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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의 아증후군적 우울증
회복을 위한 방법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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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covery of Sub-Syndromatic
Depression in Chinese Students
Xianyao Ding†, YeonWoo Lee††, CheeYong Kim†††

ABSTRACT
Lately, the mental issues of Chinese worldwide understudies have become an unavoidable examination
issue. As per important explores in different nations, the level of discouragement inclination of Chinese
understudies has been on the ascent. This examination utilizes the Bread cook Wretchedness Scale II
to test the psychological condition of 249 Chinese understudies concentrating in South Korea. The
outcomes show that Chinese understudies in South Korea likewise have a specific level of mental issues.
The extent has reached 34.5% of the absolute number of Chinese understudies in South Korea. This
exploration investigates the current circumstance dependent on the review results, and directs a top to
bottom examination of the attributes of worldwide understudies in Korea. Simultaneously, it is
recommended that mental treatment can be utilized to work on their psychological state. Through the
pertinent inquiries for grounds mental directing administrations, it obviously presents the issues that
Chinese global understudies face in South Korean grounds mental guiding, just as the school's
improvement measures. Simultaneously, this examination consolidates the media SNS social stage,
investigates existing issues, and proposes how schools can adequately construct a SNS stage at the
degree of mental advising, just as the adapting techniques and systems for Chinese understudies dealing
with mental issues.
Key words: Chinese student psychology, Subsyndromal Symptomatic Depression, SNS social media,
psychological consultation

1. 서 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한 2020세계적 경쟁
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OVERALL PERFORMANCE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발전된 과학 기술과 상대

리스트(63 countries)에서 8위에 올랐다. 그리고 따

적으로 완전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끊임없이 각국

로 분류한 Training & education분양에서 11위로서

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끌어 시키다. 스위스

벌써 아시아의 일본(18위)과 대만(21위)을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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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한국은 상당한 유학 경쟁력을 갖춘 나라

발표한 연구에서 130명 중국인 유학생을 연구대상으

이다.

로 그중에 45%가 우울 성향 있고, 29%가 불안 증상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

을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27%는 학교 내 심리건강

야에서 교류 발전이 빠르게 시작 되었다. 한중 양국

상담 서비스를 모르거나 잘 모르고 있었다[9]. 또한

의 교육부는 1995년 7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중화

2020년 <미국 대학건강> 잡지에서 미국에 있는 중

인민공화국 교육부와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부의 교

국 유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9%와

육교류와 협력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유학생들

74.3%가 지난 1년간 우울 및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의 한국 학문의 문을 되었다[2].

[10]. 이에 비해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성향 비율은

중국 교육부가 2020년 12월 14일 발표한 <2019년

7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 유학생

도 해외유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1978～2019년

들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 해외유학생수는 총 656만600명이며 2019년 총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다른 나

70만3500명으로 집계됐다[3]. 그리고 2019년 한국에

라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과 비슷한 문화적응, 스트레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약 71067명으로 중국 해외

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유학전체 인수의 10.1%를 기록했다. 2020년 국내 고

따라서 이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우울한 성향

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따라 2003년부터

이나 심리상담을 구했는지, 적절한 방법으로 재외 중

2020년까지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3년 12314

국 유학생들이 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

명에서 2020년 15369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또한

는 것이 필요하다.이전의 연구에서 반영된 중국인 유

이 통계를 보면 2017년 55.1%, 2018년 48.2%, 2019년

학생의 심리상태에 관한 문제에 따르면 본 연구의

46.2%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0% 이상을 차지했

목적과 중점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상태를 상

고, 2020년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은 6만7030

대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재한 중국유

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4]. 그래서 한국으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조사한 후, 이 집단의 심리상태

로 유학된 중국 학생 수가 많고 집단이 넓다는 것을

에 나타나는 문제를 제때에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도

알 수 있어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은 중요한 집단으로

본 연구의 ‘중점이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되었다.

기존 해법의 있는 문제점 등까지 다 분 논문의 살펴

2019년 12월 4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발문에

보는 부분이다.

따르면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는 2억6400
만 명이 넘어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질병을 되었다[5].

2. 이론적 배경

우울은 저조한 기분 상태일 뿐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도 정의된다. 우울증은 대부분 심리학과 정신과학적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 따르면

으로 연구를 많이 있다. 심리학적으로는 심리학자의

DSM-5에서는 증상 기준, 심각 기준, 병정 기준에서

연구가 우울감정에 치우쳐 심리학자들은 우울 자가

각각 우울을 진단한다[11]. 우울증은 질병으로 많은

측정표를 통해 피실험자를 평가해 점수가 높은 사람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진단기준(DSM-5)의 증상을

을 우울자로 본다[6].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우울자에

보면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영향을 미쳐

대한 엄격한 진단과 분류를 할 때 정신의학에 도움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 진단 기준으로는 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7]. 정신학에서 우울은 정서장

단 역량에 미달하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없다. 그

애로 간주돼 우울증에 대해 진단기준을 적용해 진단

러나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 및

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우울 성향이 없다는

건강문제에 관한 국제 분류(ICD-10)>, 미국의 <정

것은 아니다.

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5)>, 중국의 <중국

우울증으로 진단받지 못했는데도 우울 성향을 보

정신질환 진단기준(CCMD-3)>, 한국(DSM-5)이 참

이는 사람들을 '아증후군적 우울증' 이라고 부른다.

고하거나 활용 된다[8].

이미 1994년 L.L. Juddd는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미국 예일대가 2013년 <미국 대학건강> 건강지에

우울 증상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사회적 기능적 손상

중국인 유학생의 아증후군적 우울증 회복을 위한 방법 연구

을 동반하지만 중증 우울증(Major Depression,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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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지 않으면 우울감을 유발하기 쉽다.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 일종의 한계 우울 상태를 가리

이제 SNS는 젊은이들의 대인관계를 맺는 중요한

키는 '아증후군적 우울증(Subsyndromal Sympto-

수단이 됐고, SNS는 젊은이들에게 학습의 도구가 될

matic Depression, SDD)'이라는 용어를 내놓았다

수 있다[18].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또한 네트워크

[12]. 아증후군적 우울증은 우울증 임상 진단 기준에

세계의 새로운 인적 교류 모델을 가져왔으며, 이를

못 미치지만 일반 우울 감정 보다 심한 심리학적 아

통해 새로운 심리 상담 방식인 온라인 심리 상담이

건강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서도 SSD는 중증 우울증

생겨날 수 있다. 그것은 대학 대학생들의 심리 교육

(MDD)이나 경증우울증(MnDD)보다 우울증(SSD)

업무에 심원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통적인 심리

이 더 일반적이고 DSM-IV 진단기준에 있는 증상은

상담의 효과적인 보충 형식일 뿐만 아니라, 매우 필

참고할 수 있지만 SSD 진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요성을 가지고 광활한 발전 공간도 가지고 있다. 최

개념으로 제시됐다[13].

근 들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가 눈에 띄게 성

그래서 '아증후군적 우울증 SSD'는 우울증 진단

장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다

기준인 정신장애 진단 중증 우울 증상 지표와 병정

양한 개인적 관점과 선호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정보

지표에는 못 미치지만 우울증만큼 심각한 직업기능

를 추출하고, 추출한 감정 정보를 여론, 엔터테인먼

저하, 사회적 기능 손상, 의료부하 증가를 초래한다.

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19]. 또

따라서 아증후군적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SNS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정보의 프라

2014년의 연구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 두 지역의

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낮다는 연구도 있다[20].

중국인 유학생 총 213명에 대해 100점 만점에 우울증

이미 확인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통해 젊

검사에 평균 53.49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은이들의 심리를 보다 빠르고 직설적으로 파악할 수

[14]. 이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심리적 문제가

있다. 또한 SNS를 매개로 문제 존재자들이 전통적인

드러났다.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들은 신선한

심리상담 방식을 대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경계감,

대학생활을 즐기면서도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어

거부감 등도 해소할 수 있다.

려움을 겪고 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문화
권으로 들어가 생활하고, 생활과 학업 등 여러 분야

3. 연구방법

에서 발생한 어려움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심리적
장애를 겪게 한다는 현상은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다
[15]. 외국인 유학생은 평균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3.1 연구대상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있으며,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적응력을 초과할 때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우울한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다는 연구도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적용자, 연령, 언어 등 방면 여러 우울측

따라 한국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도를 비교한 후,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자

연구가 진행됐다. 예를 들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

가 측정 완성도가 높은 Beck Depression Inventory

할수록 우울의 정도는 높아진다[16]. 유학생들은 새

II을 측정도구로 선정하여 평가한다. 그러므로, 우울

로운 문화, 언어, 음식, 생활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신

경상은 우울한 감정표현이 있으면서 우울증 임상진

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일정 수준의 학

단기준에 미달하는 건강과 우울증 사이에 있는 심리

업성적을 목표로 했을 때 학업성적이 저조하거나 학

서브 헬스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Wang(2011)이

위 과정을 마치기 어려울 경우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번역한BDI-II 중국어판 21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17]. 중국 유학생들의 심리적

였다[21]. 이 측도는 우울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한다.

스트레스는 언어 장벽, 학교 교육의 부적응, 문화적

21개 문항을 포함하고, 각 문항은 1-4점으로 매겨진

차이, 생활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

다.총 21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해 21-34점은 우울없

국인 유학생은 교수와의 관계, 가족관계, 정서관계,

음, 35-40점은 약간우울, 41-49점 중간우울, 50-84점

친구관계, 학업 등에 문제가 있고 타국에서 제때 해

은 심각우울을 각각 측정한다. Wang(2011)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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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뢰도는 0.94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총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인구 통
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중국 유학생의 인구

3.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인터넷에서 설문조사 링크를 연구대상자들에 배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82명 (32.9%), 여자
167명(67.1%) 이었고 연령는 평균 26.44세였다. 학년

하였고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식별

중에 어학당 학생 7명(2.8%), 학부생 99명(39.8%), 석

할 수 없도록 수거하였다.

사 68명(27.3%),박사75명(30.1%)으로 학부생이 가장
많았다. 한국어 각 수준 분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유
학생중에 독자나 독녀로 단지 47% 나타났고 생활비

3.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4.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
도를 분석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수준은 100만원이하134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4.2 신뢰도와 타당도
우울경상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4. 연구 결과 및 고찰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KMO MSA(measure of samp-

도는 0.95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 검증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249).

Variable
1. Gender
2. Age

3.Education level

4. Korean level

5. Birth order

6. Cost of living level

Valid

Frequency (N)

Percent (%)

Male

82

32.9

Female

167

67.1

Under 20 years

27

10.8

21-25 years

108

43.4

26-30 years

67

26.9

Over 30 years

47

18.9

Preppy

7

2.8

Undergraduate

99

39.8

Master

68

27.3

Ph.D.

75

30.1

Low

46

18.5

Middle and lower

45

18.1

Middle

65

26.1

Middle and upper

56

22.5

High

37

14.9

First born

89

35.7

Middle child

15

6.0

Last born

28

11.2

Only child

117

47.0

Under 1 million won

134

53.8

1-1.5 million won

77

30.9

1.5-2 million won

27

10.8

Over 2 million won

1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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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 adequacy)= 0.959, Bartlett 구형성 지표(Bartlett

국어수준과 r=0.115(p>0.5), 출생순위와 r=-0.006(p>

test of sphericity)인 χ2=3117.697 (df=210, p<0.001)

0.5),생활비수준과 r=-0.071(p>0.5), 우울경상과 r=

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나타났다. Table 2과

-0.011 (p>0.5), 생활만족도와 r=0. 012(p>0.5)로 통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요인분석과 직각회전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한편 연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Beck, Steer와

령는 학년과 r=0.712(p<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

Brown(1996)의 SA-C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검증했

졌고, 학년은 생활비수준과 r=0.172(p<0.01), 우울경

다. 요1는 신체-정서요인(somatic-affective，SA),

상과 r=-0.162(p<0.05) 로 상관관계를 가졌고, 한국

요인2는 인지요인(cognitive, C), 총 누적설명량은

어수준은 생활만족도와 r=0. 187(p<0.01) 로 양의 상

56.8％이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5이상이

관관계를 가졌고, 우울경상은 생활만족도와 r=-0.

었다. 따라서 각 변수의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410(p<0.01)의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사용하였다.

났다.

4.3 상관관계 및 카이제곱 검정

상관관계를 가졌고, 다음으로 각 변수와 우울경상의

각 변수 중에 학력과 생활만족도만 우울경상 간의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울경상과 심리상담 현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5과 같이 학력과

상 분석은 Table 3과 같다. 우울경상은 우울없음 163

우울경상의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 13.339a

명(65.5%), 약간우울 33명(12.4%), 중간우울 33명

(P= 0.148 > 0.05)으로 학력에 따라 우울경상의 유의

(13.3%), 심각우울 22명(8.8%), 충 우울경상 있는 학

미 차이가 가지지 않았다. 학력의 각 빈도를 살표보

생은 86명(34.5%)으로 나타났다.

면 학력은 학사부터 높을수록 우울경상 비률 낮으지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이 성별은

만 표분 중에 어학당 학생이 우울경상도 낮아서 학력

연령와 r=-0.036(p>0.5), 학년과 r=-0.111(p>0.5), 한

과 우울경상은 선형관계가 아닐 수 있다. Table 6과

Table 2 Beck Depression Inventory II Factor analysis.

Factor 1
Component

Factor 2
Factor loading

Component

Factor loading

20. Tiredness or Fatigue

0.757

3. Past Failure

0.826

16. Changes in Sleeping Pattern

0.747

7. Self-Dislike

0.735

18. Changes in Appetite

0.719

15. Loss of Energy

0.718

14. Worthlessness
2. Pessimism

0.726
0.707

19. Concentration Difficulty

0.682

6. Punishment Feelings

0.701

12. Loss of Interest

0.661

5. Guilty Feelings

0.670

21. Loss of Interest in Sex

0.651

8. Self-Criticalness

0.584

17. Irritability

0.585

1. Sadness

0.578

9. Suicidal Thoughts or Wishes

0.567

11. Agitation

0.564

10. Crying

0.527

4. Loss of Pleasure
13. Indecisiveness

0.560
0.505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depression level (N=249).

Variable
1. Depression level

Valid

Frequency (N)

Percent (%)

Minimal depression

163

65.5

Mild depression

31

12.4

Moderate depression

33

13.3

Severe depression

2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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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Variable

1

1. Gender

2

3

4

5

6

7

8

1

2. Age

-.036

1

3. Education level

-.111

.712**

1

4. Korean level

.115

-.014

-.031

1

5. Birth order

.006

.032

.001

-.014

1

6. Cost of living level

-.071

.061

.172**

.046

.042

1

7. Depression level

-.011

-.124

-.162*

-.062

.031

.166

1

8. Life satisfaction

.012

.066

.030

.187**

.036

-.039

-.410**

1

Table 5 Education Level * Depression Level (DL) Chi-Square Test.

Depression level
Minimal
depression

Mild
depression

Moderate
depression

Severe
depression

Total

Count
(% within DL)

4
(2.5%)

0
(0.0%)

1
(3.0%)

2
(9.1%)

7
(2.8%)

Undergraduate

Count
(% within DL)

57
(35.0%)

14
(45.2%)

15
(45.5%)

13
(59.1%)

99
(39.8%)

Master

Count
(% within DL)

47
(28.8%)

11
(35.5%)

7
(21.2%)

3
(13.6%)

68
(27.3%)

Ph.D.

Count
(% within DL)

55
(33.7%)

6
(19.4%)

10
(30.3%)

4
(18.2%)

75
(30.1%)

Count
(% within DL)

163
(100.0%)

31
(100.0%)

33
(100.0%)

22
(100.0%)

249
(100.0%)

Preppy

Education
Level

Total

Chi-Square = 13.339a

Df = 9

Asymptotic Significance (2-sided) = 0.148

a. 4 cells (25.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62.
Table 6 Education Level * Depression Level (DL) Chi-Square Test.

Depression level
Minimal
depression

Mild
depression

Moderate
depression

Severe
depression

Total

Very poor

Count
(% within DL)

6
(3.7%)

1
(3.2%)

3
(9.1%)

3
(13.6%)

13
(5.2%)

Poor

Count
(% within DL)

7
(4.3%)

4
(12.9%)

7
(21.2%)

8
(36.4%)

26
(10.4%)

Average

Count
(% within DL)

58
(35.6%)

18
(58.1%)

18
(54.5%)

10
(45.5%)

104
(41.8%)

Good

Count
(% within DL)

74
(45.4%)

7
(22.6%)

5
(15.2%)

0
(0.0%)

86
(34.5%)

Excellent

Count
(% within DL)

18
(11.0%)

1
(3.2%)

0
(0.0%)

1
(4.5%)

20
(8.0%)

Count
(% within DL)

163
(100.0%)

31
(100.0%)

33
(100.0%)

22
(100.0%)

249
(100.0%)

Life
Satisfaction

Total

Chi-Square = 57.390a ***

Df = 12

Asymptotic Significance (2-sided) = 0.000

a. 9 cells (45.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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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counselling (N=249).

Variable
1. Is there any counseling service on
campus?
2. Did you get counseling service on
campus?

3. Reasons for not consulting on
campus?

Frequency (N)

Percent (%)

Yes

111

44.6

No

70

28.1

Unclear

68

27.3

Yes

11

4.4

No

238

95.6

Not required

141

56.6

Unclear

54

21.7

Language barrier

29

11.6

A sense of rejection

17

6.8

others

8

3.2

4. Did you get any counseling service
on off-campus?
5. Have you used a counseling app?

6. Which method of communication do
you prefer when getting counseling
services?

Valid

Yes

20

8.0

No

229

92.0

Yes

36

14.5
85.5

No

213

Written words

64

25.7

Voice call

47

18.9

Video call

7

2.8

Underline

131

52.6

같이 생활만족도와 우울경상의 카이제곱검정 Chi-

BDI-II 설문지(중국어)의 신뢰도와 효율을 잠정 평

Square = 57.390a *** (p<0.001) 으로 생활만족도에

가한 결과 BDI-II 설문지(중국어) 내부일치성계수

따라 우울경상의 유의미 차이가 가지고 있다. 즉, 우

(Cronbachα)는 0.95로 나타났다. 이는 제시신도 양호

울경상 심각정도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진 것

=0.8의 고정 기준보다 큰 수치로 BDI-II 설문지(중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어)가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BDI-II 설문지(중국어)는 2가지 주요 인자 몸체화-

4.4 심리상남 현상 분석

감정인자(SA)와 인지인자(cognitive, C)를 포함하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상담 현상 분석은

고 있다. 첫 번째 인자는 환자의 정서, 취미 등 감정

Table 7과 같다. 교내 심리상담 서비스가 있는지 알

상태와 각종 생물학적 지표와 관련된 신체 증상을

고 있는 학생은 111명(44.6%), 모른 학생은 충 138명
(55.4%), 교내 상담 했는 학생은 11명(4.4%), 교외 상

담기구에 했는 학생은 20명(8%)으로 나타났다. 그리

반영한다. 두 번째 인자는 주로 환자의 음성 인식 수
준을 반영한다. 이 설문 영문판이 실시한 평가에서
두 인자에 포함된 문항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 교내 심리상담 서비스를 상담하지 않은 원인중에

주요 문항은 일치하며 인자 구성을 일치했다. 본 연

언어장애 29명(11.6%), 거부감 17명(6.8%)으로 나타

구에서는 탐색적 인자 분석을 통해 2가지의 인자를

났다. 또한 심리상담 앱을 사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36명(14.5%), 선호하는 온라인 소통 방식중에 문자

소통 64명(25.7%)으로 가장 많다고 오프라인 소통
방식은 131명(52.6%)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분 연구에서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SA-C 인자 모델에 부합하고, BDI-II 중국
어 버전이 영문 버전의 디자인 철학에 부합하는 구조
의 효율을 제시한다.
이론적 연구부분에 따르면, 분 연구에서 벡의 우
울 진단 구도를 통해 측정된 우울증상이 있는 사람을
아증후군 우울증으로 정의해서 이 연구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다. 분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34.5%는
아증후군 우울증을 보이며 수치에 따르면 전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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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학생의 아증후군 우울증이 10명 중 4명에 육박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지는 못

했다. 특히 아증후군 우울증은 전체 34.8% 중 8.8%가

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통적인 캠퍼스 심리서

중증우울 증세를 보여 적절한 심리치료를 제때 받아

비스는 가장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학교 등은

야 한다.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인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우울도는 마이너

야 하며 올바른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심리적인 부담

스였고, 학부 및 어학원 단계의 응답자들은 석박보다

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학생들의 교내 심리 상

높은 우울성향과 우울도를 보였다. 학부생과 어학원

담 서비스 체계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생들이 심리적으로 더 쉽게 문제를 안고 있다는 증거

잘 학생을 위해 봉사하게 하다.

다 .석·박사 단계에서는 학부 단계보다 학업 스트레

이와 동시에 학교는 응당 sns 멀티미디어 소셜 플

스에 직면한다. 그러나 석박사 과정의 경우 더 강하

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심리상담 방식을 구축해야

고 명확한 유학 목적 등으로 석, 박사 단계의 우울도

한다. SNS 멀티미디어 플랫폼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가 학부생보다 높지 않았다. 학교 측은 심리상담과

전통적인 상담 방식에 대한 거부감, 시간상의 속박

대응책을 제시할 때 이들의 심리상태를 중점적으로

및 기타 요소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이 플

살펴야 한다. 유학 생활 만족도도 역시 우울도와 같

랫폼의 구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전면적인 심

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다. 우울도가 높을수록 유학

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의 다매

생활의 만족도는 낮았다. 그 외 다른 연구에서 밝혀

체 심리상담에 기초한 이런 방식은 전통적인 캠퍼스

진 우울성향과 출생순위, 성별 등의 상관성은 본 연

심리상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다.

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밖에 학생들이 전통심리상담에 대해 거부감이

인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 유학생은 수면 변화로

있는 문제는 다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인한 피로감, 정신력 상실에서 평균이 높았다. 따라

전통적인 상담보다 심리 지도 개념을 약화시키는 활

서 신체화 증상에 맞춰 휴식시간, 규칙적인 식사, 적

동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진행할 수 있다.예술치료,

절한 운동 등을 조절해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다.'인

연극치료, 음악치료 등 다원화된 방식으로 심리문제

지인자'에서는 자기비판·실패감 등이 평균이 높게

를 소통시킬 수 있다. 심리지도개념을 약화시키는 이

나타났는데, 이런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성취

런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접수하게 하고

감·안정감을 상실하는 부정적 정서가 유학생들 사이

학생들의 배척심리를 낮추어 더욱 좋은 심리소통효

에서 두드러졌다.

과에 도달하게 한다.

유학생 집단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데이터 문석을 통하여 '당신이 교내 심리상담 서

유인은 학업의 어려움, 언어 소통의 어려움, 개인적

비스를 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심리상담이 필요하지

감정적 어려움 등 다양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체

않다는 응답과 학교 심리상담을 잘 모르는 누적 비율

조절로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연극

이 78.3%로 무우울 성향자의 수치보다 높았다. 일부

치료, 예술치료 등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응답자가 스스로 잠재적 심리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

방법으로 효과적인 도움과 심리적 소통 및 관여가

거나 캠퍼스 심리상담 경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필요하다.
대학교 심리상담과 심리상담 매체도 이 연구의 핵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함과 몰이외에 언어소
통 장애와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각각 11.6%,

심 중 하나다. 캠퍼스 심리 상담 연구에서 55.4%가

6.8%로 가장 많았다. 언어 소통 장애의 경우 유학생

자신이 모르거나 학교에 심리상담이 없다고 답했다.

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 노력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학교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는 4.4%에

들이 언제든지 심리적인 도움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

불과해 우울 성향이 있는 34.5%보다 적었다. 학교

록 외국어 심리상담복을 제공해야 한다. 심리상담에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때 되

거부감이 있는 것은 정상이다. 청소년의 심리 발전이

다. 이로부터 기존의 학교심리상담서비스는 일정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자폐성'은 많은 학생들이 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학교나 기

을 마음속에 넣고 의사소통을 꺼리게 만들었다. 특히

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 유

마음에 곤혹이 생기면 왕왕 초조하고 불안하며, 열등

중국인 유학생의 아증후군적 우울증 회복을 위한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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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초조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숨기기를 좋아한

hi&columnId=9c450bede1ed4af39101367bf81e9d

다. 그들은 심리 상담실에 가서 대면 지도를 구할 용

ad (accessed October 1, 2021).

기가 없다.

[ 3 ]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Statistics of

테스트 결과 심리상담을 구할 생각이 있으면 오프

students studying abroad in 2019, http://www.

라인의 전통적인 상담 형태가 아닌 문자, 음성, 동영

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2012/

상으로 문의하고 싶다는 응답이 47.4%로 나타났다.

t20201214_505447.html (accessed October 1,

온라인을 통해 더욱 은밀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

2021).

며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는 상담 방식도 절반 가까운

[ 4 ]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0년 국내 고등교육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학교에서 자체 개발

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 moe.go.

하거나 제3의 SNS 앱을 통해 온라인 심리상담 플랫

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

폼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자, 음성, 동영상

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

등 세 가지 소통 방식 중 2.8%만이 화상 상담을 원하

W&page=1&s=moe&m=0309&opType=N

는 이유도 미래 연구할 부분이다.

(accessed October 1, 2021).

이처럼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심리적 문

[ 5 ] WHO, Depression, https://www.who.int/zh/

제는 이미 존재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가장 많은

news-room/fact-sheets/detail/depression

역하우울군은 이 문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accessed October 1, 2021).

일단 우울증 진단을 받지는 못하지만 우울증의 잠재

[ 6 ] M.Y. Qian, Z.G. Chen, and S. Zhang, “Goal

적 존재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재한 중국 유학

Setting and Self-Evaluation of Depressed

생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캠퍼스 심리상담 서비스는

People in Solitaire Tasks,” Journal of Chinese

이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응당 다매체 sns 소셜

Psychology ACTA Psychologica Sinica, pp.

플랫폼과 결부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효률적이고 더

209-214, 1999.

욱 량질적이며 더욱 편리한 자문경로를 제공해야 한

[ 7 ] C.J. Fu, Experimental Study on Implicit and

다. 다매체기틀 하에서의 sns 심리상담 써비스든 전

Explicit Self-Esteem of Depressed People,

통적인 심리상담 방식이든 모두 인간본위의 원칙을

Master’s Thesis of Jiangxi Normal University,

준행하여 학생들이 정상적인 심리소통을 진행하도

2005.

록 인도해야 한다. 심리소통형식에도 예술치료, 연극

[ 8 ] S.Y. Ah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

치료 등 다양한 심리소통방식을 융합시켜야 한다. 역

rean Version of the Informant-Report Form

하우울 유학생은 심리관여를 제때 해 마음을 다스려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학업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PID-5-IRF), Master’s Thesis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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