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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hesion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련이 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유학수지 적자를
≐≐ 지난

10년간 국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학위 과정
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1만 2,668명에
서 5만 9,913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 여성

≐≐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은 주로 사회계열이다. 그러
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사회계열의 비중이 줄고 공
학계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교육

외국인 유학생 수가 남성보다 더 빠르게 증가
하여 2009년 이후에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
아졌다.

개선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글로벌 인적 네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 글에서는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전
체 외국인 유학생 규모의 변화 추이를 개괄하겠
다. 그런 다음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에 등록
한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들의 학위과정
별, 성별, 출신국가별, 유학형태별, 전공계열별
및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한·
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비교해 보고

최근 10여 년 사이에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

자 한다.

생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세계화의
흐름이 강조되면서 교육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었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

고, 특히 고등교육 국제화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그로 인해 국가 간 인적 교류도 활발해졌고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유학생 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류 열풍으로 해

나뉘는데, [그림 Ⅳ-18]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

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

정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외국인 유학생 규모

로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입학 자원이 급격히 감

를 보여준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8년 6

소할 것을 우려한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확보

만 3,952명에서 2011년 8만 9,537명으로 증가하

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밀접한

였으나 이후 조금씩 줄어들어 2014년에는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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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
2008-2016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고등교육 단계의 국외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08년 21만 6,867명에서 2011년
26만 2,465명으로 증가한 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22만 3,908명으로 감소하였다(그림
Ⅳ-19).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 유학생이 여전히 더 많
기는 하지만 2008년 3.4배에 달하던 것이 2016
년에는 2.1배로 줄었다. 2010년 1만 8,741명에 달

주: 1) 여기에서 외국인 유학생수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
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학위과정생(전문학
사, 학사, 석사, 박사)과 비학위과정생(어학연수,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을 모두 포함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 교육통계｣, 각 연도.

했던 초·중·고 조기유학생의 수도 2015년에는
9,929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Ⅳ-19]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수,
2008-2016

4,891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반등
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6,400여 명이 늘어난 9만
1,332명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다.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
면, 2016년 기준 전체 10만 4,262명 중에서 학
위과정 유학생은 6만 3,104명으로 60.5%를 차
지하고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4만 1,158명으로
39.5%를 차지한다. 학위과정 유학생이 더 많기

주: 1) 여기에서 한국인 유학생수는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
위과정생, 어학연수생, 기타 연수생 등을 포함함.
출처: 교육부, ｢2016년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통계(대학 이상)｣, 2016.

는 하지만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
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야 다시 증가세로 돌
아섰고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2010년 이후 지속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과정별 및 성별 분포

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비학위과정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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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수는 2014년 3만 1,255명, 2015년 3만 5,593

지금까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모두 포함

명, 2016년 4만 1,158명으로 최근 3년간 빠르게

하는 전체 유학생 규모를 개괄했다면, 이제부터

는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에 등록
한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한 현황

[그림 Ⅳ-20]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외
국인 유학생 수와 비율, 2005-2016
1) 외국인 유학생수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그림 Ⅳ-20]은 4년
제 대학, 석사, 박사 등 학위과정별로 외국인 유
학생 수와 전체 재학생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국내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6,926명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2만 1,114명으로 3년 만에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교육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1년 3만 9,029명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2만 8,919명까지 줄어들었으나 2015년 2

2) 외국인 유학생 비율

만 9,969명, 2016년 3만 5,753명으로 다시 증가
세에 있다. 2011년 이후 국내 4년제 대학에 등록
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데에는
정부가 2011년에 도입한 유학생 인증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유학
생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년간 외국인 유학
생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책 방향을
바꾸어 2016년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 요건인 한
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을 기존의 3급에서 2
급으로 완화하였고, 그 결과 최근 다시 증가 추
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주: 1)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생(학사, 석사, 박사)
을 대상으로 함.
2) 박사과정에는 석·박사통합과정이 포함됨.
3)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해당 학위과정 전체 재적학생 중 외국인 유학
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6.

4년제 일반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감을
반복한 것과는 달리 석·박사과정의 대학원 유학
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석사과정의 외국인

을 넘었고 2016년에는 6,878명에 달해 2005년

유학생 수는 2005년 4,023명에서 2010년 1만

대비 약 4배 증가하였다.

2,480명, 2016년 1만 7,282명으로 10여 년 사이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을 학위

에 4.3배 증가하였다. 박사과정 유학생 역시

과정별로 비교해 보면, 우선 4년제 일반대학의

2005년 1,719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 5,000명

경우 2005년 0.4%에서 2011년 1.9%까지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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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해 2016년에는 1.7%에 머
물러 있다. 즉,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

[그림 Ⅳ-21] 성별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외
국인 유학생수, 2005-2016

생의 규모 자체는 늘어났지만 전체 학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
으로 대학원에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석사과정의 경우 2005년에 1.7%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6.7%까지 늘어났다. 박사과정의 경
우에도 2005년 4.0%에서 2016년 9.3%까지 증
가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박사과정생 10
명 중 1명은 외국인 유학생인 셈이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6.

외국인 유학생 규모의 추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빠르게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별 분포

2009년까지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거의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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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유지했지만 2009년부터는 여학생 수가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별 규모를

남학생보다 많아지고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더 커

살펴보자. <표 Ⅳ-4>은 4년제 일반대학 외국인

지고 있다. 2016년 현재 여학생 수는 2만 192명

유학생의 분포를 출신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고 남학생 수는 1만 5,561명으로 여학생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아시아권에

4,631명 많다.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중국 출신 유학생이

석·박사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008년까지 남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지만 2009년부터 여성학

2012년에는 아시아권 출신이 95.9%로 대다수를

생이 남학생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6년 현

차지하였고 이 중에서도 중국 출신 유학생이

재 남학생 수는 1만 1,044명이고 여학생 수는 이

84.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 미주 지역 출

보다 2,072명 많은 1만 3,116명이다. 4년제 대학

신이 2.3%, 기타 지역 출신이 1.8%를 차지하였

유학생과 대학원 학위과정 유학생을 합한 전체

다.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율은 2014년 75.7%,

유학생의 남녀 비율을 보면, 2016년 기준 총 5만

2016년 72.9%로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 베트남

9,913명 중에서 남학생은 2만 6,605명으로 44%

출신 유학생의 비율은 2012년 1.1%에서 2016년

를 차지하고 여학생은 3만 3,308명으로 56%를

3.3%로 증가하였고, 일본 출신 유학생의 비율도

차지해 여학생이 12%p 더 높다.

같은 기간 1.8%에서 3.0%로 늘어났다.

<표 Ⅳ-4> 출신국가별

4년제 일반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연도

아시아

미주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기타 전체

유학생수(명)

<표 Ⅳ-5> 출신국가별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와 구성비율, 2012-2016
연도

아시아

미주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기타 전체

유학생수(명)
407

654 2,298

434

206

186 637 36,116

2012

10,502 1,564 1,381

413 3,777

750

222

178 1,251 20,038

2013 25,604 898

450

748 2,513

504

251

211 771 31,950

2013 10,689 1,399 1,606

377 4,282

931

268

204 1,456 21,212

2014 21,895 914

576

808 2,859

506

287

227 847 28,919

2014

10,790 1,156 1,464

377 4,604

965

287

222 1,670 21,535

2015 22,073 932

761

926 3,465

432

272 233 875 29,969

2015

11,163 1,061 1,681 333 5,086

906

307

294 1,936 22,767

2016 26,050 943 1,176 1,080 4,549

419

287

2016

11,250 1,202 1,997

289 5,573

843

319

360 2,327 24,160

275 974 35,753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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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0,417 877

구성비율(%)

2012

84.2 2.4

1.1

1.8

6.4

1.2

0.6

0.5 1.8 100.0

2012

52.4 7.8

6.9

2.1 18.8

3.7

1.1

0.9 6.2 100.0

2013

80.1 2.8

1.4

2.3

7.9

1.6

0.8

0.7 2.4 100.0

2013

50.4 6.6

7.6

1.8 20.2

4.4

1.3

1.0 6.9 100.0

2014

75.7 3.2

2.0

2.8

9.9

1.7

1.0

0.8 2.9 100.0

2014

50.1 5.4

6.8

1.8 21.4

4.5

1.3

1.0 7.8 100.0

2015

73.7 3.1

2.5

3.1 11.6

1.4

0.9

0.8 2.9 100.0

2015

49.0 4.7

7.4

1.5 22.3

4.0

1.3

1.3 8.5 100.0

2016

72.9 2.6

3.3

3.0 12.7

1.2

0.8

0.8 2.7 100.0

2016

46.6 5.0

8.3

1.2 23.1

3.5

1.3

1.5 9.6 10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표 Ⅳ-5>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등록한

율은 2012년 6.9%에서 2016년 8.3%로 증가하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여준다.

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수는 2012년에는 몽골

앞서 살펴본 4년제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

출신에 이어 3위였으나 2013년부터 몽골 출신을

원 학위과정에서도 중국 출신 유학생이 가장 큰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대학원

이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중국

석·박사 과정 유학생 중에서 중국 출신이 46.6%

출신이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특정 국

를 차지하고 이어 베트남 출신과 몽골 출신이 각

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 국내의 유학시장 판도

각 8.3%와 5.0%를 차지한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가 해당 국가의 유학생 상황과 선호도 변화에 의

최근 수년간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율이 점차 줄

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

어들고 있다. 이들의 비율은 2012년 52.4%에서

원, 2016).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를

2014년 50.1%, 2016년 46.6%로 계속 감소하고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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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이들은 55명으로 0.8%에 불과했지만 2016
년에는 681명으로 증가하고 그 비율도 1.9%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학형태별로 살펴보는 것도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표 Ⅳ-6>

대학원 학위과정에서도 자비 유학생의 비율이

에는 4년제 일반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가장 높다. <표 Ⅳ-7>에서 보듯이 2016년 기준

유학형태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국내 4년제

전체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자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자비 유학생이

유학생은 73.3%에 이른다. 대학 초청 유학생은

며, 한국 정부나 대학의 초청, 자국 정부의 파견

14.3%, 한국 정부 초청 유학생은 6.1%, 자국 정

등에 의한 유학생은 일부에 그친다. 2016년의 경

부 파견 유학생은 0.9%이다. 자비 유학생과 함께

우 자비 유학생 93.5%, 대학 초청 유학생 2.4%,

한국 정부 초청 유학생이 절대 규모와 상대 비율

자국 정부 파견 유학생 1.9%, 한국 정부 초청 유

면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정부의

학생 1.3% 등으로 나타난다. 시계열 추이를 살펴

외국인 유학생 확보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면, 자비 유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대학 초청

정부는 해외 우수 인재 확보와 외국인 유학생 확

유학생 비율은 감소하였다. 절대적인 규모는 작

대를 위해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

지만 자국 정부 파견 유학생의 수와 비율이 최근

업을 추진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들어 증가세를 나타내는 점도 특징적이다. 2005

(2012. 10. 29.)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우

<표 Ⅳ-6> 유학형태별 4년제 일반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05-2016

<표 Ⅳ-7> 유학형태별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05-2016

연도

자비
유학

한국정부
초청

대학
초청

자국 정부
파견

기타

전체

연도

자비
유학

한국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자국 정부
파견

기타

전체

유학생수(명)

유학생수(명)
2005

6,066

0

636

55

169

6,926

2005

3,528

279

1,318

5

612

5,742

2010

35,348

424

1,408

207

104

37,491

2010

11,379

940

3,526

101

345

16,291

2015

27,800

548

927

542

152

29,969

2015

16,880

1,262

3,417

206

1,002

22,767

2016

33,436

463

855

681

318

35,753

2016

17,704

1,474

3,452

222

1,308

24,160

구성비율(%)

구성비율(%)
2005

87.6

0.0

9.2

0.8

2.4

100.0

2005

61.4

4.9

23.0

0.1

10.7

100.0

2010

94.3

1.1

3.8

0.6

0.3

100.0

2010

69.8

5.8

21.6

0.6

2.1

100.0

2015

92.8

1.8

3.1

1.8

0.5

100.0

2015

74.1

5.5

15.0

0.9

4.4

100.0

2016

93.5

1.3

2.4

1.9

0.9

100.0

2016

73.3

6.1

14.3

0.9

5.4

10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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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났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수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확보를 목표로 정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 4년제 일반대

부 초청 장학생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로 인

학 전체 외국인 유학생 3만 5,753명 가운데

해 정부 초청에 의한 유학생의 규모와 비율이 증

52.6%인 1만 8,816명이 사회계열 전공자이며 이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대학 초청 유학생

어 인문계열 5,418명(15.2%), 공학계열 4,858명

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3.6%), 예체능계열 3,711명(10.4%), 자연계열
2,390명(6.7%) 등이다. 교육계열과 의학계열 전
공자 비율은 각각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계열별 분포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계열 전공자 비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교육

율이 가장 높다. 2016년 기준 대학원 학위과정에
여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계열에 대해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2만 4,160명 가운데 사회

알아보겠다. <표 Ⅳ-8>와 <표 Ⅳ-9>에는 4년제

계열 전공자가 8,813명(36.5%)으로 가장 많다.

일반대학과 대학원 학위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그렇지만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서는 사회계열

유학생의 전공계열별 분포가 각각 제시되어 있

전공 편중이 덜한 편이다. 대신 공학계열 전공자

다. 먼저 4년제 일반대학 유학생의 전공계열별 분

비율이 19.6%로 4년제 일반대학보다 높다. 대학

포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사회계열 전공으로

원의 경우 사회계열 전공자 비율이 2012년

<표 Ⅳ-8> 전공계열별 4년제 일반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표 Ⅳ-9> 전공계열별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와
구성비율, 2012-2016

연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유학생수(명)

연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유학생수(명)

2012

5,918 19,268

527 4,518 2,369

342

3,174 36,116

2012

3,580 8,193

840 3,550 2,132

694 1,049 20,038

2013

4,903 17,305

285 4,009 2,147

377 2,924 31,950

2013

3,759 8,557

949 3,957 2,074

828 1,088 21,212

2014

4,390 15,358

240 3,836 1,995

393 2,707 28,919

2014

3,785 8,179 1,126 4,203 2,142

2015

4,658 15,711

210 4,177 2,005

320 2,888 29,969

2015

4,008 8,448

2016

5,418 18,816

232 4,858 2,390

328 3,711 35,753

2016

4,320 8,813 1,153 4,733 2,471 1,125 1,545 24,160

구성비율(%)

941

1,159 21,535

1,141 4,380 2,428 1,048 1,314 22,767

구성비율(%)

2012

16.4

53.4

1.5

12.5

6.6

0.9

8.8 100.0

2012

17.9

40.9

4.2

17.7

10.6

3.5

5.2 100.0

2013

15.3

54.2

0.9

12.5

6.7

1.2

9.2 100.0

2013

17.7

40.3

4.5

18.7

9.8

3.9

5.1 100.0

2014

15.2

53.1

0.8

13.3

6.9

1.4

9.4 100.0

2014

17.6

38.0

5.2

19.5

9.9

4.4

5.4 100.0

2015

15.5

52.4

0.7

13.9

6.7

1.1

9.6 100.0

2015

17.6

37.1

5.0

19.2

10.7

4.6

5.8 100.0

2016

15.2

52.6

0.6

13.6

6.7

0.9

10.4 100.0

2016

17.9

36.5

4.8

19.6

10.2

4.7

6.4 10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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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에서 2016년 36.5%로 감소한 반면 공학계

에 그친다.

열 전공자 비율은 같은 기간 17.7%에서 19.6%로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외

증가하였다. 공학계열 다음으로는 인문계열 전공

국인 유학생이 증가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증가

자 비율이 17.9%로 높다.

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 2016년 현재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중 수도권 유학생은 1만 3,293명
으로 55%를 차지하고 비수도권 유학생은 1만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

867명으로 45%를 차지한다. 2012년에는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1,496명 많았는데,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 추이도 살펴보자.

2016년에는 그 차이가 2,426명으로 커졌다.

[그림 Ⅳ-22]에는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 학

[그림 Ⅳ-23]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를 6개

위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를 수도권과

권역별로 세분해서 집계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

다.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 4년제 일반대학과 대학원 과정 모두 비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전공대학, 각종 학교

더 많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2012년에는 수

등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위과

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

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역전되어 2016년

다. 이 그림을 보면 서울 지역 집중 현상이 심화

기준 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수는 2만 명을 넘었
으나 비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수는 1만 5,545명

[그림 Ⅳ-23]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시도별 분포, 
2005-2016

[그림 Ⅳ-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4년제 일반대학 및 대학
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2012-2016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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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여기에서 외국인 유학생수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
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임.
2) 충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을 포함, 영남은 부산, 대구, 울산, 경
북, 경남 등을 포함, 호남·제주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을 포함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서울 지역 유학생의 비율은 2005년 31.0%에서

[그림 Ⅳ-24] 한국,

일본,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
생수, 2009-2015

2016년 45.8%으로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 대학
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선호도
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지역 쏠림 현상
이 심화되면서 최근 충청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
역의 유학생 비율은 대부분 감소세를 나타내고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교육

있다. 충청 지역의 유학생 비율은 2014년 이후
다소 반등하였다.

주: 1) 각 국 외국인 유학생수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위과정 유학생
과 비학위과정 유학생을 모두 포함함.
출처: 김한나·우한솔·이승호, 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4), 311-337.

한·중·일 외국인 유학생 규모 비교
나·우한솔·이승호, 2016), 그 결과 외국인 유학
마지막으로 [그림 Ⅳ-24]는 한·중·일 3국의

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본도 유학생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에 비해 중국, 일본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2015년에 20만 명

등 인접 국가들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훨씬 크

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4.8% 증가

다. 특히,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빠른 속

한 23만 9,287명에 이르고 있다. 한·중·일 3국

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유학생

이 모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부 초청 장학생을 확대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외국인 유학생 확보를

하는 등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 중인데(김한

위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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