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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 및 상품의 글로벌 확산으로 설명되는 한류의 파급효과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수출량을 한류 효과의 대리 변수로 선정하

여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송프로그램 수출량이 가장 많은 21개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사용

하였으며 PPML 기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한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

물리적 거리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과의 총

무역량,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R&D 지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한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

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 차원의 정

책적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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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류는 종종 ‘0.7%의 반란’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전세계 인구의 0.7% 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

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서 나온 말이다(윤호진, 2016). 최근에는 영화, 음악,

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위상과 관심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2016년 방영된 드라마의

‘태양의 후예’는 전세계 32개국으로 수출되었고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1조원에 달한다고 보고되었

다(한국수출입은행, 2016). 한국의 대표적 K-pop 그룹인 BTS 2020년 네 번째 빌보드 1위에 올랐

으며 한국가수 최초의 영국 웸블리 공연에서는 9만석 좌석을 90분 만에 매진시켰다. 한류의 성장

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한류에 대한 인식 및 문화상품의 수출이 국내 산

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최문성, 2012; Kim and Ahn, 2009;

Huh and Wu, 2017) 이후 관광 등 국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정

기한, 2015; Bae et al., 2017).

한류는 문화적, 추상적인 측면이 커 측정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한류변수

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UNESCO에서 정의한 문화상품의

수출량을 사용한 것이며 둘째는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에서 공개하는 한국콘텐츠산업 지역별 수

출 현황을 이용한 것이다. 셋째는 구글 트렌드 조회지수, 유튜브 조회 수, 웹사이트 검색 수 등 ICT

데이터 원천을 한류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방법들은 데이터의 편향 및 수

집의 어려움, 포괄적 대표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장병희·김헌, 2019; 우지에 등,

2016; 최인범, 2011; Chang and Lee, 2017). 이에 반해 한국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한류 콘텐츠

산업 내에서 캐릭터, 음악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장병희·김헌, 2019) 음악, 영화,

캐릭터 산업과는 달리 국내 관련기업을 전수조사 하여 국가별, 연도별 유무형의 수출량 모두를 파

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류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수출량을 한류 효과의 대리 변수(Proxy variable)로 선정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고등교육기관들의 생존문제가 대두되

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모종린, 원재연, · 마이클김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연구를 통해 한류

가 국내 유학 선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하였고 Lee(2013), 마서봉(2009), 배욱(2016)은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유학 의도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한류가 한국 유학 선택의 중요 요인

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한류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

정 시점에 특정 국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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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상 국가가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 분석은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증분석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황준성, 2010).

이에 본 연구는 지난 60여 년간 국제무역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중력모형을 바탕으

로 2001년부터 2018년 사이의 21개국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류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Ⅲ장에

서는 연구 모형, 데이터, 가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Ⅳ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모형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Ⅴ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한류의 발전 및 연구동향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1990년대부터 후반부터 등장한 개념인 한류는 개

념은 지리적, 장르적 경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정민, 200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

원(2018)은 한류라는 장르가 ‘문화산업’의 관점에서는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분야에 국한

되지만 ‘문화현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한식, 뷰티,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으로 확산될 수 있

다고 하였다. 실제로 한류는 초창기에는 중국,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지역 내TV 드라마를 중심으

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나 2010년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장르의 범위가

넓어져 예능, K-pop, 영화 등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뷰티,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게임, 한식

등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와 영향력이 넓어지고 있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 초창기 한류

가 한국 대중문화 자체에 대한 호감과 열의였다고 하면 현재의 한류는 한국문화전반, 한국 상품,

한국인 자체에 대한 선호로 발전된 것이다(최화열 등, 2012). 한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 졌으며 특히 소비재 수출과, 관광객 유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한류의 국내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표 1>과 같다.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7권 제3호41

분야 내용 저자(연도)

소비재

수출

한국 문화상품 수출 → 한국 전체 수출량 증

가

강한균(2009); Kim and Ahn(2009); 최문성

(2012); 우지에 등(2016); 최인범(2011); 한

국수출입은행(2012, 2019)

한류지각 → 한국 소비재 수출 증가 김정곤·안세영(2012); 배일현·김장현(2012)

한국 문화상품 수출 → 한국 가공식품 수출

증가
송니은 등(2014)

한국 방송 수출 → 소비재 수출 증가 Huh·Wu(2017)

관광객

유치

한국 드라마 → 한국 관광의도 증가 이현주·양광식(2012)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 → 한국관광객 증가 Bae 등(2017)

한국 공중파 방송 수출 → 한국관광객 증가 김영실·주하연(2013)

한류 지각 → 한국 관광의도 증진 윤지환 등(2012)

한류 관여도 → 한국 의료관광 의도 증진 이종주·정민의(2014); 정기한(2015)

<표 1> 한류의 국내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2.2 한류 변수의 선정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대

리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는 <표 2>와 같다.

대리 변수 연구자

언어

Anderson and Van Wincoop, 2004; Boisso and Ferrantino, 1997; Disdier and

Mayer, 2007; Hutchinson, 2005; Isphording and Otten, 2013; Lohmann, 2011;

Melitz, 2008

종교 Guo, 2004

신뢰 Guiso et al., 2006

민족적 관계
Eichengreen and Irwin(1998); Felbermayr and Toubal, 2010; Head and Ries,

1998; Rauch and Trindade, 2002; Wagner et al., 2002

식민지 관계 Girma and Yu, 2002

<표 2> 문화적 근접성 측정 대리변수 연구 사례

연구자들은 한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대리 변수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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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UNESCO에서 정의한 문화상품의 수출량이다.

UNESCO가 문화상품으로 규정한 품목을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HS Code를 통해 수출량을

측정하여 종속변수와의 영향력을 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Kim and Ahn(2009), 강한균(2009), 박

순찬·최종일(2009), 송니은 등(2014), 한국수출입은행(2012)은 모두 UNESCO에서 제공되는 문화상

품 수출량을 HS Code를 통해 산정하여 한국 제품의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는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한류콘텐츠 관련 업체들의 수출입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제공하는 한국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 현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한국수출입은행(2019)은 한국콘텐츠산업 지역

별 수출현황을 이용하여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액이 소비재 수출액 증가를 견인하는 무역창출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세 번째는 구글 트렌드 조회지수, 유튜브 조회 수 등 온라인을 통한 한류

관련 단어 검색 및 조회지수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장혁 등(2014), Park(2015), 이선

정·이수범(2017), 최의현·조완완(2018)은 한류관련 온라인 검색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소비재 수출

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대리 변수 사용에는 각각의 단점이 있다. HS Code를 사용한 문화상품 수

출량을 통한 방법은 문화상품 수출이 더 이상 테이프, 필름, CD 등 유형재 형태가 아닌 전자파일

또는 스트리밍과 같은 무형재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HS 코드에 포함되는 상품만으로

‘문화 교역’을 모두 포괄할 수 없으며(최인범, 2011)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우지에 등, 2016; 장병희·김헌, 2019; Chang and Lee, 2017; Huh and Wu, 2017).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 공개하는 지역별 수출현황은 자료수집 단계부터 중국,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데

이터를 권역별 데이터로 수집이 되어 세부 국가별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 하고 집계과정 증 품목구

분이 변경되어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한류 수출량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

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검색을 기반으로 한 대리 변수 선정은 단순한 단어 검색 행동이 한류 효

과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대표하며(우지에 등, 2016) 구매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지에 대한 근거

가 부족하다. 또한 구글 및 유튜브는 한류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사용

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 효과의 대리 변수로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수출량으로 선정하였다. 한

국 방송프로그램 수출량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는 한국 연상 이미지 조사에서도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위 안에 선정되었으며 한류 문화콘텐츠 호감

도 조사에서도 모든 분야 중 가장 높은 74.7%의 호감도를 기록하였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 이와 같은 이유로 김영실·주하연(2013), Chang and Lee(2017), Huh and Wu(2017)는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수출량을 한류 효과의 대리변수로 하여 한국 소비재 산업 수출 및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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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학국가 선택요인 및 국내 환경의 변화

유학생들의 국가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는 영어권 국가 및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연구되어 왔으

며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인구통계학자 Donald Bogue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추진

(push)-유인(pull) 모형 이론이다(Bogue, 1969). 추진(push) 모형은 해당 국가의 학생이 해외에서

수학하도록 밀어내는 요인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유인(pull) 모형은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국가에

서 수학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Push-Pull 모형은 인구사회학 분야뿐만 아니

라 전세계 유학생 흐름을 설명하는 국제교육 분야의 연구 이론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Agarwal and Winkler(1985)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간 15개국 학생들을 대

상으로 분석을 통해 유학생 가족의 소득, 학비, 본국의 고등교육 기회, 유학을 통한 기대 수익의

선택요인을 도출하였다. McMahon(1992)은 1960-1970년대 제3세계 국가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

는 학생들의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Mazzarol et al.(1996)은 대만, 인도네시아 학생의 호주 유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 주변

인 추천, 비용, 환경, 지리적 근접성, 사회적 연결(social link) 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Bessey(2012)

는 172개 국가 학생의 독일 유학 선택요인을 연구하여 거리, 인구, 정치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로의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각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년 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한

국: 63,925 → 142,205, 중국: 223,499 → 492,185, 일본: 123,829 → 298,980). 미국국제교육기관(IIE)

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미국과 영국에 이은

전 세계 3위 규모이다.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유학국가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는 점차

아시아 국가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강유린·고장완(2019)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리적 접근성, 대학 홍보, 국가 인지도, 교육의 질, 장학제도가 유학국가 선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내었고 Jiani(2017)는 중국에서 유학 중인 28개국 42명의 유

학생들을 연구하여 중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유학 국가 선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Song and Liu(2014)는 1997-2012년까지의 중국 내 22개 국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을 유학국가로 선택하게 된 요인으로 중국의 지속적 경제 발전, 향후 발전 가능

성,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및 교육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내었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공식집계가 시작된 197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어학연수, 교환학생,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16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국 365개 대학

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많게는 6,000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수학 중인 대학도 있다(교육부,

2019). 이는 2016년부터 4년 연속으로 1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게 빠른 양적 성장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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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전 세계적 학생 이동성 증가,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있으며 또한 한국의 학령인구의 감

소에 따른 대학의 적극적 유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김성은·이교일, 2019).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통

계청, 2019).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입학가능 자원은 꾸준히 감소해 전국 대학의 약 40%인 133개

의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감

소에 따른 대학의 인적, 재정적 위기극복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이기정 등, 2019; 이현주·이미

정, 2019).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한류가 한국의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사용하였다. Tinbergen(1962)에 의해 시작된 중력모형은 지난 50년 이상 국가 간 교역과 흐름을

살펴보고 주요 요인을 도출하는 데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두 물체 간 측정된 중력을

이용하는 뉴턴의 법칙(Newton’s Law)을 기본으로 하는 중력모형은 기본적으로 양 국가 간 무역

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시장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며 무역의 흐름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국경 인접성, 식민지 관계, 공통 언어, 공통 통화 등을 변수로 포함한다. 중력모형은 국제적

자본의 흐름(Dunning, 1980; Mishra and Jena, 2019), 노동이주(Ashby, 2007; Bierens and

Kontuly, 2008), 나아가 외국인 학생들의 이동(Bessey, 2012; Cullinan and Duggan, 2016; González

et al., 2011; Sa et al., 2004; Song and Liu, 2014; Van Bouwel and Veugelers, 2009) 흐름을 분석

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Zwinkels and Beugelsdijk(2010)는 중력모형이 국제경영 분야에서 널

리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이유로 ‘확고한 이론적 근거’와 ‘명확하고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

을 꼽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력모형을 통한 국가 간 교역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리, 인구, 환율,

경제규모와 더불어 국가 간 총 무역액(수출량과 수입액의 합),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R&D 지출비

용, 한류 효과(한국 프로그램의 수출량)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아래의 기본 모형을 설정한다.

lnX1jt (전체) = αjt +β1lnDistj + β2lnPopjt +β3lnXRjt + β4lnGDPPCjt +β5lnTrjt + β6lnHERDt +

β7lnHjt + γYeart + ε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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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X2jt (학위과정) = αjt + β1lnDistj + β2lnPopjt +β3lnXRjt +β4lnGDPPCjt + β5lnTrjt +β6lnHERDt +

β7lnHjt + γYeart + εjt

lnX3jt (비학위과정) = αjt +β1lnDistj +β2lnPopjt + β3lnXRjt + β4lnGDPPCjt +β5lnTrjt + β6lnHERDt +

β7lnHjt + γYeart + εjt

Xjt는 종속변수로 t년도에 한국에서 수학중인 j국가의 유학생 수이며 lnXjt는 Xjt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Distj는 한국과 j국가의 수도간의 거리(km), Popjt는 j국가의 t년도 인구수, XRjt 은

t연도의 원화대비 j국가의 환율(j국 통화/원), GDPPCjt 는 t년도 j국가의 1인당 명목 GDP, Trjt 는

t년도 한국과 j국가와의 총 무역액(총 수입금액과 수출금액의 합계), HERDt는 t년도에 한국 고등

교육기관의 연구개발비(R&D) 지출비용 총액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핵심변수인

Hjt는 t년도에 한국에서 j국가로 수출한 한국 방송프로그램 수출량(한류 변수)이다. 여기서 Yeart

는 각 연도별 고정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더미변수이다.

3.2 가설설정

중력모형의 기본 전제는 ‘국가 간 교역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시장 규모에 비례한다’ 이다.

Karemera et al.(2000)는 북미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당국가에서의 이민이 줄어들고 아시아, 라

틴아메리카와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들 일수록 유출되는 이민자 수가 많은 것을 발견하였고

González et al.(2011)은 유럽의 학생교류 장학프로그램인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수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해당 국가의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Sa et al.(2012)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의 고등교육기관 수요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수

요는 거리에 반비례, 인구에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한국과 해당 국가와의 거리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a)전체, b)학위과정, c)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해당 국가의 인구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a)전체, b)학위과정, c)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율은 경제적 측면에서 유학 국가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Naidoo, 2007). 김

성엽(2011)은 2010년 기준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한국 유학비용의 감소를 꼽았다. Zheng(2014)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영국 유학을 오는 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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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영국의 파운드화의 상대국가의 통화대비 약세가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β3 값이 증가하는 것은 원화 대비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감

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원화대비 해당국가의 환율의 강세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a)전체, b)학위과정, c)비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소득수준은 대표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은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에 비해 해외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Cummings, 1984; Karemera et al., 2000). 전세계 대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비용을

자비부담하고 있으며(Davis, 2002) 한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91.3%가 자비 유학생으로 구성되

어 있다(교육부, 2019).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해당국가의 국민 1인당 GDP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a)전체, b)학위과정, c)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McMhahon(1992)은 18개의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이 활발할수록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 수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고Wei(2013)는 48개 국가의 10년간의 패널데

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면 해당 국가 간 유학생 교류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아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 한국과 해당국가의 총 무역량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a)전체, b)학위과정, c)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ECD(1998)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성장은 지식의 기반(knowledge base)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Porter(1990)는 한 국가의 경쟁우위는 자원보다 지식에 기반 한

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국가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식의 기반 확립을 위해 R&D를 비롯

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였다(Malik, 2002). Cheng et al.(2016)은 홍콩 고등교육국제

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비용을 늘려야 한다

고 주장하였고, Wei(2013)는 48개 국가의 10년간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 국가의 GDP 내 고

등교육기관의 R&D 지출이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것

을 발견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 6.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R&D 지출 비용 확대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a)전체, b)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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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유치 파급효과 관련 연구는 한류가 전세계로 본격적으로 확

장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게 되었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다. 모종린 등(2005)이 국내 25개국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

상이 한국 유학 전 한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한국유학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서봉(2009), 이상호(2011), 김미희(2011), 장암(2012), 배욱(201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유

학생이 한국을 유학국가로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한류의 영향을 꼽았으며 이민경(2012),

Lee(2013)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한류가 한국 유학 선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도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 7. 한류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a)전체, b)학위과정, c)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데이터 및 요약통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외국인 유학생 수는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2003년부터 2018년까

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류변수인 한국 방송프로그램 수출량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방송산업 실태보고서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이 가장 많은

21개 주요 국가2)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진행하였다. 이외의 변수 출처와 세부정보는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4>와 같다.

2) 대만,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국, 미얀마, 베트남,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

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프랑스, 필리핀, 헝가리,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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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설명 관측기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단위 출처

Dist
서울과 해당 국가

수도 간 거리(km)
2001-2018 21 5566 3312.6 km

www.timeand

date.com

Pop 해당 국가 인구 2001-2018 378 134.21 279.74 백만명
World Bank,

대만내무부3)

XR
원화대비

해당국가의 환율
2001-2018 378 1.4801 4.1334

원/해당

국통화

국제결재은행

(BIS)

GDPP

C

해당 국가의1인당

명목 GDP
2001-2018 378 19940 17840 US$

IMF,

대만내무부3)

Tr

한국과 해당국간 총

무역액(수출& 수입

합산)

2001-2018 378 9.2621 1.8285
$1,000,

000
한국무역협회

HERD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연간 R&D 지출 비용
2001-2017 357 40844 16754 억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H
한류(한국

방송프로그램) 수출량
2001-2018 337 7253.2 18145 $1,000

방송통신

위원회

X1
국내 수학 외국인

유학생 수(전체)
2003-2018 336 3308.1 11324 명 교육부

X2
국내 수학 외국인
유학생 수(학위 과정)

2003-2018 336 2128.1 8070.5 명 교육부

X3
국내 수학 외국인

유학생
합계(비학위과정)

2003-2018 336 1180 3567.3 명 교육부

<표 3> 변수설명 및 요약통계

　 Dist Pop XR
GDPP

C
Tr HERD H X1 X2 X3

Dist 1 　 　 　 　 　 　 　 　 　

Pop -.25*** 1 　 　 　 　 　 　 　 　

XR -.20*** -.01 1 　 　 　 　 　 　 　

GDPPC .46*** -.15*** -.36*** 1 　 　 　 　 　 　

Tr -.08 .41*** -.03 .47*** 1 　 　 　 　 　

HERD .00 .02 .05 .19*** .23*** 1 　 　 　 　

H -.38*** .18*** -.09 .20*** .35*** .17*** 1 　 　 　

X1 -.32*** .89*** .04 -.16*** .38*** .11** .24*** 1 　 　

X2 -.31*** .90*** -.01 -.17*** .35*** .09 .19*** .99*** 1 　

X3 -.32*** .78*** .14*** -.13** .40*** .15*** .31*** .94*** .88*** 1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 괄호안 수치는 유의확률임(* p<0.1, ** p<0.05, *** p<0.01)

3) 대만의 환율 및 1인당 명목 GDP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대만 내무부 공개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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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PPML) 방식을 이용하여 모형 결과를 추

정하였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값이 ‘0’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 분석대상

에서 임의로 제거되면서 선택 편의(Selection bias)와 이분산 편의(Heteroskedasticity Bias) 문제

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lva and Tenreyo(2006)는 PPML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Tobit이나 OLS에 비해 높은 설명력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Martin

and Pham(2015)은 여러 추정방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 PPML을 이용한 추정방식이 Tobit 계열의

추정방식보다 더 높은 강건성을 보임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0의 관측치가 종속변수에 발생

하기 때문에 PPML을 이용하였으며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값을 자연로그 값(ln)으로

변환하여 계량분석을 하였다. 시계열적으로 다양한 한류 변수의 수출량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한류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류변수를 제외한 분석과 수출량별 분류를 통

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4.1 한류 수출량 영향력 분석(당해 연도, 5년간 수출 합산)

본 연구는 한류 변수의 수출량을 당해 연도 기준(Ht), 1년의 시차(lagged)를 둔 전년도 기준

(Ht-1), 5년간 수출량의 합산 값을 1년의 시차(SumHt-1)를 둔 3가지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전년도 한류변수 수출량이 당해 연도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당해 연도 수출량을 이용

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따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표 5>와 같

다. 국가 간 거리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은 예측하였던 것과 같이 당해 연도 기준 학위과정(b)

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부(-)의 방향성을 보여 당해 연도 기준 가설 1(a, b), 5년간 합

산 기준으로 가설 1 전체가 지지되었다. 상대국가의 인구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비례한다는 예

측은 강하게 적용되어 당해 연도 및 5년간 합산 내 모든 과정에서 유의수준 1% 이내 양의 방향성

을 보여 가설 2 전체가 지지 되었다. 환율의 경우 당해 연도 및 5년간 합산 모두 학위과정(b)에서

만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양(+)의 방향성을 보여 원화대비 해당 국가의

통화 약세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가설 3(b)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에 가설 3 전체는 기각되었다. 상대국가의 1인당 GDP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당해 연도 및 5년간 합산 모두 전체 외국인 유학

생(a)과 학위과정 유학생(b)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비학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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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상대국가와의 무역량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의

관계는 당해 연도 및 5년간 합산의 모든 과정에서 1% 이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경

제적 통합성과 상호의존은 결국 양 국가 간 인적자원의 교류에까지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

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가설 5는 지지되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의 기반이자

경쟁력의 원천인 R&D 지출비용은 당해 연도 및 5년간 합산의 모든 과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 중 가장 큰 영향력(β

6=0.128-0.228)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가설 6은 지지되었다. 한류변수는 당해 연도 및 5년간 합산

내 모든 과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학위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류변수의 수출이 1% 증가 시 학위과정 외국

인 유학생은 당해 연도 기준 0.054%, 5년간 합산 기준 0.032%가 증가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가설 7은 지지되었다.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요약은 <표 5>, <표 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수 가설
당해 연도(Ht) 기준 5년간 합산(SumHt-1) 기준

전체(a) 학위(b) 비학위(c) 전체(a) 학위(b) 비학위(c)

Dist +
-0.046*** -0.034 -0.067*** -0.060*** -0.063** -0.060***

(0.002) (0.114) (0.000) (0.000) (0.021) (0.000)

Pop +
0.065*** 0.115*** 0.059*** 0.062*** 0.114*** 0.05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XR -
0.004 0.009** 0.005 0.005 0.009** 0.004

(0.253) (0.012) (0.276) (0.147) (0.030) (0.294)

GDPPC +
-0.035*** -0.056*** 0.003 -0.020* -0.034* 0.007

(0.001) (0.000) (0.791) (0.065) (0.062) (0.511)

Tr +
0.072*** 0.043*** 0.095*** 0.066*** 0.033*** 0.090***

(0.000) (0.000) (0.000) (0.000) (0.009) (0.000)

HERD +
0.191*** 0.213*** 0.228*** 0.128*** 0.145** 0.149***

(0.000) (0.000) (0.000) (0.001) (0.025) (0.000)

Ht +
0.032*** 0.054*** 0.025***

(0.000) (0.000) (0.000)

SumHt-1 +
0.018*** 0.032** 0.021***

(0.009) (0.010) (0.000)

Constant
-0.687** -1.060** -1.555*** 0.139 -0.030 -0.702

(0.011) (0.010) (0.000) (0.740) (0.965) (0.116)

설명력(R2) 0.815 0.766 0.823 0.802 0.734 0.828

관측 수 274 274 273 212 212 212

<표 5> 당해 연도(Ht) 및 5년간 합산 한류 수출량(SumHt-1) 영향력 분석

주: 괄호안 수치는 유의확률임(* p<0.1, ** p <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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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당해 연도(Ht) 5년간 합산(SumHt-1)

전체

(a)

학위

(b)

비학

위

(c)

전체

(a)

학위

(b)

비학

위

(c)

가설 1. 한국과 해당 국가와의 거리는 국내 고등

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2. 해당 국가의 인구수는 국내 고등교육기

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3. 원화대비 해당국가의 환율의 강세는 국

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

인(+)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가설 4. 해당국가의 국민 1인당 GDP는 국내 고

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가설 5. 한국과 해당국가의 총 무역량은 국내 고

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6.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R&D 지출 비용 확

대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가설 7. 한류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고등

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표 6> 가설검정 결과 요약

4.2 한류 변수를 제외한 분석

한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한류변수를 제외하고 분석

을 진행하였다. <표 7>은 한류변수를 제외한 모델의 분석 결과이며 한류변수를 포함한 모델과 포

함하지 않는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 설명력(R2)의 차이이

다. 당해 연도 한류 수출 기준 한류를 포함한 모델의 R2값은 0.766-0.823 이었으나 한류변수를 제

외한 모델의 R2은 0.721-0.802로 모든 모형에서 설명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한류변

수가 종속변수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거리(Distance)가 미치는 영향력이다. 한류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한류 변수를 포함한

모델에 비해 거리의 음(-)의 영향력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전체: -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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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학위과정: -0.034 → -0.152***, 비학위과정: -0.067*** → -0.123***). 즉, 한류가 물리

적 거리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과 거리감을 해소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류문화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많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껴

유학을 결정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R&D 지출의 영향력이다. 한류 변수를 포함한 모델에 비해 한류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

든 모델에서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R&D 지출의 영향력이 상승하였으며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Cheng et al.(2016)은 고등교육기관의 R&D 지출 감소는 해당 기관의 교육의 질과

경쟁력 하락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류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력을 제외하였을 때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객관적인 수준과 교육의 질

을 상징하는 지표인 고등교육기관의 R&D 지출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된다.

변수 전체(a) 학위(b) 비학위(c)

Dist
-0.118*** -0.152*** -0.123***

(0.000) (0.000) (0.000)

Pop
0.070*** 0.121*** 0.064***

(0.000) (0.000) (0.000)

XR
0.006* 0.013*** 0.008*

(0.068) (0.001) (0.081)

GDPPC
-0.025** -0.038** 0.013

(0.024) (0.017) (0.295)

Tr
0.077*** 0.052*** 0.106***

(0.000) (0.000) (0.000)

HERD
0.245*** 0.294*** 0.291***

(0.000) (0.000) (0.000)

Constant
-0.603** -0.811* -1.797***

(0.024) (0.057) (0.000)

설명력(R2) 0.790 0.721 0.802

관측 수 315 315 314

<표 7> 한류변수 제외 영향력 분석

주: 괄호안 수치는 유의확률임(* p<0.1, ** p <0.05, *** p<0.01)

4.3 한류 변수 수출량에 따른 영향력 분석

한류의 수출량별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연도별 수출량을 아래와 같이 5가지 카테고리

(더미)로 분류하여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알아보았다. 더미변수별 한

류 수출량(1=$1,000) 기준 및 관측 수는 다음과 같다.

DH0=0 (21개); 1≤DH1<1000 (133개); 1000≤DH2<5000 (91개); 5000≤DH3<15000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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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DH4 (34개)

최빈치 더미인 DH0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첫째, 한류의 수출

량이 많은 구간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위,

비학위과정 모두에서 한류의 수출량이 적은 DH1, DH2 구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

며 한류의 수출량이 비교적 큰 DH3, DH4 구간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둘

째, 한류의 수출량이 늘어날수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영향이 순차적으로 비례하여 늘어나

는 것이 관찰되었다. 비학위 과정을 제외한 전체와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한류의 수출량이 적은

DH1에서 DH4로 갈수록 상관계수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특히 학위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위과정에 비해 한류가 상대적으로

덜 확산된 국가의 유학생(미주, 유럽권 등) 비중이 높기 때문에, DH3에서 DH4로 한류의 수출량이

증가할수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수 전체(a) 학위(b) 비학위(c)

Dist
-0.054*** -0.032 -0.076***

(0.001) (0.161) (0.000)

Pop
0.069*** 0.117*** 0.065***

(0.000) (0.000) (0.000)

XR
0.004 0.009** 0.005

(0.223) (0.015) (0.189)

GDPPC
-0.033*** -0.061*** 0.011

(0.005) (0.001) (0.362)

Tr
0.065*** 0.036*** 0.086***

(0.000) (0.005) (0.000)

HERD
0.195*** 0.208*** 0.234***

(0.000) (0.000) (0.000)

DH1
-0.044 -0.084 -0.021

(0.463) (0.382) (0.699)

DH2
0.039 0.055 0.059

(0.524) (0.567) (0.281)

DH3
0.127** 0.206** 0.133**

(0.039) (0.037) (0.018)

DH4
0.135** 0.259** 0.110*

(0.032) (0.010) (0.066)

Constant
-0.449 -0.573 -1.420***

(0.100) (0.173) (0.000)

설명력(R2) 0.797 0.743 0.817

관측 수 293 293 292

주: 괄호안 수치는 유의확률임(p<0.1, ** p <0.05, *** p<0.01)

<표 8> 한류 수출량별 영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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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2001년부터 2018년 사이의 21개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류를 대표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류는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포함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류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류 변수를 제외한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류가 물리적인 거리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한류 변수의 수출량별로 카테고리

(더미)를 분류하여 진행한 분석을 통해 한류 변수의 수출량이 많은 카테고리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강하게 나타나며, 그 영향력은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수출량이 증가할수록 순차적으로 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국가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인구수’, 해당국가와의 경제적 통합수준

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 무역량’, 고등교육기관의 지식베이스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고등교

육기관의 R&D 지출 비용’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 1인당 GDP와 환율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

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

국, 베트남과 같이 현재의 1인당 GDP 수준은 한국보다 낮으나 경제가 급속도록 성장하고 있는 개

발도상국 출신이며, 그들에게 한국유학 자체가 개인의 미래 및 향후 경제적 소득을 위한 투자로

고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에게서 영향력이 특히 높게 나타난 것

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Naidoo(2007)는 부유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유학 수요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영국 유학 선택요인 연구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

음을 발견하였다. McMahon(1992), Naidoo(2007), Zheng(2014)도 위와 같은 이유로 1인당 GDP와

유학생 유치 간 반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수출량을 한류 효과의 대리 변수

(Proxy variable)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한류 산업의 UNESCO 문화상

품 분류에 따른 한류관련 산업의 유형재 수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구글, 유튜브의 조회 건수를

한류수출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무형 서비스 데이터가 대부분인 한류 산업의 수출량

을 포괄하기가 어렵고 단순한 인터넷 콘텐츠의 조회 건수가 실질적인 한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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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한류 확산의 주 시발점이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한류산

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 하나인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량을 통해 연구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계열 적으로 다양한 한류 변수의 수출량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특정 시점에 설문 또는 인터뷰를 통해 진행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15년 이

상의 공인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단순히 당해 연도의 한류 변수 수출

량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시차변수(lagged variable)를 사용해 1년 전 한류 변수의 수출량, 5년

간 한류 변수 수출량의 합산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한류 변수와 다른 종속 변수긴 동시성으

로 발생할 수 있는 편이(simultaneity bias)를 해결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한류 변수 수출이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수출

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례함을 증명하였다. 한류 변수의 수출량에 따라 단계별로 4가지의 더미변

수(DH1-DH4)를 생성하였고 한류 변수의 수출량이 적은 카테고리(DH1 & DH2)에 비해 수출량이

많은 카테고리(DH3 & DH4)에서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높은 영향

력을 가짐을 알아내었다.

넷째, 본 연구는 한류가 외국인 학생의 한국 유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pull) 요인으로 작용

하며 국가 간 물리적 거리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증명하였다. 분석결

과 한류변수가 포함된 모델은 포함되지 않은 모델에 비해 설명력(R2)이 높고 국가 간 거리로 발생

하는 음(-)의 영향력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국가 간 문화적 근접성

(Cultural proximity)을 언어, 종교, 신뢰, 식민지 관계, 민족적 관계 등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Disdier and Mayer, 2007; Guiso et al., 2006; Guo, 2004; Wagner et al., 2002; Girma and Yu,

2002),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의 확산 현상인 한류로 문화적 근접성을 측정하여 그 효용을 증명

하였다.

5.2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한 추정결과를 통해 한류 변수의 수출은 기존 연구를 통해 증명된 소비재 수출, 관

광객 유치 이외에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 OECD 최저 출산율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존폐를 고민할 정도

의 수준인 요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다(최영근, 2014). 이러

한 점에서 한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며

국내고등교육기관 및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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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국내 고등교육기관 차원 시사점

국내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가를 선정 시 한국 방송 프로그램

을 비롯한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노출 기간 및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한

류 확산이 강한 아시아권 국가뿐만 아니라 유학생 유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한류의 확산

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에 대한 호감 이미지가 증가하는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 전

략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고등교육기관 출신 한류스타가 있을 경우 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것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한류스타가 국가브랜드, 기업 이미지, 제품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가 있다(김미주·서정모, 2013; 왕진·이순

자, 2016; 이제홍, 2016).

국가 간의 무역량은 양 국가의 경제적 통합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Zheng,

2009) 국가 간 높은 수준의 무역연계는 국가 간 연계에게서 더 나아가 고등교육의 연계로 이어지

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McMahon, 1992). 자국과 수학 국가의 언어, 문화 모두와 친숙한 유

학생은 취업시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Wei, 2013). 그러므로 한국과의 교역량이 많고 한국 기

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간접 경험 및 취업의 기회가 많다. 한국과의 교

역량이 많은 국가의 학생들은 미래의 취업과 경제적 소득을 위해 한국 유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

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비율이

전체 유학생 수의 70%를 상회하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선정 시 한국과의 교역량을 고려하

여 유학생 유치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국가의 1인당 GDP나 환율은 일반적인 예상

과는 달리 국내 유학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학위를 위한 유학은 많은 투자와 기회비용이 수반되는 고관여 결정이기 때문에 국내 고등교육기

관은 반드시 외부적 상황이나 해당 국가의 경제력 수준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수

교육 콘텐츠 등 해당 기관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졸업 이후에 대한 비전까지 보여줄 수 있는 노력

이 필요하다.

5.2.2 정부차원 시사점

정부차원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정부기관을 통해 한류 문화 콘텐츠와 고등교육을 함께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9년 기준 18개국 41개원의 재외 한국교육원과 27개국, 32개소의 재외 한

국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원의 경우 유학생 유치를 4대 업무 중 하나로 지정하였

으나 대부분의 역할이 한국어 교육에 치우쳐 있어 유학생 유치지원 실적은 연간 130여 건으로 미

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류의 유학생 유인 효과가 검증된 만큼 한류문화 및 한국어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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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갖고 재외 정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비중을 높여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유학생 유치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이 역시 필요하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투자 지표가 R&D 비용이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R&D 비용이 외국인 유학

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한국의 2018년 GDP 대비

R&D 투자비용은 4.81%로 세계 1위 국가이지만 고등교육기관의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중에서도 절반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에 의존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89.8%였던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

학원 진학률은 꾸준히 하락하여 2018년 81.5%를 기록하였고 수도권과 지역대학의 격차는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줄어드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은 해외시

장에 의존을 늘여가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주요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QS, THE, ARWU의 평가지표 중 R&D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연구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20%, 많게는 60%가 넘으며 대학순위

는 해당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와 유학생의 유학기관 선택으로 직결된다(Clarke, 2007;

Horstschräer, 2012). R&D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필수적인 투자이다(김범준, 2019). 이

에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를 위해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3 연구한계

본 연구는 한류가 국내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

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향후 한류의 확산과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유학생 유치 관련 정책수립에 실증적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정량적인 데이터 이외에 국가 간 역사, 정치적 상황, 정부의 정책 등 정성적인 측

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지상파 및 케이블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확산이 되고 있으나(김

지은·유한주, 2020) 이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없어 분석 시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꼽을 수 있다.

“본 게재논문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전적으로 저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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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Korean Wave (Hallyu) on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Park, Joonyong*·Kim, BoKyung**·Kim, Renee Boyoung***

<Abstract>

The Korean Wave (Hallyu) refers to the global spread of Korean culture, products and

services, and its research scop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is study uses the

amount of Korean broadcasting content exported as a proxy variable of the Hallyu effect

and analyzes its influences on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at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s). Based on gravity model, this study uses the panel data of

21 countries from 2001 to 2018, where Korean broadcasting content had been exported

the most. Then, estimates are rendered of the results by using the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PPML) procedure. Throughout the research, we find that

Hallyu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 to Korean

HEIs and a diminishing negative effect of the distance between Korea and students’

home country. We also determine the positive effects of total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these other countries, as well as the R&D expenditures of Korean HEI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paper that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mpacts of Hallyu on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Korean HEIs using panel

data and ha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erspectives government and H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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