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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ternational students’ use of university health center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ea-
sons. Methods: This was a retrospective descriptive study using data obtained from the electronic record system of one university health center. 
The study participants were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who registered for any of two semesters between March 1, 2014 and February 
28, 2015 and visited the university health center during their registration period. Results: The most common reasons for visits were problems of 
head, eye, nose and throat systems, followed by respiratory system. Their visits mostly occurred in the fall and spring. The most frequently used 
services were distribution of oral medication followed by wound treatment. The number of visits per individual was statistically different by 
gender (u=-3.307, p=.001), but not by their major (χ²=.543, p=0.762) or nationality (χ²=5.518, p=.271). Conclusion: Further study is neces-
sary to better define health needs and related factors for this unique population. The electronic record system provides great opportunities i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eed based health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for research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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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건강 분야에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다양한 성장 발달상의 건강문제를 다룬다. 대상자는 일반적

으로 10-19세 사이를 의미하나,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20-24세까지

의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상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1]. 특히, 대학생의 

경우 아직 성인으로써의 역할의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

생으로써의 집단생활의 특성 및 이들의 건강상태 및 건강 행위가 이

후 생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 건강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1].

최근 우리나라 대학 내 유학생인구는 국제화의 급물살을 타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문화 대학생들의 건강문제는 해외의 경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온 연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

구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 연구범위는 매우 제

한적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2003년도 12,314명에서 2013년도 85,923명

으로 약 10년 사이에 7배 이상 급증하였는데[2], 이들의 양적 성장은 청

소년 건강 및 대학 학교 보건 차원에서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타 문

화권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완료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

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유학생의 건강을 위

한 서비스는 학생 복지 차원 및 교내외 국내 구성원들의 건강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문제는 감염 질환이 발생하여 문

제시될 때 주로 주의를 끌어왔다. 감염 질환 중 홍역의 경우 필리핀, 베

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였으며, 이것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학

교를 중심으로 2차 전파가 이루어져 2013년 107건에서 2014년 4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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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한 바 있다[3]. 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우

리나라의 해외 유입 감염병은 뎅기열(41%), 말라리아(20%), 세균성 이

질(10%), 장티푸스(6%), A형간염(5%), 홍역(5%)순으로 많았으며, 주요 유

입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태국, 말레

이시아 등의 아시아 지역(전체 81%)과 가나, 적도기니 등의 아프리카 지

역(17%)이었다고 보고 하였다[3]. 이 같은 보고는 대학의 다국적 외국

인 유학생들의 수적 증가가 해외로부터의 감염경로를 증가시키며, 이

들의 집단생활이 학생 전체 감염 전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에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다. 또한, 성적 감염을 통한 질병들도 보고되

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실태조사에서 신체계통 증상 중 성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다[4]는 결과는 주목할 점이다. 우리나라 대학

보건실 운영체계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실태 연구결과에서 건강 상

담 서비스 중 성병/에이즈 상담이 22.5%[5]로 포함된 것을 미루어 학교 

내 감염 질환은 우선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감염 질환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건강 문제, 즉 정서적 문

제, 흡연 및 음주와 같은 건강습관의 경우에도 대학 건강서비스에서 

지속적 관심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나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상대적으

로 어린 나이에 겪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와 건강문제에 쉽게 노

출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우울 정도는 한국학생보다 

높았으며[6],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실태조사에서는 외

국인 유학생의 흡연율이 22.3%이였으며, 외국인 유학생이 음주하는 경

우도 전체의 72.3%를 차지한 것[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적인 문

제와 흡연과 음주 같은 건강 위해 행위는 장기적인 유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유학생을 포함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

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5년 3월 1일부터 시

행하였다[7]. 그러나 건강보험 의무화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보장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기반으로써의 역할을 할 뿐, 실제 이

들을 위해 대학 현장에서 어떠한 건강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들

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어떠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 

제시는 아직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건강보험적용을 받는다

고 할지라도,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경제적 부

담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병원이나 약국 등의 

기존 의료기관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건강센터의 질병 치료, 건강증진 

서비스는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문제 및 건강서

비스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발표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연구로는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생리통, 소화불

량과 같은 일시적인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4]. 또한, 국내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 중 1년 동안 질병 발

생의 경험이 있었던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국 유학생

들이 여러 질병 증상 중 설사, 심장 이상 박동을 느낀 경우가 한국 대

학생보다 더 많았다[8]. 또한, 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98명과 

한국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학생과 유학생의 건강상태지각과 건

강증진행위 및 우울 성향을 비교하였는데, 심한 우울 성향의 경우 한

국학생이 4.0%에 반해 외국인 유학생은 10.0%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독감, 경제적 어려움, 문

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 미래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 등 스트

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이러한 문헌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요약할 수 있다. 우

선, 대부분 국내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를 우리나라 대학에서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이 컸다. 또한, 편의 추출을 통한 연구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 목

표 대상자들의 특성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기

억을 바탕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기에 정보의 정확

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웠으며 단편적 서술연구가 대부분으로 시기에 

따른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

학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문제 및 서비스 이용 

현황을 대상자 특성과 년 중 시기별로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건강센터를 이용하였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산화

된 검진기록을 통해 유학생들의 건강문제 및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

사한 후향적 서술 연구이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였다.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

지 한 해 동안 인천지역 일 대학의 대학건강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학

부 유학생들 전원인 85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포함기준은 상기 

기간 학부과정으로 정규 등록한 외국 국적의 학생이었다. 교환학생, 방

문학생 및 한국어과정 학생은 제외하였는데, 이들은 개인 특성이 다

양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개인 특성 및 연간 이용 현황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85명은 같은 기간 등록한 

학부 외국인 유학생 전체 677명 중 약 12.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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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자료는 전산화된 검진기록에 접근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검진기

록 요약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획득한 자료는 크게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건강센터 이용실태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

이, 국적, 전공을 포함하였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적의 경우 개

별 출신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그리고 개별 전공이 아닌 소속 단과대

학으로 분류하였다. 단, 중국인의 경우 해당 인원이 많아 국적이 개인 

식별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별도로 분

류하였다. 대학건강센터 이용실태는 방문일시, 주증상, 그리고 사용 서

비스를 조사하였는데, 사용 서비스는 투약, 처치, 건강증진 상담, 진료

의뢰 여부를 포함하였다.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해당 대학의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40812-1AR)

과 관련 부서장의 허락을 획득한 뒤 시작되었다. 전산화된 자료를 후

향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식별의 가능성이 최소화된 자료를 획득하였

기에 연구참여 동의서는 면제되었다. 자료수집은 우선 대학 외국인 유

학생 담당 부서로부터 해당 기간 정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번 

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대학건강센터의 전산망에 접근

하여 이용자 명단을 확보하였다. 이후, 해당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대학건강센터 이용실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자료의 질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특

성 및 연중 시기 별 대학건강센터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t-test, 

chi-square test, ANOVA 등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는 alpha =.05 및 양

측검정을 시행하였다. 연중 시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하였는데, 

봄은 3-5월, 여름은 6-8월, 가을 9-11월, 겨울은 12-2월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85명이었다. 여성이 55명(64.7%)으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Student (N=85) 

 n (%) or Mean (SD)

Gender
Female
Male

  
55 (64.7)
30 (35.3)

Age (year) 22.4 (2.3)
Region of nationality

Chinese
Central Asian Countries*
South-East Asians†

Africans‡

Americas§

Unknown

  
21 (24.7)

9 (10.6)
9 (10.6)
3 (3.6)
1 (1.2)

42 (49.4)
Majors

Business
Engineering
Liberal & Social Sciences

  
39 (45.9)
30 (35.3)
16 (18.8)

*Central Asian Countries = Uzbekistan, Kyrgyzstan, Mongolia; †South-East 
Asians = Malaysia, Cambodia, Indonesia; ‡African = Rwanda, Kenya, Republic of 
the Congo; §Americas = El Salvador. 

Table 2. Types and Frequencies of Chief Complaints at Visits per Seasons            
 (N=85, visits=183) 

Types / Quaters
Spring Summer Fall Winter Total

(% in a column)Frequencies (%)

Total (% in a row) 115 (33.3) 46 (13.3) 122 (35.4) 62 (18) 345 (100)
General

Fever
Fatigue
Dizziness

  
17

4
3

  
1
1
0

  
6
2
0

  
6
1
2

43 (12.5)
30 (8.7)

8 (2.3)
5 (1.4)

Head & ENT
Sore throat & 
 hoarseness
Rhinorrhea
Headache
Eye itching, 
 redness & pain
Ear pain

  
22

  
17

9
3
  
1

  
5
  

13
1
3
  
1

  
22

  
19

8
2
  
2

  
10

  
7
4
2
  
1

152 (44.1)
59 (17.1)

  
56 (16.2)
22 (6.4)
10 (2.9)

  
5 (1.4)

Respiratory
Coughing
Sputum

  
19

4

  
5
1

  
13

8

  
5
3

58 (16.8)
42 (12.2)
16 (4.6)

Skin
Skin damage
Swelling
Furuncle
Itching
Herpes zoster

  
2
1
1
0
1

  
7
0
1
0
0

  
9
3
1
3
1

  
6
3
1
0
0

40 (11.6)
24 (7.0)

7 (2.0)
4 (1.2)
3 (0.9)
2 (0.6)

Musculoskelectal
Pain
Bite injury

  
3
0

  
1
0

  
7
2

  
2
0

15 (4.3)
13 (3.8)

2 (0.6)
GI

Nausea & 
 vomiting
Dyspepsia
Diarrhea 

  
2
  
1
1

  
0
  
0
2

  
4
  
4
1

  
2
  
2
1

20 (5.8)
8 (2.3)
  
7 (2.0)
5 (1.4)

Dental
Stomatitis, mass
Toothache
Periodontitis

  
0
1
1

  
1
1
1

  
1
1
0

  
2
1
0

10 (2.9)
4 (1.2)
4 (1.2)
2 (0.6)

Psychiatry
Insomnia

  
0

  
0

  
1

  
0

1 (0.3)
1 (0.3)

Women’s health
Dysmenorrhea
Others

  
1
1

  
1
0

  
1
1

  
0
1

3 (0.9)
3 (0.9)
3 (0.9)

Complaints are not mutually exclusive; ENT=Ear, nose and throat; GI=Gastrointest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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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성보다 조금 많았으며, 총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2.4세(± 2.3)였다

(Table 1). 국적별로는 아시아국가가 39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에서도 중국이 21명(2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만, 

국적이 전산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도 42명(49.4%)을 차지

하였다. 전공으로는 경영대학이 39명(45.9%)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과

대학 30명(35.3%) 및 인문·사회 대학이 16명(18.8%)의 순이었다. 

주증상

Table 2는 유학생들이 호소하는 주증상의 빈도를 신체계통별 및 계

절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기간 동안 총 85명의 유학생이 183회 대

학건강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호소한 증상의 빈도를 계절

로 분석하였을 때 가을이 122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봄 115건

(33.3%), 겨울 62건(18%), 여름 46건(13.3%)순이었다. 유학생들이 호소한 

주증상 가운데에는, 두경부 증상이 152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호

흡기계 문제가 58건(16.8%), 일반적 전신증상이 43건(12.5%)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던 신체 계통별 증상 분류와 관련하여, 

더 세부적인 증상을 살펴보았을 때, 두경부에서는 인후통(17.1%)이, 호

흡기 계통에서는 기침(12.2%)이, 그리고 일반적 전신 증상에서는 열

(8.7%)이 가장 많았다. 

건강 서비스 이용

Table 3은 유학생이 받은 건강 서비스를 종류와 계절별로 빈도 분석

한 결과이다. 해당 기간 동안 유학생이 대학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이용

한 서비스는 총 466건으로 학생 1인별 평균 이용 서비스 횟수는 5.5건

Table 3. Types and Frequencies of Services Received at Visits by Seasons       (N=85, visits=183) 

Treatments
Spring Summer Fall Winter Total

(% in a column)Frequencies (%)

Total (% in a row) 148 (31.8) 62 (13.3) 174 (37.3) 82 (17.6) 466 (100)
PO medications 118 42 112 43 315 (67.6)
Treatment without PO medications

Wound dressing
Treatment for muscle and joints*
Oral gargling & ointment application
Eye irrigation & ointment application
Temperature measurement

18
9
2
4
1
2

15
10

1
3
0
1

39
22

6
7
0
4

19
10

1
3
1
4

91 (19.5)
51 (10.9)
10 (2.1)
17 (3.6)

2 (0.4)
11 (2.4)

Health counseling† 1 0 17 12 30 (6.4)
Rest & observation 1 2 1 2 6 (1.3)
Referrals 9 3 3 6 21 (4.5)
Others‡ 1 0 2 0 3 (0.6)

*Treatment for muscle and joints included ice pack application and application of pain relief patch and spray; †Health counseling included personal health management, 
wound management and healthy diet; ‡The others include aromatherapy & paper work; PO=Per oral.      

Table 4. Use of Health Services by Characteristics of Students      

Number of visits Number of symptoms Number of medications Number of other services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ge
   Spearman rho (p)

  
.087 (.430)

  
.068 (.537)

  
.013 (.905)

  
.107 (.328)

Gender
   Male
   Female
   Mann-Whitney U-test (p)

  
3.0 (2.2)
1.7 (1.3)

-3.307 (.001)

  
6.0 (5.4)
3.0 (2.4)

-2.291 (.022)

  
5.8 (5.1)
2.6 (2.7)

-3.095 (.002)

  
2.3 (3.0)
1.5 (2.1)

-1.562 (.118)
Majors
   Engineering
   Business
   Liberal arts & Social science
   Krus Wallis test (χ², p)

  
2.2 (1.8)
2.3 (2.0)
1.8 (1.2)

.543 (.762)

  
3.9 (4.2)
4.0 (4.2)
4.4 (3.0)

1.837 (.399)

  
3.8 (4.1)
3.4 (4.1)
4.2 (3.8)

1.217 (.544)

  
2.0 (3.1)
1.8 (2.4)
1.3 (0.9)

.005 (.998)
Nationality 
   Chinese
   Other Asians
   Africans
   Krus Wallis test (χ², p)

  
2.8 (2.2)
2.3 (2.2)
2.0 (1.7)

5.518 (.271)

  
5.1 (5.1)
4.0 (4.1)
3.3 (2.3)

3.244 (.518)

  
4.5 (4.9)
2.8 (2.7)
3.3 (2.5)

3.365 (.499)

  
2.3 (2.8)
2.4 (3.7)
1.3 (1.2)

3.156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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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이었으며, 방문 1회 별 평균 이용 서비스 횟수는 2.5회(±1.2)이었

다. 우선, 유학생이 받은 건강 서비스는 계절별로는 가을이 174건

(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봄 148건(31.8%), 겨울 82건(17.6%), 여름 62

건(13.3%)이 그다음 순서였다. 건강서비스의 종류별로는 약물투약이 

315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19.5%), 건강 상담(6.4%)순으로 많

았다. 또한, 투약을 제외한 처치 서비스 가운데에는 상처관리가 51건

(10.9%)으로 가장 많았고, 구강처치(3.6%)가 그 뒤를 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학건강센터 방문 및 서비스 이용

Table 4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학건강센터 방문 및 서비스 이용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평균 및 표준편차와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

성 여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이와 방문횟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p =.430), 증상(p =.537), 약물(p =.905), 

기타 건강 서비스(p =.328) 등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성

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비모수 검정에서 성별에 따라 

방문 횟수에 유의한 차이(Mann-Whitney U = -3.307, p=.001)가 있었으

며 남성이 여성보다 순위가 높아, 이용자 중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대학건강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약물

처방(Mann-Whitney U = -3.095, p =.002) 및 호소하는 주증상의 빈도

(Mann-Whitney U = -2.291, p=.022)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빈도수가 많

았다. 그러나 기타 서비스는 이용횟수는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Mann-Whitney U = -1.562, p =.118). 이외에 전공 및 국적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 해 동안 대학건강센터를 이용한 외국인 유학생 전수

를 대상으로, 전산화된 건강기록을 이용하여 그들의 건강문제 및 서비

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건강센터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호

흡기계 및 이비인후과 질환이었으며, 방문 시기도 그러한 질환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봄과 가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이 단편적 서술 연구로써 연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상의 분포나 이용률을 본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예를 들어, 

유학생 건강 상담 센터를 방문한 건강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건강상태가 건강군(92.9%)이

라고 지각하였으며 신체계통별로는 성 관련 문제와 구강질환, 눈의 피

로감이 높은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4]. 또한, 유학

생은 아니지만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본 연

구의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안전 보건 공단의 2011년 근로환경조사 자

료를 2차 분석한 연구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건강문제

는 근육통인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488명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살펴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상 상관성에서 우울 증

상이 전체 대상자의 2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는 아마도 연구대상자의 연령, 기숙사 생활 

등의 집단생활 여부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

세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대학건강센터 방문횟수는 국적 또는 전공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특정 국적을 가진 

학생이 다른 국적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방문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용자는 중국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최근 대부분 대학에서 중국인 국적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11,12]. 중

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즉, 대학건강센터가 이러한 문화권 학생들의 건강 요

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

순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입학 

사정 시에 필수로 요구되는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

히 중국 문화와 관련 있는 건강요구도의 파악이 필요하며, 중국어로 

된 건강 설문지 또는 건강 정보 등의 제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중국인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건강문제, 즉,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 등에 대한 지

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13],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14-17] 국내 거주하는 외국

인 유학생들의 정신 건강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

생들의 건강실태조사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64.3%)와 운동

부족(67.9%),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4] 역시 유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하

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이용자별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대학건강센터 이용

자는 경영대학소속의 유학생이었지만, 개인의 방문 횟수를 단과대학

별로 비교분석을 하였을 때는 전공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이용자가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 호

흡기계 증상임을 고려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실험이나 현

장실습 등이 많은 이공계나 자연계 학생에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외

상 등의 건강 문제보다는 교내 기숙사 등에서 집단생활을 할 때 흔히 

발생하는 호흡기계 감염 등이 훨씬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는 전공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건강문제임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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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건강센터의 이용 양상이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이용자가 남학생보다 많았지만, 실제 개인별 

이용횟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방문건수가 더 많았다. 이는 기존의 

문헌과는 약간의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유학생 건강 상담 센터를 방

문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의료서비

스 이용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율이 높아[4] 본 연구의 결과와 비

슷하였지만, 여자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4]. 본 연구와의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건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설문조사를 한 연구

결과이기에 실제 대학건강센터 방문자들과는 여러 관련 특성들이 차

이가 있었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보건실 운영체계 및 건강증

진 서비스 제공 실태 연구결과에서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129

개 학교에서 임신상담이 30.2%으로 개인상담, 교직원 개인상담 다음

으로 많았으며, 성병/에이즈 상담 22.5%[5]로 포함된 것을 미루어 실제 

건강문제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여학생들이 지

속적으로 방문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대학건강센터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문헌에서 알려진 여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 민감성,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18-20].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상태 조사에서는 불규칙한 월경 및 난소나 자궁 수술,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여성건강문제가 높은 빈도로 보고된 바 있다[21].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여성건강 문제가 3건(0.9%)에 불과하였고, 정신건강문제로 

내소한 경우도 매우 극소수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인여성이 

경험하는 건강문제의 일반적 양상보다도 훨씬 적은 수로 판단되며, 특

별히 초기 성인기에 있는 유학생들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이나 여성건

강 영역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학건강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약 등을 제외한 서

비스 중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중재는 상처관리였으며, 건강증진 서비

스가 그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는 대학 전체의 방문 학생 수와 대학건

강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제공하고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의 내용 및 맞춤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학생의 건강정보 등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는 대학건강센터의 효율적 시스템의 부족 및 인력의 과중한 

업무가 주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국의 대학보건실 운영체계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실태를 설문조사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보건실은 학제 및 부속의료기관의 지원수

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수준 및 운영체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대학교 운영체계 중 1순위로 개선해

야 할 과제로 관련법 및 규정 미비(24.4%), 절대 인력수의 부족(12.6%), 

예산 부족(11.7%), 인력의 전문성 부족(11.7%)순으로 나타나[4] 비단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대학건강센터는 

학생의 수적 증가와 학교 규모를 반영하여 보건소설치규정을 제정하

고, 대학교 부속기관으로 대학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다. 또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상담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대학생들에게 맞는 교육매체 사용은 청소년 후기 대상자

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22] 앞으로 대학건강센터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맞춤 건강 요구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대학건강센터 유학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

였고 소수의 연구대상자만을 포함하였기에 전국의 유학생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에,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일반화에 제한점을 갖는다. 이

미 진료를 목적으로 전산화된 자료를 연구용으로 사용하였기에 미기

재된 자료를 추적하여 보충하지 못한 점에서 손실자료에 대한 편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자료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의료보험이 

필수로 요구되기 전 자료로써 이후의 자료와 비교분석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일 대학의 대학건강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

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후향적 서술연구로써, 대학건강센터의 이용

현황을 유학생의 개인 특성 및 연중 이용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유학생들의 가장 주된 대학건강센터 방문 이유는 호흡기계 및 이비

인후과 질환이었으며, 시기적으로도 봄과 가을에 가장 빈번한 방문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학건강센터 이용 현황은 국적, 전공에 

따라 차이는 없었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자주 대학건강센터를 

방문하였고, 성별, 심리적 및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의 제공에 제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건강센터 

자료의 전산화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의 특성, 보험

등록 여부, 서비스 이용 현황, 예방접종 정보 등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이를 학생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화된 

자료는 유학생들의 건강 요구도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들이 졸업 이후 국내에 계속 거

주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할 때에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대학을 포함하는 다기관 연구를 통

해 보다 대표성있는 연구대상자를 확보하고, 그들의 다양한 개인적 특

성을 포함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서비스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제한적인 건

강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위해 건강 상담, 

다양한 경로의 건강정보 제공, 국가 별 특성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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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배치가 필요하며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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