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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합의적 질적연구(CQR)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0년 1학기와 2학기, 국내 대학에 재학한 중국 국적 유학생으로 모집하여 총 15명에 대해
온라인 심층면담을 실시했으며, 4개 영역별로 13개 범주와 36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
업의 편의성과 맞춤학습을 장점으로, 학습동기 및 집중력 저하를 단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업량과 학업투자 시간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학습을 위해 개인적인 학습전략 활용과 함께 친구
및 학교로부터의 도움을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 수업공지 및 안내관련 
문제와 수업환경 및 기술적 어려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학습 개선 필요
사항에서는 교수자의 수업이해 및 향상 참여 유도 필요,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와 수업 환경측면에서 
수업 안내 및 학습지원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online learning experiences of Chinese foreign students in Korea by
using the CQR process and method. To gather data, researchers conducted online, in-depth interviews
with 15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who were enrolled in the spring and fall semesters in 2020.
After compiling the research, the data were segmented into four domains and 13 categories, with 36 
subcategories identified from among foreign students' online learning experiences. The results show that
Chinese students perceived the convenience of online classes and personalized learning as its strength, 
but considered lowered motivation and lack of concentration as weaknesses. Also, they experienced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learning, spending more time studying online, using personal learning 
strategies, and getting help from friends and the university's online learning system. Moreover,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related to class notifications, guidance, and interactions with the instructors.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need their instructor's facilitation in order to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online classes, reinforcing a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need appropriate 
guidance and support in terms of the online cla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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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대학의 유학생 수는 200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 실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6년 10만 명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16
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553,695명으로 전년 대비 다
소 감소했지만, 감소 인원 대부분은 비학위과정 유학생으
로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오히려 113,003명
(73.5%)으로 증가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의 
3.4%를 차지하는 숫자이다[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대
학들은 부족한 입학 인원을 확보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는 충분히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학 생활에 부적응을 겪거나 학
업을 중단하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2],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2019년 기준 5.67%로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는 유학생 자신의 비용적 손실뿐만 아니라 유학생 
유치에 소요되는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손실, 더 나아가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전파에 따른 더 큰 잠재
적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4].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외
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부적응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중단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유학생의 언어능력과 대학 평판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한국어능력 성적이 부족하며, 학점이 낮
을 경우에도 중도탈락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업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 학습 습
관이 미흡하고,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와의 교류 역시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시설물이나 학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 수강신청 등의 방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내용이나 학습방법적인 측면에서
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판데믹이 발생하며 전국의 
모든 대학이 대면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자, 외국
인 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0년 이전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
은 대부분 일부 교양 과목에 한정해서 운영되었기 때문
에 2017년 2학기 기준 대학의 온라인 수업의 비중은 전
체 개설강좌의 2.43%에 불과한 수준으로[7], 많은 교수
자가 온라인에서 가르쳐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되
기 때문에 문자 및 음성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비중이 증
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수업 진행 등과 관련한 안
내를 전달받고 과제나 시험 등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한
국어 사용이 능숙한 한국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어려
움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학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자와 동료 학생들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학
습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
에서도 한국인 학생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이 겪었을 것
을 예상해볼 수 있다.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디
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은 하나의 보편적인 수업 방식 중 
하나로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외
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는 이들의 온라인 학습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학생
에게 맞는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 지원 방안 등을 연구해
야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전면 시행된 
이후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
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온라인 
학습 경험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아직 그 수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이루어진 외국인 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외
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인식과 학습 경험
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적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여전히 전
체 국내 유학생의 43.6%를 차지하는(67,030명 재학 중)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 
학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 2020년 1학기와 2학기, 총 1년
간의 학습 경험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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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가?
둘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어떻게 참여

했는가?
셋째, 중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
넷째, 중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온라인 수업의 개선 

필요사항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Hill의 합의적 질적연구
(Consensual Quantitative Research: CQR)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실증주의적 요소를 
포함하면서 구조주의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연구방법으로
서 연구참여자들 간의 경험의 공통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경험의 독특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연구방법이
다[8]. 연구팀은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외국인 유학생들
의 공통적인 경험을 살펴보면서, 개인별 특성에 따른 독
특한 경향성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이 방법론을 선택하
였다. 

2.1 팀 구성 및 연구 준비 
합의적 질적연구(이하 CQR)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합의’를 중시하는 연구방법으로, 자료분석을 위해 최소 
3명의 팀을 구성하여 연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고, 자문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수정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온라인 수
업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팀은 2명의 교육공학 박사
과정 연구자와 중국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중
국어와 한국어가 모두 능숙한 중국어 교육공학 박사 1인
을 포함해 분석팀을 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육공학 교수
인 책임연구자를 자문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수행 전 연구팀은 연구 시작 전 약 2달 이상 주제
와 관련한 문헌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문제와 연구영역을 설정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와 면
담계획안을 개발했다. 또, 자체 워크숍을 통해 CQR교재
를 학습하고, 면담질문지를 바탕으로 예비 면담과 자료분
석을 통해 실제 연구 과정에서 CQR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2.2 연구참여자 모집 
CQR에서는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

를 표집하여 조사하며, 2~15명의 참가자 수를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국인 유학생 온라인 단체 채
팅방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① 2020년 1학기와 
2학기 국내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②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③ 적극적으로 연구에 협조
해 줄 수 있는 자를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5명으로 이 중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모두 지방소재 
국립대 또는 사립대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며, 남학생이 5
명, 여학생이 10명이었다. 학생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담 시 중국어와 한국
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noParticipants sexAgeGrade
(2020) Major Transfer

Online
Learning 
Experience

Staying 
Duration
in Korea

(Year)

Interview 
Language 

1 a F 20 1 Social 
Science N N 2 KR/CH

2 b F 29 4 Business Y Y 8 KR

3 c M 23 4 Social 
Science Y N 5 KR/CH

4 d F 23 4 Living
Science Y N 4 KR/CH

5 e F 21 2 Engineering N N 4 KR/CH
6 f M 22 4 Business Y Y 4.5 KR
7 g F 20 2 Engineering N N 2 KR
8 h F 21 4 Engineering N N 5 KR
9 i M 22 4 Business N N 4.5 KR/CH
10 j F 21 2 Arts N N 3 CH
11 k F 23 4 Business N N 2 KR/CH
12 l F 24 2 Business N N 3 KR/CH
13 m F 22 4 Business Y Y 2.5 KR
14 n M 21 2 Business N N 4 KR/CH
15 o M 24 4 Business Y N 3 CH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2.3 자료수집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참여자들과 대면 인터뷰가 어려

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수집은 모두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연구참여자들에 대
한 면담 일정 확정과 사전 정보 확인을 위하여 연구자들
에게 사전 질문지와 연구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연구참
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학년, 전공 및 계열, 
학년, 휴학 여부, 한국 체류 기간)와 면담 진행 방식(면담 
진행 언어, 도구, 참여 가능 일시)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
하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일시와 방식으로 면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QR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연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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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Awaren
ess of 
online 
classes

Online class 
satisfaction

Mostly satisfied with online 
classes Typical(8)

Dissatisfied with online classes Unusual(7)

Online-face 
class 
preference

Wants to switch to 
face-to-face class Unusual(6)

Wants to take optional online 
course Typical(9)

Advantages 
of online 
classes

Convenience of online classes Typical(10)
Availability of customized 
learning Typical(12)

Smooth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ith instructors Unusual(4)

Less nervous when presenting Unusual(6)

Disadvantag
es of online 
classes

Lowered motivation and 
difficulty to concentrate Typical(12)

Difficulty interacting with the 
instructor Typical(9)

Difficulty interacting with 
fellow learners Unusual(5)

Table 2. Cross-analysis results of online learning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Chinese 
students in Korea

의할 수 있도록 면담 이전 참여자에게 프로토콜을 제공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팀은 면담이 확정
된 연구참여자들에게 면담질문지를 미리 송부하여 질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 후, 만약 면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담은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도구
(Zoom Meeting)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
국인 연구자 1인과 함께 중국인 연구자 1인이 면담에 참
여하여, 연구참여자가 한국어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중국어를 사용해 응답할 경우 통역을 함께 하면서 면담
을 수행했다. 면담은 개인별로 약 70~90분간 진행했으
며, 연구 준비단계에서 개발한 반 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하되 연구참여자들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
해 다양한 개방형 질문을 함께 사용했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온
라인 회의 영상을 녹화한 다음, 이를 전사하여 만들었다. 
면담이 한국어와 중국어 2가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한국어 부분을 전사 후 중국어 부분을 전사하고 이
를 다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했으
며, 전사된 내용을 연구참여자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
을 포함해 진행하였다. 

2.4 자료분석
2.4.1 사례 내 분석  
전사된 자료는 사전에 창안된 영역 목록에 따라 면담 

종료 후 면담 자료를 읽으며 자료를 영역화한 후, 사례 
내 분석을 통해 핵심개념을 구성하며 코딩했다. 분석팀은 
구성된 핵심개념을 반복적으로 교차 검토하고 합의를 통
해 최종 핵심개념을 구성하였으며 자문 검토를 통해 수
정하였다. 

2.4.2 교차분석 
분석팀은 각 영역에 따른 범주를 개발하고, 각각의 핵

심개념을 다시 범주에 재배치하고 상위 범주와 하위 범
주를 구성했다. 이후 하위범주별로 연구참여자들의 빈도
를 확인하여 주제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본 연구참여자는 
15명이었기 때문에, ‘일반적’(1명만 제외한 모든 참가자
로 구성되었을 때), ‘전형적’(일반적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8명 이상의 참가자로 구성되었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참가자 4명 이상, 7명 이하일 때), ‘드문’(3명 이하일 때)
로 나누어 표시했다. 

모든 사례에 대한 빈도표시까지 완료된 후 범주별 하

위 표본을 비교하며 검토하고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
쳤으며, 최종 합의된 내용에 대해 자문 검토를 통해 수정
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2.5 연구 윤리 관련 사항 
본 연구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사전

에 IRB 심사를 통해 연구계획을 승인받은 후(IRB 승인번
호 : JJNU – IRB – 2021 – 005), 승인된 연구계획에 따
라 연구참여자 모집 및 면담 수행 등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면담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전
에 연구참여자들에게 화상회의 녹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종료 시점에 해당 파일을 파기할 것을 안
내했다. 화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에 대한 녹화본 등에 대
한 파일 보관 기간 및 방법은 IRB 심사 시 제출한 연구계
획서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관리하에 보관 기간 종료 후 
파기할 예정이다.

3. 연구결과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2020년 1, 2학기 온라인 수
업 경험에 대한 면담 내용에 대한 사례 내 분석 후 교차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2와 같으며, 총 4개 영역에 
대해 13개 범주와 36개의 하위 범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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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
ation in 
online 
learning

Learning 
management

Increase in academic 
volume/study investment time Typical(10)

Difficulty in learning 
management Unusual(5)

Planned learning Unusual(5)

Type of 
Online Class

Prefer real-time classes Unusual(4)

Prefer recorded classes Unusual(7)
There is no difference or each 
has its pros and cons Unusual(4)

Learning 
strategy

Use of personal learning 
strategies Typical(11)

Asking/getting help from 
instructor Unusual(5)

Help from a friend Typical(8)
Help from school Typical(11)

Online 
learning 
difficulti
es

Class 
guidance 
and progress

Problems related to class 
progress and guidance Typical(11)

Class environment and 
technical difficulties (Internet, 
equipment, SW)

Typical(10)

Difficulty interacting with the 
instructor Typical(12)

Understandi
ng learning 
contents

Difficulty understanding class 
content Typical(11)

Difficulty understanding due to 
language problems Typical(9)

Difficulties due to problems 
with teaching plan and content 
delivery

Unusual(6)

Assignment 
and 
evaluation

Too many assignments Typical(8)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performing tasks Unusual(5)

Test/Grade Related Problems Typical(8)

Needs 
to 
improve 
online 
learning

Inteructor’s 
Improvements

Enhance class understanding 
and encourage participation Typical(8)

Improvemen
t efforts by 
students 
themselves

Reinforce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Unusual(4)

Need to improve Korean 
language skills Rare(2)

Improved 
classroom 
environment 
and support

Reinforcement of class 
guidance and learning support Unusual(6)

Need to improve learning 
system Unusual(5)

2.1 영역 1: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2.1.1 온라인 수업 만족도 및 수업 선호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전형적

(8)’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족은 ‘일반적
이지 않은(7)’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은 개인별, 상황별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 또는 대면 수업 선호 여부
와 비교해서 볼 때 의미가 있었다. 선택적 온라인 수강을 
원한다는 범주는 ‘전형적(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

인 수강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참여자 중 7명(a, d, g, h, 
I, k, l)은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학습하고 싶다
고 응답했고,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교양이나 이론 과목 등에 
대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싶다는 참여자도 2명(j, o)도 있
었다.  

“저는 이론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지만은 실습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참여자j) 

참여자들은 대면 수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유학생
으로서 한국 학생들, 교수자와의 사회적 관계 및 문화적 
교류가 필요함을 언급했는데, 이는 이후 온라인 수업의 
장점 또는 단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었다.

2.1.2 온라인 수업의 장점
온라인 수업의 장점 중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은 ‘전형

적(10)’으로 나타났으며, 맞춤학습(반복, 속도 조절) 가능 
역시 ‘전형적(12)’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이동 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절감된다는 
점(a, c, d, g, h, i, j)과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학습이 가
능하다는 점(c, d, e, g, i),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
습할 수 있다(b, c, f, l)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한편,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범주에는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과 함께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학습이 가능하다(i, k)는 
의견이 포함되었다. 

“제가 중국 사람이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못 
알아들으면 멈추고 다시 듣고” (참여자i), “교수님 강의가 
너무 빠른 편이라 잘 못 따라갔는데 온라인 강의는 천천
히 볼 수 있어요.” (참여자k)

그러나 교수자와 소통 및 상호작용이 원활하다는 의견
은 ‘일반적이지 않은(4)’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수업에서
는 다른 학생들을 의식하여 물어보지 못했지만, 온라인에
서는 교수자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질문하
기가 편하다는 학생(참여자i 등)들도 있었지만, 해당 항목
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의 단점에서 더 ‘전형적(9)’인 것으
로 나타나,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수자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서 개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
다. 

발표 시 긴장이 덜 된다는 범주는 ‘일반적이지 않은
(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
한 학습자들에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었던 발표 수업이
나 교수자로부터 지목을 받아 답변을 하는 것과 같이 다
른 학습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라인 상
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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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온라인 수업의 단점
온라인 수업의 단점에는 우선 학습동기가 낮아지고 집

중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이 ‘전형적(12)’으로 나타났다. 참
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며,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였다. 또, 온라인 환경에
서 스스로 공부할 때 집중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집에서 계속 그냥 쉬고 싶어요. 집이니까 그냥 핸드
폰 계속 보고 싶고..” (참여자c), “컴퓨터 보니까 핸드폰도 
보고 싶고 집중도 안 되고 교수님 옆에 있으면은 계속 교
수님만 따라가는데..." (참여자m),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서 카페나 집에서 수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자
h)

교수자와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는 의견도 ‘전형적(9)’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이 강의 중심으로 진
행되어 질문 등 교수자와 소통 기회가 없거나, 학생들이 
교수자에게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
면 수업 시 학습 태도가 소극적인 학생인 경우, 온라인 
수업에서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번 학기 교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참여자d), 
“실시간 수업은 학생이 질문하는 방식이 별로 없어요.” 
(참여자e)

온라인에서 동료학습자와의 교류가 어렵다는 의견은 
‘일반적이지 않은(5)’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대면 
수업에서는 동료 학습자들과 소통하며 수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느
꼈다고 답했다. 

“지금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하니까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어려워요.” (참여자d)

2.2 영역 2. 온라인 학습 참여 
2.2.1 학습관리
학습관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시간을 어

떻게 배분하고 관리했는지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분석
한 범주이다. 과제와 학업량의 증가는 ‘전형적(10)’이었으
며, 과제나 학업량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참여자들
은 학과 특성상 과제와 발표가 원래 많아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경우(d, e, g, j)였다. 

"레포트를 하루에 평균 거의 3개 이상 4개 정도 써야 
되는데... (중략) 기말고사까지 가면은 사람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b)

많은 참여자가 과제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한 

반면, 학업량이 증가하면서 수업 내용 이해가 높아진다며 
긍정적으로 언급한 학생도 있었다. 

"과제 원래보다 많아져서 좀 짜증나지만, 과제 그대로 
하면 배운다는 느낌 있어요." (참여자i) "혼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수업 마치고 자료를 찾고... (중략) 내용을 이
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참여자o)

학습관리 영역에서 자기주도학습의 어려움은 정해진 
분량의 학습을 미루거나, 시간 관리나 자기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이지 않은(5)’으로 나타났고, 
학습계획을 세워 정해진 시간에 학습을 하는 경우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4)’으로 나타났다. 

2.2.2 수업참여 유형
수업 참여 유형은 온라인 학습 유형 중 실시간 수업과 

녹화형 수업의 선호에 대해 응답한 범주로서 실시간 수
업 선호는 ‘일반적이지 않은(4)’ 것으로 나타났고, 녹화형 
수업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6)’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시
간 수업 선호보다는 조금 많았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거
나 각각의 장단점을 실시간 수업을 선호한 학생들은 ‘녹
화형 수업은 교수자와 교류할 기회가 없다’고 언급했지
만, 실시간 수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a, i, 
j, l)은 인터넷 상황으로 인해 실시간 강의가 끊기는 문제
가 발생하거나, 녹화형과 달리 반복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화형 수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차이가 없거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2명(c, g)의 경우 실시간 수업 영상을 녹화하거나, 교
수자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었다고 응답했다. 

2.2.3 학습전략
학습전략은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의 내용 이해나 수

업 진행 또는 과제 수행 등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와 관련한 범주로서, 어려운 
부분을 반복하거나 스스로 모르는 부분을 자료 검색을 
통해 찾아보거나 PPT 강의자료를 활용한다는 등의 개인
적 학습전략 활용하는 경우가 ‘전형적(11)’으로 나타났다. 

학교로부터의 도움(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조교에게 
문의)도 ‘전형적(11)’으로 나타났는데, 유학생들은 학교의 
선배 또는 또래 한국인 학생으로부터 직접 수업이나 학
교생활과 관련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학생 지원 프로
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교수자에게 도움을 받기는 ‘일반적이지 않은(5)’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을 통해 교수자로부터 과제의 
피드백을 받거나 채팅 등을 통해 즉시 응답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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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좋았다고 응답했다(b, c, g, l). 특히 외국인 유학
생으로서 한국 학생들에 비해 모르는 것이 많은데, 대면
수업에서 질문하기가 어려웠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
메일을 통해 쉽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면 수업에서 혼자 질문을 많이 하면) 좀 어색해져
요. 근데 비대면 수업이면은 그런 거 없어요.(중략) 만약
에 제가 진짜 교수님 의미 모르면 다시 몇 번 듣고 아니
면 또 모르면 그냥 이메일 보내거나 아니면 그 메시지로 
보내거나 하면 의사소통은 잘 돼요.” (참여자i)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은 동일한 상황과 관
련해 오히려 교수자에게 질문하기 어색하거나 어렵다는 
응답을 보여 유학생 간에도 개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 

2.3 영역 3. 온라인 학습 어려움
2.3.1 수업 안내 및 진행 
수업 안내 및 진행과 관련한 어려움 중 수업 공지 및 

안내 관련 문제는 ‘전형적(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학생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문자로 전달되는 수
업 관련 공지사항에 대해 주로 언어적 문제로 인해 확인
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공지 및 안내
가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관련해 본인
이나 친구가 출석이나 평가에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는 학생도 상당수 있었다.

"교수님이 과제물 내주시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 교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여자d), "주변에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적을 F 맞
은 학생들이 주변에 있어요. (참여자j)"

수업 환경 및 기술적 어려움(인터넷,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역시 ‘전형적(1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 환경
(접속 끊김) 등의 문제나 학습 시스템 불편 사항 외에도 
시스템 설정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언급한 경우
도 많았다.

“중국 사람들 주로 워드 쓰는데” (참여자f), “제일 불편
한 게 한글(프로그램) 써요... (중략) 한글 소프트웨어 구
하기도 어렵고...” (참여자i) “노트북 키보드가 중국 거라 
(키 배열이) 달라서 한국어 타이핑이 오래 걸려요.” (참여
자n)

또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어려움 역시 ‘전형적(1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면수업과 달리 교수자에게 질문이 
어색하고 하다고 응답하거나, 교수자에게 질문을 보냈지
만 답변을 받지 못했거나 너무 오래 걸려서 어렵다는 경

우도 있었다. 
“(실시간 수업에서) 만약 중간 부분에 채팅 올리면 교

수님 강의하고 계시는데 내가 갑자기 질문하면 예의 아
닌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참여자e), “온라인(실시간) 
수업에서는 (질문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 학
생들이 다 같이 50명 정도 듣고 있으니까” (참여자c)

2.3.2 수업내용 이해 
수업 내용 이해에 대해서 수업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응답이 ‘전형적(1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어적 어려움
으로 인해 학습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도 ‘전형적(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100% 들을 수 없어요.”
(참여자g), “한국에 있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에서 잘 
이해도 안 되고 해서 놓치고 하니까...(참여자j)”

내용 이해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는 교재에 없는 내
용을 강의하거나(d) 강의 교안이 부실하거나(b, d, j, k), 
교수님의 사투리나 너무 빠른 설명 속도(k, l, n) 등을 언
급했으며, 내용전달 방식에 의한 어려움은 ‘일반적이지 
않음(6)’으로 나타났다. 

2.3.3 과제 및 평가 
과제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과제수행의 어려움이 ‘전

형적(11)’으로 나타났고, 시험 및 성적 관련 문제 역시 
‘전형적(8)’으로 나타났다. 과제 수행의 어려움과 관련해
서는 과제의 양이 너무 많거나(a, b, c, f, h, I, j, k) 과제
에 대한 이해와 실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b, d, h, 
l, o)로 나타났다.  

"교수님이 과제물 내주시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말씀 해주시지만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 교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여자d), "교수님이 진도도 빠르기도 하고 또 내어 주신 
과제물도 난이도가 있어서 밤을 새우며 작업했어요." (참
여자o) 

시험/성적과 관련해서는 과제나 시험의 질이 낮거나 
변별력이 떨어진다거나(b, d, f), 교수님에 따라 유학생과 
한국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차이가 있다(a, f, m)는 학
생들도 있었다. 

2.4 영역 4. 온라인 학습 개선 필요사항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의 개선 및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하여 교수자 개선사항의 측면과 학생 스스로 개선 노
력, 수업환경 및 지원 개선 등을 언급하였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3호, 2021

640

2.4.1 교수자 개선 사항
온라인 학습과 관련한 교수자 개선사항으로는 수업이

해 향상 및 참여 유도가 ‘전형적(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는 학습자들이 학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교
수자의 관심과 친밀감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c, d)과 
함께 교수자들이 학생들의 수업 이해와 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b, c, h, o)이 있었으며, 개
별적인 피드백(g)과 교수자와의 실시간 소통 채널 제공(i)
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또한 학습내용 이해 향
상을 위하여 PPT 강의교안을 제공해줬으면 한다는 의견
(d, j, k, o)도 있었다. 

“교수님께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더 많은 질문을 했
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o)

2.4.2 학습자 스스로 개선 노력
온라인 학습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필요가 ‘일반적이지 
않은(4)’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 향상 필요가 ‘드문
(2)’으로 나타났다. 

“수업 끝나고 (과제를) 바로 안 내면 까먹을 수도 있으
니까 수업 끝나고 바로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
아요.”(참여자f), “(새학기 수업을 위해)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 시간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참여자n) 

2.4.3 수업 환경 및 지원 개선
이 범주에서는 수업 안내 및 학습지원 강화가 ‘일반적

이지 않은(6)’으로 나타났고, 학습시스템 개선 필요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4)’으로 나타났다. 

수업 안내 및 학습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업계획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i, j)과 학습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를 연계해주었으면 좋
겠다는 의견(b, c, l)이 있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바
란다는 의견(h)이 있었다. 

학습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제시된 의견은 온라인 수업 
진행 시 너무 여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의가 어느 사이
트에서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혼란이 있다는 점 등(d, 
e, f)과 학습 진도 관리나 콘텐츠 재생 환경 문제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b, i)이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CQR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과 맞춤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했지만, 강의실 수업과 달리 혼자 공부하는 느낌으로 인
해 학습동기가 떨어지고, 집중이 잘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점으로 인식했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에 대한 인식은 
같은 시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를 분석한 안한나 외(202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9]. 

학습동기 및 집중력 저하는 많은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진 
동일 시기,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정희원과 윤지
원(2020)[10]의 연구와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영희(2020)[11] 등의 연구 모두에서 온라인 수업의 단점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한나 외(2021)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집중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한나 외(2021)
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 전용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분
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
우 한국인 학생이 대다수인 수업에 소수자로 참여한 경
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차이와 함께 교수자 역량, 교수법 
차이로 인해 만족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온라인 수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대면 수업에 비
해 학업량이나 학업투자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이 한국
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면 수업에서 
교수자의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 참여자들
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강의를 멈춰 놓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번역기나 검색엔진을 이용해 같은 주제
의 중국어 학습자료를 통해 보충학습을 하는 등 다양한 개
인적 학습전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로부터 질문이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
로 나타났는데, 대면수업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도 한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수업에서 ‘혼자만 모르는 게 아닐까’하
는 두려움을 갖거나(참여자j)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까 봐(참여자i) 질문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좀 더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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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대면 수업에서는 수업이 끝난 후 편하게 교수자에
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질문이 어색하다(참
여자b, c, e, f, l)거나 한국어 의사소통에 자신감이 없어 
교수에게 질문하기가 두렵다(참여자i)는 학생들도 있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학
생들 간의 개인차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수업 안내 
및 진행과 관련한 문제와 기술적인 어려움,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업 안
내 및 공지의 문제는 출석이나 평가 등의 불이익으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하는 등의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문자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좀 더 개인화되고 직접적인 방
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업 내용 이해와 관련한 부분은 온라인 학습의 특성으
로 인한 어려움이 아닌 한국어 듣기나 쓰기 능력이 능력 
부족에 기인한 바가 더 컸는데,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일
부 연구 참여자의 경우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어쩔 수 없
이 그냥 넘어간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하여 개별
적 학습 도움을 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더욱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교수자들이 학생들의 수업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수업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학습자료 
제공 등 교수자 측면의 개선과 함께 수업 안내 방식 개선
이나 한국인 학생을 통한 도움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학습 지원 역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온라
인 수업경험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해석과 관련해
서는 학생들의 전공 및 계열, 한국 체류 기간, 기존 온라
인 학습 경험 여부 등에 따라 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이나 어려움 등과 같은 측면에서 수업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수업과 녹화형 수업을 비교하는 
것 외에 전공 또는 교양, 이론 또는 실습 등과 같은 과목 
유형 특성이나 교수자의 교수법 등에 따른 유학생들의 
만족도나 어려움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
하지 않았는데, 교과목과 교수자의 특성에 따른 학습 경
험의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유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 방법이나 수업 지원 방법 
등의 시사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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