의 경우 기존의 대학 입학자격을 사전에 갖춘

학생이 2+2학제로 입학또는 2+1+2학제로복수학위

(또는 대학에 따라공동학위)로목적을 가지고 입학하는

경우에 원인이 있다. 즉 중국내에서도 4년제 대학 졸업

자또는 초대졸(전문대)졸업 후 어학당 과정코스를 1년

거쳐 검증된 후 입학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입학시에

이미 토픽성적을 구비하고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과대학 학생들의 경우 인문사회대 학생에 비하여

성적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3) 이는 공학 학문

의 특성상, 수학, 과학 등의 기초자연학문에 대한 배경

지식의 부족과 과제형시험, 수학적로직(Logic)에 근

거한 학습과 답안도출 등에 대한 어려움이 그 원인으

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학차원의 기초학업 보강정

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문사회계나 공대에 비해 예체

능계는 토픽성적 입학조건이 한 단계 낮아 입학이 쉽

기 때문에 입학 후 학업력은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2) 중국에서, 중등직업기술고등학교 등을 거쳐 기초적인
수학, 과학 등의 학업베이스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입학
하여실험, 과제등의이해도가낮을경우공과대에입학
후에는좋은성적이나오지않는경우가있다. 이는 입학
전 기초학력이 부족함이 이미 상존하는 상태에서 입학
이 진행된다는 점에 근본적 원인이다. 토픽성적을 살펴
보면 인문의 경우 73.6%(285명/387명)가 기준 통과인
반면, 공과대는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 38.6%
(170명/277명)에 불과하다.

3) 한국 내에서도 이공계기피 현상은 지속되어 왔듯이, 유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한 유사한 패턴이 그려진다. 이는
유학생에게 있어 한국의 공대 입학은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한다. 공대는 수학, 과학 등의 기초 자연학문에 대
한 다소 높은 사전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4)

<Table 4>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같은 조건의 남학

생보다 학업성취도가 각 군(君)내에서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즉 해당학교 부설의 어학연수코스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바로 입학한 여학

생의 경우의 학업성취도가 평균 3.52로 가장 높게 기

록되었다. 반면에 어학연수 코스를 거쳤다 하더라도,

토픽성적 없이 대학 자체 내 시험을 통하여 입학한 남

학생의 경우 2.51로 가장 학업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대와 최소차이는 1.01의 격차를 보였다. 대

부분의 대학들이 어학코스를 대학 내에서 운영하여 입

학전 어학조건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은 학부진학시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학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를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을 지니고 입학하는 목표

지향적 학생들(Aim Oriented Students)이 어학

당에서 한국어를 배워 토픽성적을 취득한 학생보다 높

은 학업성취 결과를 가져왔다.

요컨데 남학생의 경우에도 토픽 없이 직접 입학한

학생(2.65)이 어학연수코스(2.51)를 이수한 학생보

다 높았으며, 토픽성적을 갖추고 곧바로 입학한 학생

(3.08)이 같은 군내 어학연수코스(2.85)를 거쳐 토픽

을 취득하고 학부로 진학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차 검증한바 어학구비요인은 어학당에 입학 후 시작

하여 순차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일반계의경우입학시 토픽 3급을 인증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예체능계의 경우 이를 완화하여 토픽 2급에게
도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졸업조건을 보면 일반계는
토픽 4급 이상인데 반하여 예체능계는 토픽 3급 이상으
로 1등급 낮게 대부분 대학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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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L-Course TOPIK obs Missing Mean Std.dev Min Max Skewness Kutosis

Man

No LC
No C 191 1 2.65 0.626 0.333 4.39 -0.768 1.54

Certified 173 1 3.08 0.660 0.353 4.42 -0.809 1.43

LC
No C 259 1 2.51 0.570 0.000 4.05 -1.07 3.95

Certified 229 0 2.85 0.620 0.781 4.38 -0.202 0.232

Woman

No LC
No C 179 1 3.17 0.623 0.000 4.31 -2.07 8.37

Certified 478 2 3.52 0.549 1.500 4.50 -0.631 0.257

LC
No C 219 3 2.74 0.636 0.000 4.17 -1.24 3.38

Certified 462 1 3.13 0.535 0.000 4.50 -0.834 3.44

<Table 4> Comparison of Achievements statistics of Sex & L-course, TOPIK

Note) *P < .05, **P < .01, ***P < .001.

if item is Dropped
Cronbach’s ɑ

GPA -0.03

Age 0.23

Sex -0.04

Nation 0.01

Brethren 0.01

AType -0.09

SStatus -0.01

DropStu -0.01

LCourse 0.01

Dorm 0.00

TOPIKCert -0.11

<Figure 2> Analysis of Correlation Heat Map between Factors of Foreign Student Data Factors

실제적으로 대학 내 부설 단기어학연수코스를 이수

하고 토픽성적을 갖추고 학부에 입학하더라도, 오히려

해당 유학생들끼리 서로 군집하여 한국어 능력 등의 배

양에 힘쓰지 않을 경우 한국어 실력이 오히려 퇴하되는

현상도 목격되었다.

아래 <Figure 2>는 유학생 성적에영향을 주는 상관계

수를히트맵으로 나타낸결과이다. 붉을수록음(-)의 상

관관계를 지니며, 푸를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학업성적의 관점에서 연령은 한살이라도 젊을수록 학업

적응( = -0.14)에 다소 유리한 결과값이 나타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생활력과 적응력이 강해 유학생

활 학업 적응도( =+0.33)가 다소높게 나왔다. 중국동

포(조선족)는 한반도와접견이잦고 한민족 문화적특수

성에 의한영향등으로 한국어습득능력은 한족(漢族)에

비하여높으나( =+0.09) 학업성취도( = -0.08)면에

있어서는오히려약간낮게나타났다. 어학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오히려 성적이 우수하게 나타났

는데, 전에서도 언급하였듯해외나타대학에서 어학능력

을 이미갖추고 학부과정으로 직접진학한 학생들에 의한

(+)원인이 그 주요 요인이었다( = +0.32).

아울러 주요 인증제 지표중 하나인 기숙사 거주요

인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하였듯, 자취생보다는 기숙

사생이 관리적 강제 통제환경을 지니므로 학업성취도

가 다소 높게( = +0.18)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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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Coef  Std Err t P>|t|

 Age -0.0311437 0.0070589 -4.41 0.000

 Sex 0.2312371 0.0265922 8.70 0.000

 Brethren -0.1646760 0.0520659 -3.16 0.002

 Admin Type 0.1994327 0.0258626 7.71 0.000

 Drop Student -0.7311904 0.0618327 -11.83 0.000

 Language Course -0.2340574 0.0241381 -9.70 0.000

 Dormitory 0.1285002 0.0241565 5.32 0.000

 TOPIK 0.1243544 0.0074716 16.64 0.000

 Cons 3.1774920 0.1622268 19.59 0.000

Source SS df MS

Model 356.343047 8 44.5428809

Residual 643.969291 2,181 0.29526331

Total 1000.31234 2,189 0.45697228

F(8,2181) = 150.86
Prob > F = 0.0000
R2 = 0.3562
ADJ R2 = 0.3539
Root MSE = 0.5433

<Table 5> Multi Linear Regression of Foreign Students GPA

예상대로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인 한

국어 능력(TOPIK)시험은 학업성취도에 강한 양(+)

의 상관적 영향( = 0.34)을 보였다. 이외에도 특징

적인 점을 보면 언어적 습득력은 남학생보다 상대적으

로 강한 여학생( = 0.23)이 높게 나타났고, 어학실

력이 부족하여 어학당부터 시작하는 신입생 보다는,

이미 한국어 능력시험을 갖추고 입학한 편입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14).

어학성적이 낮을수록 중도탈락과의 상관관계는 예상

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0.09).

이를 통하여 유학생의 토픽 성적은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의 직결성이매우높은 요인임을알수 있었다.

다만 분석변수가 이산형(Discrete RandomVariable)

이며 학업성취도의 누적값은 연속형(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성질을 지니는바, 이를 보완

하는 추가적인 모형적용방법을 제3장에서 적용하기로

하였다.

3. 유학생 학업적응 및 중도탈락 실증 분석

3.1 유학생 학업적응에 대한 다중 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유학생 학업성취의 성적(GPA)을종속변수(Depen-

dent Variable)로설정하고, 연령(Age), 성별(Sex),

중국동포여부(Brethren)(0 = 중국, 1 = 조선족), 입학유형

(Admin-Type)(0 = 신입, 1 = 편입), 재학인 상태와 중도

탈락자(Drop-student)(0 = 재학, 1 = 탈락), 어학당 이수

여부(Language Course)(0 = 미이수, 1 = 이수), 기숙사

수용여부(Dormitory)(0 = 미수용, 1 = 수용), 토픽성적

(TOPIK)(1~6급)을 아래와 같이 독립변수로 각각 설

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근거로 제시된 다중회

귀 방정식은 식 (1)과 같다.

       

    

 
 

 

(1)

<Table 5>의 다중회귀모형 연구결과 성적에 영향

을 미치는 8종의 계수값(Coef)을 부호에 따라 나누어

두 가지로 분류를 하여 측정하였다. t값과 P-value

Test(95%)를 검정결과 제변수는 모두 유의적 결과

가 도출되었다. 아울러 결정계수(R2)와 조정결정계수

(Adj-R2) 모두 35.62%와 35.39%로 모형적합도에

대한 설명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계수로는

이전의 상관계수분석의 기초기술통계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대부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기존 2장

에서 분석한 기술통계와 큰 흐름에서는 일치함을 보였

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 0.2312371), 신입생

보다는 편입생( = 0.1994327), 자취생보다는 교

내기숙사거주( = 0.1285002), 그리고 한국어능력

시험(TOPIK)( =0.1256561)이 높을수록 성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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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적응력이 강한 여학생

이 중국에서 토픽시험을 고득점으로 취득하고, 대학에

편입 후 기숙사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학업에 진

입시 학업 적응이 유리하게 나타났다.

반면 나이가 올라갈수록 ( = -0.0311437), 중국

동포(조선족)일수록( = -0.164676), 학업 부적응

자 일수록( = -0.7311904), 입학 이전 어학코스를

이수한( = -0.2340574) 학생일수록 학업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늦은 나이에 학업에 임

할 때 학업 적응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중국동포(조선

족)일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족(漢族)보다 우수하

나, 학업 충실도가 떨어졌으며,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유학생이 본교 한국어학당(Language

Course)을 이수시에는 실질적 학업력과 직결되지못한

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5개년(10

개 학기)을통틀어 입학한 유학생은토픽성적(TOPIK)

만 놓고 적용하였을 때 토픽성적이 한 등급 상승할 때

마다 유학생의 학점은 +0.167점씩 동반 상승하는 효

과가 나타났다. 즉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지표의 핵심

여건 지표’인 ‘언어능력 30% 이상 보유조건’은 대학의

‘학업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정책적 의의

가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대학은 이를 근거로 어학성적을 사전 취득 후 학부

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중국 또는 베트남 현지 학습형

집중 어학교육프로그램’과 ‘학부 입학 후 한국어 적응

프로그램’ 등을 특성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

전에 이러한 지표를 근거로 ‘맞춤형 유학생 전용 한국

어 학습 프로그램’을 사전에 입학지원자에게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매년 90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수능시험과 유사한

가오카오(高考)성적표는 중국 유학생들의 절대적 비교

가능 준거의 기능이 있어 수집된 270건의 자료를 별도

로 분석하였다. 입학 후 학업 적응도(GPA)를 분석한

결과, 중국 수능시험 성적이 10% 우수한 학생이 들어

올 때마다 입학 후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0.1829점

상승하는 회귀값이 나타났다. 유학생의 학력인증의 증

빙 서류로서 행정적으로만 활용하였던 중국유학생들의

‘가오카오 성적표(高考成績單)’는 향후 대학 입학시 우

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예측모델(predicted model)

로 삼는데 하나의 좋은 기준값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

실을 밝혔다.

3.2 학업성취도에 대한 독립변수 분위별(Quantile
Regression)세부 분해

지금까지 논의한 다중회귀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단순한 음양관계 또는 선형관계(Linear)를

추적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최소자승법(OLS)안에서

종속변수가 ‘동태적으로 일정 궤적을 가지고 분위별

로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까지 포괄적으로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분위 회귀 모형(Quantile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독립변수의 급간

별 분해를 하면 효율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변수별(0%~100%)로 0에서 1까지 분위별 궤적

추적이 가능하므로, 움직임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때 유학생의 성적은 m = 3.032

를 평균값(Mean)으로 점근 분포한다는 가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한다. 미세한 학점 구간별(예 : 4.5~4.0/

4.0~ 3.0/3.0~2.0/2.0 이하 등)로 다른 종속변수

의 계수값이 조금씩 변화됨을 세부관찰 할 수 있으므

로, 연구모형은 식 (2)와 같이 설정한다. 이때 
th값

의 궤적에 따라 의 계수 값은 (0 ≤ q ≤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  (2)

식 (2)에서 OLS에 의해 발생되는 예측오차합 


을 최소화하는 모형인 최소절대편차회귀분석(Least

Absolute-Deviation Regression)을 활용한다. 즉

   를 가장 작게 하는것이 본 분위회귀분석의 목표

이다. 모수가 증가할수록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하여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

타나며 이는 식 (3)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 

(3)

이때 일반적인 형태의 j번째 유학생의 회귀값은 

= 
  ′로 나타내며, 

th번째 분위에 대한 한

계효과 계수값(coefficient)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ə
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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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le
Coef



Age


Sex


Brethren


A-Type


Drop Stu


course


Dorm


TOPIK
cons R2

 0.1
Coef -0.040 0.307 -0.142 0.202 -1.805 -0.247 0.153 0.110 2.703 0.2074
p> |t| 0.047 0.000 0.261 0.000 0.000 0.000 0.002 0.000 0.000

 0.2
Coef -0.033 0.287 -0.136 0.242 -1.224 -0.265 0.136 0.111 2.802 0.1892
p > |t| 0.018 0.000 0.1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3
Coef -0.038 0.209 -0.170 0.230 -0.735 -0.270 0.136 0.111 3.165 0.1886
p > |t| 0.002 0.000 0.005 0.000 0.007 0.000 0.000 0.000 0.000

 0.4
Coef -0.031 0.213 -0.141 0.219 -0.452 -0.263 0.144 0.116 3.123 0.1962
p > |t| 0.005 0.000 0.042 0.000 0.006 0.000 0.000 0.000 0.000

 0.5
Coef -0.036 0.236 -0.126 0.202 -0.449 -0.265 0.136 0.120 3.350 0.2043
p > |t| 0.000 0.000 0.059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6
Coef -0.028 0.227 -0.174 0.185 -0.383 -0.259 0.144 0.120 3.291 0.2158
p > |t| 0.000 0.000 0.01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7
Coef -0.035 0.237 -0.092 0.156 -0.438 -0.278 0.129 0.131 3.564 0.2227
p> |t| 0.000 0.000 0.24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8
Coef -0.033 0.248 -0.097 0.144 -0.484 -0.286 0.107 0.135 3.671 0.2243
p > |t| 0.000 0.000 0.14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9
Coef -0.029 0.250 -0.058 0.161 -0.430 -0.212 0.099 0.121 3.783 0.2137
p> |t| 0.012 0.000 0.526 0.000 0.005 0.000 0.005 0.000 0.000

<Table 6> The Value of the Quantile Regression Model (Dissolving The Detaile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Each 10% Mood)

<Table 6>에서 보듯 분위회귀모형을 통하면 학업

적응력이 낮은 유학생과 중간수준 유학생 및 우수한

유학생 그룹간의 회귀계수 변동추이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다. <Figure 3>, <Figure 4>에서 유학

생 성적의 분포는 점근적으로 커널밀도분포(정규분

포)의 형태로 수렴해 가며, 개별 값의 분위별 회귀값

은 <Figure 5>와 같이 나타냄을 설명한다. 가운데의

중심선은 분위별 각 계수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내고,

빗금친 부분은 해당 각 분위별 신뢰구간(95%)의 영

역을 나타낸다. 연령요인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하위권구간 0.1~0.3에서는 나이가 어린학생일수록 연령

요소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크나(-0.040~

-0.038),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상위권 0.8~0.9으로

갈수록 계수의 영향력은(-0.033~-0.029) 점차 약화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여학생 학업

적응력은 전 학점대에서 남학생보다는 전반적으로 우

수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그 우월성의 영향력(강도)은

하위권 0.1~0.2에서(0.307~0.287) 중위권을 거쳐,

최상위권 0.8~0.9(0.237~0.250)으로 갈수록 약화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성적에 있어서 최상위 구조는

유학생의 남녀 성별 구별 없이 개개인의 내재적 역량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Figure 3> Kernel Density Function of GPA

<Figure 4> GPA B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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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nalysis Result for Each Subordinate Variable Regression View of GPA

편입생의 학업우수정도는 계수적 격차가 0.1~0.2

0.202~0.242로 크게 나타났으나,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러한 신편입의 격차는 약화되어 0.8~0.9 0.144~

0.161로 계수값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입

생은 중국 가오카오에 실패하여 중국대학진학에좌절된

학생 또는 직업학교학생들 때문이고, 편입생은 이미 중

국 입학시장에서 경쟁력을 미리갖추고 3학년 편입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이러한 격차는 개인적 노력과 능력에 의거 분위

적 차이를 상쇄하는 현상을 보였다.

학업성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토픽성적(TOPIK)은 하위권 0.1~0.2(0.110~0.111)

에서는 그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고, 우수한 상위권 

0.7~0.8(0.131~0.135)으로 갈수록 GPA에 더욱더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위성적

이상의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학성적을 점

진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최상위 부분

0.9에서 역진(Reverse)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러한 부분은 학생 개별성적 성취 요소 이외에도 다른

변인이 있는지 추가적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근거로 유학생 수준별 토픽성적에 맞는 학부

강의와 반편성을 하여 학업적응을 지속할 수 있는 ‘성

적 요인별 유학생 맞춤형 학습모형’을 각 대학별로 개

발하는 것을 하나의 정책적 과제로 삼는다면 ‘수업’과

‘중도탈락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

다. 즉 유학생활의 학업성취도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어학습득을 통한 활용능력이 다른 요인에 비하여 주요

한 요소로 부곽된다. 반면 성별, 신편입여부, 기숙사

여부 등의 요소는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극

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중요한 ‘한국

어 능력에 근거한 유학생 맞춤형 정책’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대학별로 시급해 보인다.

3.3 유학생 중도탈락 요인 분석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활용한 기술통계모형 및 일반

회귀분석(OLS)모형은 유학생 변수간의 방향과 기울

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직관적이고 유효하다. 다

만 현상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의 취득과 미취

득자의 구분, 유학생활의 성공과 실패자(중도탈락)를



제27권 제3호 중국 유학생의 학업성취 및 중도탈락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47

이분화를 짓는 분석은 기존의 OLS나 Correlation

분석방법 으로는 다소 한계점이 있다.

종속변수의 측정값이 0 또는 1일 경우, 즉 재학 또

는 탈락 등의 변수로 구성된 이산확률모형(Discrete

Random Variable Model)이나 이항모형(Bino-

mial Distribution)의 경우, 단순한 OLS로는 설득

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유학생 유치부서는 양질의 유학생을 선발

하고, 어렵게 선발하여 입학한 그들을 중도 탈락시키지

않고 졸업시키기까지 수많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

며, 많은 교육비용과 상담․학생지원 인프라를 지원한

다. 이때 대학들은 유학생 선발시 학생의 토픽성적뿐만

아니라 성별, 출신 지역, 해당 유관유학업체, 기숙사거

주권유(통제할 관리)등의 정보수집을 통하여 ‘유학생

지원서비스’에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중

도탈락과 불법체류는 사실상 회사의 매출 손실과도 같

은 과제로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시 해결할 큰 숙제이

기 때문이다.

이때 졸업까지 성공하는 유학생의 성공을 ‘0’, 실패

를 ‘1’이라고 가정하여 본다면, 이항모형(Binomial

Distribution)을 활용하여 식 (5)와 같이 유학생-성

공-실패모형을 정의할 수 있다.

   if 
 if 

and (5)

   if 유학생재학
 if  유학생중도탈락

이항결과모형(Binary outcome models)을 적

용시 기존의 OLS 모형을 우선 식 (6)이라고 하자.

  ′ (6)

이때 유학생의 성공(0)과 실패(1)를 선택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함수로서 y는 0(Pass)또는 1(Failure)

로 표현한다면 선형확률 모델에서는 ′  ′ 값으

로 치환하여 식 (7)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 (7)

그런데 본 OLS 회귀모형의 한계점은 예측확률이

0과 1사이에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즉 1차방정식 직선으로는 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완벽하게 추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보

완단계를 거친다. 이때 아래의 로지스틱 분포(Logi-

stic Distribution)를 따르는 모델을 활용하여 유학

생활의 성공-실패를 식 (8)과 같이 추정한다.

′  ′  ′
 ′

exp′
exp′

(8)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프로빗 모델은 표준정규분포

′가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값을 가지는 성질을 활용한다. 이를 예측확

률에 대입하여 유학생 성공 0과 중도탈락 1사이로 제한

한다면식 (9)와 같은형태로 표현할수 있다. 계수를 모

형화하는 데에서는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

lihood Estimation)을 활용한다.

′  ′ 
∞

 ′
 (9)

식 (9)의 모형을 이용하여 나오는 계수의 기호값은

해석을 해도 무관하나, 각 모형에 따라 계수의 척도가

사실상 다르므로 서로 다른 모델간의 계수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비교하여 순서를 매기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할 수 있다.

OLS 모델의 한계효과는 해당 계수의 미분 값이기 때

문에 식 (10)과 같이 나타난다. 이때 지수 j는 j번째

독립변수를 일컫는다.




  (10)

OLS의 한계모형을 보완한 프로빗 로짓의 성격을

지닌 이항회귀모형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for the Binary Models of Probit & Logit)는

식 (11)과 같이 계산된다.




 ′′ (11)

이를 활용하여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값과, 프로빗

모형,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치를 상호 비교하여

보면 <Table 7>과 같이 유학생 요인의 연구결과가 도

출된다. 이에 대한 한계효과는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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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
Student

OLS–Probit–Logit Model Regression for Drop Students

OLS Regression Probit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Coef t P > |t| Coef z P > |z| Coef z P > |z|

Age -0.0017608 -0.74 0.459 -0.0093714 -0.29 0.769 -0.0266679 -0.38 0.700

Sex 0.0438444 4.85 0.000 0.4561723 3.49 0.000 1.022759 3.67 0.000

Brethren 0.0272626 1.56 0.120 0.1657846 0.76 0.448 0.3238617 0.75 0.452

AType -0.0152722 -1.74 0.083 -0.2747724 -2.12 0.034 -0.6181892 -2.18 0.029

LCourse 0.002664 0.32 0.748 0.2534188 1.97 0.049 0.5601752 1.99 0.047

Dorm -0.0211165 -2.59 0.010 -0.4975937 -3.41 0.001 -1.117988 -3.38 0.001

TOPIK 0.0014208 0.53 0.594 -0.03371 -0.90 0.368 -.0751396 -0.97 0.332

GPA -0.0824042 -11.83 0.000 -0.7931218 -9.03 0.000 -1.604446 -9.47 0.000

_cons 0.310198 5.29 0.000 0.4793238 0.61 0.542 1.386705 0.82 0.412

Number of obs 2,190 2,190 2,190

F (1,2188) 27.35 - -

LR chi2 - 167.49 170.71

Prob > F 0.0000 - -

Prob > chi2 - 0.0000 0.0000

R2 0.0912 - -

Pseudo R2 - 0.2372 0.2408

<Table 7> OLS-Probit-Logit Model Comparision

Drop
Student

Binary Outcome Marginal Effects for Drop Students

Regression-
Marginal Effects

Logit marginal
effects at the mean

Logit Average
marginal effects

Probit marginal
effects at the mean

Probit Average
marginal effects

t P > |t| z P > |z| z P > |z| z P > |z| z P > |z|

Age -0.0017608
(-0.74)(0.459)

-0.0003929
(-0.38)(0.701)

-0.0008118
(-0.38)(0.700)

-0.0003463
(-0.29)(0.769)

-0.0006086
(-0.29)(0.769)

Sex 0.0438444
(4.85)(0.000)

0.0150672
(3.35)(0.001)

0.0311353
(3.59)(0.000)

0.0168583
(3.18)(0.001)

0.0296232
(3.42)(0.001)

Brethren 0.0272626
(1.56)(0.120)

0.0047711
(0.75)(0.456)

0.0098592
(0.75)(0.452)

0.0061267
(3.18)(0.001)

0.0107658
(0.76)(0.448)

AType -0.0152722
(-1.74)(0.083)

0.0091071
(-2.18)(0.029)

-0.0188192
(-2.15)(0.032)

-0.0101545
(-2.12)(0.034)

-0.0178433
(-2.10)(0.036)

LCourse 0.002664
(0.32)(0.748)

0.0082525
(2.03)(0.043)

0.0170531
(1.96)(0.050)

0.0093653
(2.01)(0.045)

0.0164567
(1.95)(0.051)

Dorm -0.0211165
(-2.59)(0.010)

-0.0164701
(-3.56)(0.000)

-0.0340344
(-3.27)(0.001)

-0.0183891
(-3.53)(0.000)

-0.0323131
(-3.33)(0.001)

TOPIK 0.0014208
(0.53)(0.594)

-0.001107
(-0.98)(0.329)

-0.0022874
(-0.97)(0.333)

-0.0012458
(-0.91)(0.365)

-0.0021891
(-0.90)(0.369)

GPA -0.0824042
(11.83)(0.000)

-0.0236366
(-5.98)(0.000)

-0.0488433
(-8.51)(0.000)

-0.0293106
(-6.07)(0.000)

-0.0515043
(-8.10)(0.000)

_cons 0.310198
(5.29)(0.000)

- - - -

<Table 8> Binary Outcome Marginal Effects Comparision for Drop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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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between OLS and Logistics Models between Genders of Drop Students

<Figure 7> Comparison between OLS and Logistics Models between Freshmen and Transfer Students of Drop Students

<Figure 8> Comparison of OLS and Logit Models between Dormitory Residents and Free Residents

성별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실패확률(Sex

Probit = 0.4561723, Logit = 1.022759)이 높았

고, 편입생 보다 신입생이 유학생활의 실패(A-type

Probit = -0.2747724, Logit = -0.6181892) 확

률이 높게 나왔다. 이는 이전연구와 논맥이 일치하듯,

중국고등학교졸업 후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국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한국으로 입학하는 유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고(Dorm Probit= -0.4975937,

Logit = -1.117988), 한국어능력성적이 부족하며

(Topik Probit = -0.03371, Logit = -0.0751396)

학점이 낮을 경우(GPA Probit = -0.7931218,

Logit = -1.604446), 예상대로 유학생활을접고 중도

탈락하거나 귀국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8>

에서 보듯 유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한계효과를 검증

하면 로짓모형(Logit-Model)을 적용할 때 중앙에서

의 한계값(평균한계효과)을 기준으로 성별변화가 1단위

증가시 중도탈락률이 0.0150672 (0.0311353) 높아

지고, 자취생이 한 단위 증가시 탈락률이 0.0164701

(0.0340344)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

지로 신입생보다 편입생의 중도탈락할 확률이 각각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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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GPA between OLS and Logit Models-Study Students & Drop Students

Probit Model for Drop Student Logistic Model for Drop Student

Classified D ~D Total
+ 10 1 11
- 73 2,106 2,179

Total 83 2,107 2,190

Classified D ~D Total
+ 12 4 16
- 71 2,103 2,174

Total 83 2,107 2,190

Sensitivity Pr( +| D) 12.05% Sensitivity Pr( +| D) 14.46%
Specificity Pr( -|~D) 99.95% Specificity Pr( -|~D) 99.81%
Positive predictive value Pr( D| +) 90.91% Positive predictive value Pr( D| +) 75.00%
Negative predictive value Pr(~D| -) 96.65% Negative predictive value Pr(~D| -) 96.73%
False+rate for true~D Pr( +|~D) 0.05% False+rate for true ~D Pr( +|~D) 0.19%
False–rate for true D Pr( -| D) 87.95% False–rate for true D Pr( -| D) 85.54%
False+rate for classified+ Pr(~D| +) 9.09% False+rate for classified + Pr(~D| +) 25.00%
False–rate for classified - Pr( D| -) 3.35% False–rate for classified - Pr( D| -) 3.27%

Correctly classified 96.62% Correctly classified 96.58%

<Table 9> Probit-Logit Model-Correctly Classified Model

이는 프로빗 모형으로 바꾸어 검증하여도 유사한 결

론이 도출되었으며, 사전에 언급한 것처럼 식 (5)~ 식

(11) 모형에서 증명한바 한계효과에 대한 부호는 대부

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선형비선형모형간의

비교 그래프는 위의 <Figure 6>~<Figure 9>와 같이

도출되었다. 프로빗 모형의 적합적 설명력(Correctly

classified)은 분석결과 96.62%로 나타났으며, 로짓

모형으로는 96.58%의 설명적합도가 나타났다. 즉 통

계적 적합도 측면에서도 프로빗 로짓모형의 신뢰도는

단순 OLS의 0.092 보다 각각 모두 유의하였으며, 유

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전반적으로 모

두 높게 나타났다(<Table 9> 참조).

4. 결론 및 논의

4.1 소론 및 연구의 의의

정부와 특히 지방대학은 2000년 이후 학령인구 감

소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기 시작하였다. 이결과 외국

인 유학생의 한국입국 및 선발제한을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세계화에 맞추어 법무부와 교

육부, 연구재단은 상충관계와 보완관계를 반복하며 유

학생 모집의 제한과 확대를 병행하였고, 이에 맞추어

각 대학들은 모집정책을 수립하고 보완하여 외국인 특

별전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왔다. 이 결과 유학생의 확대는

대학의 등록금 수입 재정에 기여를 하게 되었으나, 동

시에 부작용도 같이 수반되었다.

유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장학금 지급,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자취, 한국어 능력 시험 미보유

자의 학부 진학으로 인한 수업의 질적 저하, 한국학생

들과의 심리적 갈등, 유학생들의 중도탈락 및 불법체

류·취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

고는 아래와 같은 의의를 두고 있다.

첫째 그동안 거시적 변수를 근거로 연구한 유학생

모형은 어느정도 연구되었으나, 미시적으로 실제 입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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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이 어떠한 다각적인 요인에 의하여 학업에 영

향을 미치는지, 아울러 학업을 저감시키는 개별적 요

인은 무엇인지, 자퇴까지 이어지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은 많지 않았다. 즉 다양한

계량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점을 찾아간다는 점에 있어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인증제 지표 요인과 인증제 이외의 지표로 구분

하여 분석한 관계로,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에서 유학

생 정책모형을 검토․입안시, 대학정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표를 발굴할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토픽성적과 기숙사 보유율 외에도 한국어학당을

이수한다고 반드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결론은 상식과는 배치된다. 즉 어학당 자체의 커리큘럼

을 개선하는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한국어 교육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과제를 제기하였다.

셋째 중국 가오카오성적(高考)과 국내학점과의 계

량분석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밝히는 융합적 시도를 한

것도 하나의 수확이다. 유학생의 해외 현지성적이 국

내성적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가 간 및

‘학업성취도간의 글로벌 연결사슬(Global Chain of

scholastic achievement)’을 찾는 초안연구로서 본

논고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제학생 간

의 성적 인과관계를 확장하여 국내 대학수학능력시험

과 수능성적 그리고 미국의 SAT 등의 상호관계분석,

국가 간 교차 학업시험 성취도 분석 등 다양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이 되기를 기원한다.

4.2 유학생 선발에 관한 제언

성적과 학업성취 중도탈락 방지가 목표라면 국가와

교육부의 포괄협약에 의한 양질의 유학생 중 외국 및

특히 중국에서 대졸 2학년 편입생 또는 초대졸 졸업생

선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때 다만 2년의 짧은 교육

기간에 대한 대학 재정상 유학생 등록금 수입 부족분

을 메우는 대책을 고려하는 정책을 갖추어야 할 것이

다. 아울러 입학 후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단체 어학코스를 획일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보다는, 협약된 대학간의 협력체계를 견고한 클러스터

학습형태로 체계화 하여 입학전 사전한국어 교육을 충

분히 선행시켜, 최소 토픽 4급~6급 이상 학생들을 선

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력이 있거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는 중국

또는 베트남 현지에서 맞춤형 어학원을 설립하여 운영

하고 최소한 2년 동안 학생의 사전관찰과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유학생을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다. 아울러 학부 입학시 중국 유학생의 경우 중국내

입학기준인 가오카오성적(高考)을 직간접적인 방법으

로 면접고사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유학생 입시모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학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유학생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

국어 능력의 높고 낮음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다. 따라

서 비록 다른 요인들이 유학의 성공 및 중도탈락에 영

향을 준다고 하지만 한국어능력, 그것도 토픽성적의 엄

격한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4.3 본 논고의 남은 과제 및 추후 연구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의 몇 가지 과제

와 개선방향을 남겼다. 첫째로 충남에 있는 한 지역 사

립대 입학생들에 대한 5개년 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

구를 진행한 관계로 전국의 모집단 속에서 큰 다이어

그램 상의 거시적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로드

맵을 완벽하게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느꼈다. 아

울러 수도권, 비수도권, 시도별 소재대학 등의 개별 변

인 요소들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부분을 모두 분석하

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대학정보공시를 종합한 모

든 대학의 원자료 또는 법무부 출입국 성적 입력 자료

를 모두 분석하고 복합적으로 열람할 때 더 좋은 계량

자료가 도출되고 한 단계 높은 연구결과가 진행될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보공시센터와 법무부의 정

보공개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로 학업성취모형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요

소를 계량적 데이터로 간주하여 접근하였기 때문에 비

계량적요소(심리적요인, 매개, 조절효과, 인적요인,

환경적요인)이 복합적으로 본 연구모형과 어떻게 유기

적으로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합그림을

그린다면 다음 연구자의 발전된 방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연구를토대로 교육학 및 교육공학 등의 연구

자가 보다 세분된 기법에 심리적, 정서적인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추가적으로 가미하여 한걸음 더 활용한다면,

본고에서 확인하지 못한 인증제지표 이외에도 유학생들

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발돋움

을 하는데 본 논문이 주요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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