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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중국 유학생의 여가만족과 희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왕방*, 이창식**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Hope on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Wang Fang*, Chang Seek Lee**

요  약  본 연구는 충남, 서울, 인천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한 중국 유학생 361명을 대상으로 여가만족과 희망
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조사도구로 여가만족 
척도 24문항, 희망 척도 12문항, 대학생활 적응 척도 6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에 적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
석, 평균비교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첫째,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습과정에 따라 어학연수 집단이 학부와 대학원이상 집단보다 높았으며 체류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집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의 주도, 경로사고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셋째,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가만족과 희망의 주도사고와 경로사고이었으
며, 그 중에서 여가만족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주제어 : 재한 중국 유학생, 여가만족, 희망, 경로사고, 주도사고, 대학생활 적응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hope on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1 chinese students among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Chungnam, Seoul and Incheon. Frequency, reliability, mean compari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nese students in the language training group was better in the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than those in each group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he chinese 
students who stayed less than six months in Korea were better in the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than those 
who stayed more than 6 months. Second, there was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among chinese students'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leisure satisfaction, and hope. Third, leisure satisfaction and hope significantly 
influenced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Among them, leisure satisfaction influenced most.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Key Words : Chinese Students in Korea, Leisure Satisfaction, Hope, Agency Thinking, Pathway Thinking,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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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한국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최근 그 

수는 차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통계(2011.12.31)에 의하면 정규 학  과정과 어학

연수원에 등록한 학생을 포함하여 한국 국내 외국인 유

학생은 총 88,468명이며, 이 가운데 국 유학생은 

65,271명으로 체 외국인 유학생의 7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이후 한  수교  문호

개방으로 많은 한국 교포  국인들의 한국 입국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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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며, 한국은 국과 지리 으로 인 해 있을 뿐만 아

니라 많은 부분에서 문화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인 유학생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반면 국 유학생의 증가는 이들의 한국에서의 응

이 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재한 국 유학생

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옮겨 다니는가 하면 

학을 이탈하여 불법 장취업을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어 지 않은 응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 부분

의 재한 국 유학생들은 정체성 형성이 요한 과제인 

청년기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정체

성 확립을 해 노력해야 하지만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오는 응 문제로 인하여 정체성 형성을 유 시키고 있

다. 를 들면 학교 응, 진로고민, 일상생활의 스트 스, 

문화부 응, 향수, 고독의 문제도 극복해야 하며 때때로 

지인과 상호작용 시 문화의 표 역할도 하도록 압력

받기도 한다[28]. 

한편 유학생들은 학생활을 통해 한국문화와 동시에 

하 문화로서 한국의 학문화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실 이고 요한 일차 인 생활세계인 

학생활에서의 응이 성공 인 유학 생활을 해 무엇

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1]. 특히, 유학생의 경우 익숙

한 기존 환경을 떠나 언어, 음식, 사회규범과 습, 생활 

방식 등이 생소한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이

러한 갑작스럽고도 격한 환경변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

을 겪게 된다. 학생의 신분으로 더 좋은 교육을 받으러 

외국에 간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나라와 

학에서 응하고 학 를 취득해야 함으로 그 압감은 

오히려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 따라서 증하고 있는 

국 유학생들에 한 심  종합 인 책 수립이 필요

하다. 

한편 여가는 휴식  회복을 통해 신체 , 정신  건강

을 유지시키고 인성의 발달, 자기실 과 자아를 표 하

고 지속 인 성장과 발 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15][43]. 학생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을 개

발하고, 원만한 인간 계를 형성하게 되고 자아실 과 

사회  역할을 배우게 되며, 학생들의 여가생활 리

는 성공 인 학생활의 응을 이끌어내는데 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14]. 이처럼 여가활동은 

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낯

선 한국 학에 공부하고 있는 국 유학생에게 만족한 

여가생활이 만족스러운 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직장인,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

을 상으로 한 여가에 한 연구는 다수이나 한국의 

국 유학생을 상으로 한 여가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희망은 실에 근거를 둔 미래의 목표달성을 한 

정  기 이며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

를 부여하는 강한 내면  힘을 지닌 다차원 인 구조이

다[2]. Snyder는 인간의 행동은 목표 지향 이라 가정하

고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다양한 방법이

나 경로를 찾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그러한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 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동기

화하는 주도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된다고 하 다. 

즉,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다양한 경로를 

찾아내고, 이러한 경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생성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37]. 이러한 이유로 희망수 이 높

은 사람들은 도 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을 맞

추고, 목표달성에 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정

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40]. 한 희망 수 이 높

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

을 도와  사회  지지망을 생각하고 도움을 극 으로 

요청한다고 하 다[17]. 

국 유학생들은 새로운 세계에 해 무한한 동경과 

한국 학생활에 높은 기 를 갖고 유학생활을 시작하나 

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 응을 겪게 된다. 이러

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희망수 이 높은 학생이 극

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찾는 반면에 희

망수 이 낮은 학생은 도피한다. 이에 따라 희망이 국 

유학생에게 성공 인 한국 학생활 응에 요한 요인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한 국 유학생 상으로 희망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무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하는 국 유학생을 

상으로 학생활 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계를 

규명함으로서 이들이 학생활을 더 잘 응하도록 돕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을 한 연구문제는 첫째,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학생활 응은 어떠한가?, 둘째,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상

계는 어떠한가?, 셋째, 재한 국 유학생의 여가만족과 

희망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로 설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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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여가만족

여가만족은 여가활동 참여자가 여가활동에 참가함으

로써 느끼게 되는 주  감정을 뜻한다. 즉, 개인이 선택

한 여가활동 참가의 결과로 얻어지며, 개인이 형성유도

하거나 획득하는 정  인식 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33].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개인의 심리  욕구의 충족은 그들의 신체 , 정신

 건강과 생활만족, 그리고 심리  발달에 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고 있다[42]. 따라서 학생의 여가활동은 삶

의 질  향상, 자아실   행복추구 그리고 건강유지  

증진에 효과 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재한 국 유학생의 여가실태를 살펴보면 여가

활동 유형이 단일하고 여가빈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는 국인 학생들은 부분 여가에 심을 두지 않고 있

으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그리

고 국 유학생들은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으며,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 다[13]. 

 

2.2 희망

Snyder 등은 희망이란 성공 인 경로와 주도가 상호

작용 으로 조직된 사고의 정  동기 상태로 정의하

다[39]. 즉, 희망은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해 다양

한 경로를 찾아내고 이러한 경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

기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36]. 한 희망이란 희망 

지향 인 에 지인 ‘주도사고(agency thinking)’와 희망

을 성취하기 한 계획인 ‘경로사고(pathway  thinking)’

간의 상호작용에 기 한 정 인 동기부여 상태로 간주

한다[39]. 즉, 주도  사고(Agency thinking  )란 개인이 

목표 달성을 해 다양한 경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

각된 능력을 나타내며, 경로사고(Pathway thinking)란 

개인이 목표달성에 필요한 가능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을 나타낸다.

희망이 심리  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희망 수 이 높은 사람은 정 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11][34], 더 많은 사회  지지를 얻고[30], 더 은 외로

움을 느낀다[41]는 결과들이 밝 졌으며 희망수 이 낮

은 학생에 비해 희망수 이 높은 학생은 보다 활력

과 자신감이 넘치다는 것을 보고하 다[38].

한 국내의 경우 고 험 집단 청소년을 상으로 한 

나혜진[9]의 연구에서 희망 수 이 증가할수록 스트 스 

처방식  극 인 처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

함으로써 학교 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생활 응을 유지하는 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7]. 장은 [22]은 희망수 이 높은 사람

일수록 학교 응 높은 결과를 내렸으며 학생을 상으

로 한 연구[5]에서도 희망과 자기효능감의 수 이 높을

수록 학교에 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학생은 희망을 품고 유학의 길에 오를 것으

로 상되며, 이러한 희망이 국 유학생들의 한국에서

의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2.3 대학생활 적응

응이란 환경에 한 자발 ・창조  행동이며 그 

필수조건으로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

회의 가치・규범・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보았다

[29]. 학생활 응은 개인 내 인 응과 개인을 둘러

싼 환경과의 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3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생활 응이란 학생들

이 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인 계 

 정서  측면에서 학생활의 요구에 처하는 한 

반응을 말한다[4]. 학에서 응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요한 문제 의 하나다.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응 문제는 응의 기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청년기에 겪게 되는 학생

활 응 문제와 외국인으로서 겪게 되는 학생활 응 

문제를 모두 경험하기 때문이다.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

에게 학생활 응이란 한국의 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환경에 의해 건강이나 행복을 잃지 않고 능동 으로 문

제에 처하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자신의 

삶을 유의미한 것으로 가꾸어 나가는 매사의 노력을 뜻

한다고 할 수 있다[19]. 그러나 실 속에서 외국인 유학

생은 학생활 응을 수월하게 해내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활 응보다는 학

생활 부 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8]. 이에 따라 몇 

가지 변인들은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을 

측하 다. 그  학업성취, 언어능력, 인 계 형성, 사

회 지지, 국・한국 간 문화차이와 여가활동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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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학이라는 환경에서의 응 문제는 장래에 

독립된 성인으로서 당면할 안과 도 에 성공 으로 

처하고 성숙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련된 요한 사

항이라고 할 수 있다[12]. 

2.4 여가만족과 희망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생활 응은 학생활의 다양한 스트 스에 어떻

게 처하는지에 따라 주로 결정이 된다. 선행연구에서

는 스트 스에 처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스트 스를 

원화시키는 여가활동의 참여  역할에 하여 밝히고 

있다[35]. 김수연・이은경[3]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치 , 여가  시간 리, 학업생활, 가

족 계, 경재  주거, 인 계 변인을 제시하 다. 한편 

손유진[14]는 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와 학생활 응

에 한 정 계를 제시하며 이진화[18]는 여가만족도

가 학생활 응의 하 요인인 학업 응  심리  

응과 한 상 계를 제시하 다. 한 홍지수[27]는 

희망과 학교 응에 한 정  계를 제시하 고 희망 

수 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학교 응을 잘한

다고 보고하 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국 유학생들의 여가만

족과 희망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충청남도 S시에 소재한 H 학교, 서울특별시에 소

재한 K 학교  역시에 소재한 Z 학교에 재학 

인 국인 유학생 체 400명을 상으로 설문하 으

며, 설문지에 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6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재한 국 유학생 361명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상자의 성별은 남자 

38.9%, 여자 61.1%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의 범 는 

22~26세가 65.8%로 반 이상이었다. 체류기간은 2년이

상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과정은 학부가 60.7%

로 가장 많았고, 학원 24.9%, 어학연수 14.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 수 은 TOPIK 2 이 30.9%, 

TOPIK 3 이 23.5%, TOPIK 4 이 18.0% 순 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성 별
남자 140 38.9

여자 220 61.1

연 령

17～21세 103 28.9

22～26세 234 65.8

27～31세 18 5

32세이상 1 0.3

체류

기간

6개월미만 63 17.5

6개월～1년미만 29 8

1년～1년 6개월미만 42 11.6

1년 6개월～2년미만 61 16.9

2년이상 166 46

학습 

과정

어학연수 52 14.4

학부 219 60.7

학원이상 90 24.9

한국어

능력

TOPIK1 44 12.2

TOPIK2 112 30.9

TOPIK3 85 23.5

TOPIK4 65 18

TOPIK5 37 10.2

TOPIK6 16 4.4

 

3.2 조사도구

3.2.1 여가만족

본 연구에서 여가만족을 측정하기 해 Beard와 

Ragheb[33]가 개발하고 소원익[16]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 Likert 5  척도로 1  

‘  그 지 않다’부터 5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

뢰도 Cronbach's ａ는 .927이었다.

3.2.2 희망

희망을 측정하기 해서 Snyder 등[39]의 희망척도를 

최유희・이희경・이동귀[24]가 개발한 한국  희망척도

(K-DHS)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주도

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 허 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Likert 3  척도로 1  ‘그 지 않다’부터 3  

‘그 다’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희망 수 이 높

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주도사고 Cronbach's ａ=.652, 

경로사고 Cronbach's ａ=.618이었다.

 

3.2.3 대학생활 적응 

학생활의 응 정도를 측정하기 해 Ba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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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yk[32]가 개발한 학생활 응 척도를 진원[25]이 

번안한 것을 활용하 다. 이 척도는 총 6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을 측정하기에 

부 합한 문항을 제외하여 총 66문항을 사용하 다. 척도

는 Likert 5  척도로 1  ‘  그 지 않다’부터 5  ‘매

우 그 다’로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Cronbach's ａ 값은 .909이었다.

3.2.4 통계변인 

사회인구학  특성에 한 문항을 성별, 연령, 학습과

정, 한국체류기간, 한국어능력수  등 총 5문항으로 구성

했다. 본 연구에서 학습과정은 ‘어학연수’, ‘학부’ 와 ‘ 학

원이상’ 세 단계로 구성하 으며 한국체류기간은 한국에 

유학 온지 얼마나 되는지에 한 문항이며 “6개월 미만”

부터 “2 년이상”까지 5개 척도로 구성하 다. 그리고 한

국어능력수 은 한국 국가기 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리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성  기 으로 설

정하 으며 한국어수 은 1 부터 6 까지 총 6 이다.

3.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하여 SPSS WIN 18.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 다.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변인에 따른 학생활 

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  One-way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을 하기 해 Duncan을 활용하 고 

학생활 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계를 악하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재한 국 유학생

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용하 다.

4. 결과 및 해석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반  특성에 따라 학생활 

응dl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기 하여 t-test  One 

way-ANOVA를 사용하 고 사후검정으로 Duncan을 실

행한 결과 <표 2>와 같다.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은 학습과정과 체류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나 재한 국 유학생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은 학습과정에 따라 어학연수 집단이 학부와 

학원이상 집단보다 높았다. 한 체류기간에 따라 6개

월 미만 집단이 6개월～2년 이상인 집단보다 높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
응 차이
구 분 N M SD t값/F Duncan

성별
남 140 3.2033 .31461

-1.499
여 220 3.2541 .31246

연령

17-21 103 3.2289 .31959

2.607 N.S.

22-26 234 3.2202 .29847

27-31 18 3.4268 .33278

32이상 6 3.3183 .55795

합계 361 3.2346 .31346

학습

과정

어학

연수
52 3.3624 .35077

5.678**

A

학부 219 3.2018 .27945 B

학원

이상
90 3.2406 .35133 B

합계 361 3.2346 .31346

체류

기간

6개월 미만 63 3.3682 .32814

4.008
**

A

6개월～1년 

미만
29 3.2077 .32429 B

1년～1년 

6개월 미만
42 3.2271 .24967 B

1년 

6개월～2년 

미만

61 3.1611 .27000 B

2년 이상 166 3,2176 .32378 B

합계 361 3.2346 .31346

 **p<.01

4.2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관계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과 여가만족, 희망

과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 이변량 상 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재한 국 유

학생의 학생활 응은 여가만족과 희망 모두 유의미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특히 여가만족이 상 으로 

높은 정  상 을 보 으며, 상 계가 r=.400 이상으로 

나타나 보통수 의 상 계가 있었다.

한편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활 응은 5  

만 에 3.2314 과 여가만족은 3.3513 으로 간(3 )보

다 높았으며, 희망의 하 역인 주도사고는 3  만 에 

2.2542 , 경로사고는 2.4289 으로 모두 간(2 )보다 

높았다. 따라서 재한 국 유학생 여가만족, 희망은 모두 

간수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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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여가만족, 희망과
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여가

만족

희망
학

생활

응

M SD
주도

사고

경로

사고

여가만족  1 .372
***

.351
***

 .438
***

3.3513 .49146

희

망

주도

사고
  1 .586

***
 .400

***
2.2542 .41974

경로

사고
   1  .429

***
2.4289 .40517

학생활 

응
1 3.2314 .31005

***P<.001

4.3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

한 위계적 회귀분석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함 결과 <표 

4>와 같다. 먼  잔차의 독립성을 악하는 Durbin- 

Watson은 1.819로 정상범  1-4 이내의 값을 가지며, 극

단치를 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1.183-30.301, 0.000-0.103, 그리고 심화된 Leverage 값

은 0.003-0.084로 정상범  값을 가졌으며, 다 공성선을 

악하는 공차한계(Tolerance)는 0.551-0.967, 그리고 상

승변량(VIF)은 1.034-1.815로 각각 정상범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에 한 계  회귀분석은 회귀분석의 기

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인은 개인  특성의 성별, 연령, 학습과정, 체류

기간을 투입하 으며, 독립변인은 여가만족과 희망의 하

역인 주도사고와 경로사고를 투입하 다. 투입한 독

립변인은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을 31.7% 설

명하 으며, 통제변인인 일반  특성은 4.2%, 여가만족

은 17.2%, 희망은 10.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

만족이 가장 높은 설명량을 보 다. 

모형3에서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은 여가

만족도가 높을수록, 희망 수 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이

 여가만족이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냈다. 한 희망의 

하 역을 보면 주도사고보다 경로사고가 상 으로 

학생활 응에 높은 기여도를 보 다.

<표 4>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일

반

특

성

성별

(남=1)
-.045(-.070) -.062(-.096)* -.058(-.091)*

연령 .070(.134)* .057(.108)* .059(.112)*

학습

과정
-.013(-.026) -.012(-.025) -.025(-.050)

체류

기간
-.033(-.161)

*
-.024(-.117) -.020(-.098)

여가만족 .267(.418)
***

.176(.275)
***

희

망

주도사고 .113(.152)
**

경로사고 .184(.239)
***

F 3.906
**

19.342
***

23.308
***

R2 변화량 .042 .172 .102

R2 .042** .215***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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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재한 국 유학생을 상으로 일반  특성

에 따른 학생활 응의 실태를 악하고, 이들의 학

생활 응과 여가만족, 희망과의 계를 규명함으로서 

국 유학생의 한국에서 원만한 학생활 응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으며, 이 연구의 결론을 제

시하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은 학습과정

에 따라 어학연수 집단이 학부와 학원 이상 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Baker[31]가 보고한 신입생 신화

(freshman myth)와 유사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신입생들은 입학  자신의 능력과 학에 해

서 신화  기 를 가지고 있는데 입학 후 실제 학생활

에서 지각하는 자신의 응 능력과 학에 한 만족도

는 기 보다 떨어지므로 실제 입학 당시 측정된 수보

다 낮게 된다는 것이다. 한 실 인 어려움 때문에 

학생활 응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재한 국 

유학생이 학부와 학원에 재학하는 유학생이 어학연수

보다는 수업내용이 더 어렵고 과제도 더 많아서 학업에 

더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어학

연수과정에서는 국인 유학생만의 동일집단만이 존재

하다 학부와 학원 이상에서는 국문화와 한국문화가 

만나 문화충격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가 학생활 응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은 체류기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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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6개월 미만 집단이 6개월～2년 이상인 집단보다 높았

다. 이 결과는 장성우[21]의 연구에서 유학기간이 길어질

수록 학생활 응의 하 요인인 학업 응과 개인정서 

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유사하 으며, 

장아남[20]은 한국에서 체류기간 6개월 이하 집단이 

학생활 응의 하 요인인 사회  응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두흔[10]의 연구결과는 학생활 응도는 체류

기간이 0~6개월일 때 가장 높다는 것과 일치한다. 한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활 응의 어려움이 있다

는 조은정[23]의 연구 결과 유사한다.

셋째, 재한 국 유학생은 학생활 응과 여가만족, 

희망의 정 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과 학교

응과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밝힌 장은 [22], 

김 선[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나혜진[9]

의 연구결과는 희망은 학교 응과 학교 응 하 요인들

과 모두 정 인 상 을 보 고. 이진화[18]는 여가만족과 

학교생활 응과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상 내용과 같이 여가만족, 희망과 학교 응은 국 

유학생들의 한국 학교육에 있어 상호작용을 하는 

한 계가 있는 변인임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 유학생에게 성공 인 유학을 한 지

침은 재한 국 유학생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의견이 다음과 같다.

넷째,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은 여가만족

과 희망이 학생활 응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향을 살펴본 변인 에서 여가만족이 

가장 큰 향을 주었고 희망의 하 역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재한 국 유학생의 여가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도사고와 경로사고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이 학

교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장은 [22]의 연구

와 학생들의 학교 응에는 희망이 유의한 설명을 해 

 김 선[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 험사건

을 통제하고 희망이 학교 응에 향을 미친다는 남혜진

[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다. 이에 따라 재한 국 유학생

의 여가만족도와 희망 수 을 증진시킨다면 학생활 

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다. 즉, 재한 국 유

학생들의 학생활 응을 높이기 한 학생지도나 생활

지도 로그램에서 희망 수 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 유학생들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

는 변인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

령, 학습과정, 체류기간, 여가만족, 희망에 한 6가지 변

인에 해서 학생활 응을 규명하 다.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국 유학생들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

는 다양한 변인에 한 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여가만족과 학생활 응을 하

역별로 분석하지 못하 고 체 인 값으로 분석하 다. 

앞으로 하 역별로 분석하여 구체 인 자료를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 연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재한 

국 유학생의 학생활 응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

안  여가정책 수립을 한 자료  학의 국 유학생 

유치방안과 여가복지 방안 모색을 한 기 자료로 활용

한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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