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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프로그램 중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라는 독창적

인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 사업단의 사례를 살펴보았

다. 이러한 동서대 사업단 프로그램을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형 프로그램(글로벌 LLP)으로 유형화하고, 동서대 

참여 한국학생들이 글로벌 LLP의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어떠한 학습경험을 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참여한 10명의 동서대 학생에 대한 심층면접을 포함

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동서대 학생들은 한중일 3국에서 중국, 일본학생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글로벌 우정을 키우고, 갈등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갈등 속에서 다름을 인정, 배려하면서 성장하는 경험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서대 학생들은 한중일 3국을 순환하는 공동캠퍼스 및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3개 국어를 능숙히 활용하고, 동아시아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체적 사고’를 키우며, 한중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가는 학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동서대 학생들의 경험을 접촉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동서대 사업단,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한국의 국제고등교육분야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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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학생이동(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ECD, 2015). 그 중 주목할 만한 경향 중 하나는 지역 내 국제학생이동의 증가와 이와 관련한 

국가 정부 수준의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 참여 및 고등교육 협력의 활성화이다. 대표적 예로 유

럽의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1987년 유럽 11개

국 3,200여명의 규모로 대학생 교류를 시작하여 현재 유럽 30여 개국과 전 세계 수십 개 파트너 

국가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변기용 외, 2013; European Commission, 2016). 이

러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

로서의 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변기용, 오민석, 2015). 아시아 지역에서도 2010년

부터 동남아시아 국가 간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MIT (Malaysia-Indonesia-Thailand)를 통해 지

역 내 학생 교류를 도모하였고, 이는 2012년 베트남이 참여하면서 AIMS(ASE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AIMS)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변기용 외, 2013). 현재 일본, 필리핀, 브루나

이 다루살렘 등 총 7개국이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고(변기용, 오민석, 2015), 한국도 

2016년 하반기부터 AIMS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정부 수준에서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은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CAMPUS 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시범

사업이 유일하다. 그동안 대학기관 수준의 학생 교류는 활발하였지만, 정부 수준에서 고등교육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학생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본 사업으로 진입하

고, AIMS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2010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간 협력사업으로 채택되어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

고, 현재 한중일 28개 대학이 10개 사업단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들의 합의에 근

거해 진행된 동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화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3국간의 다양한 교

육교류를 통해서 차세대 리더들에게 이 지역 평화공존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아시아의 발전

적 미래 창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0).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사업설계 및 운영실태, 문제점, 참여성과 등에 대한 

연구들도 여럿 수행되었다(변기용 외, 2013; 신현석, 김희연, 전재은, 강민수, 2015; 전재은, 변기

용, 이수지, 2014; 정일환, 이영호, 김정희, 2014; Horie, 2014, 2015). 그 중에서도 한국 및 일본 

연구자들에게 특히 주목을 받은 사업단은 동서대가 소속된 사업단이다. 해당 사업단의 프로그램

이 한중일 3국간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라는 체계로 독창적으로 설계되었고, 한중일 참여 학생

들이 다년에 걸쳐 장기간 참여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서대 사업단은 한국 동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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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동외어외무대, 일본 리츠메이칸대로 구성되어 있고,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

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일 3국 

학생의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독특하고도 실험적인 모델은 국제교육 분야에서 선례

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창의적인 사례이다. 또 동서대 사업단은 국내에서도 지방소재 대학의 

대학특성화 전략으로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2013).

이러한 동서대 사업단의 공동교육과정과 공동생활이라는 특징은 해당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living-learning program (LLP); Inkelas & Associates, 2007; Inkelas &

Soldner, 2011; Inkelas, Soldner, Longerbeam, & Leonard, 2008)의 한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게 

한다. 즉,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Global LLP, 이하 ‘글로벌 LLP’)의 사례로서 동서대 

사업단 참여학생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 연구에 

LLP 개념을 활용하는(예를 들어, Enos, 2014; San Antonio & Ofori-Dwumfuo, 2015 등) 이론적 

접목은 최근 국제교육 분야에서의 학문적 발전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국제교육 분야에서도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 참여가 당위적으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체계적 프로그램 설계와 적절한 개입이 동반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ngberg, Jourian, & Davidson, 2016; Vande Berg, Paige, & Lou, 2012). 그러나 아직 글로벌 

LLP에 대한 사례연구와 실증적 연구에 대한 축적은 부족하다. 따라서 국제이동학생 프로그램으

로서 공동교육과정과 공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에 대해 사례연구는 국제교육 분야의 글로벌 LLP 연구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분야

의 LLP 연구 축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이 여전히 역사인식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일시적 충돌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리더 양성을 통해 한중일 관계를 변화·발전시키고

자 하는 한중일 3국의 교육협력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면에서도 본 연구의 중요성

을 찾을 수 있다.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 계량적 결과(예를 들면, 교류 학생 수의 증가)를 중요한 

성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한 상황에서 참여 학생들의 경험을 질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정부 협력 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성과를 파악하는데

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은 2016년 상반기에 약 5년간의 시범사업 

마무리와 본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인 학부 학생 대상 

국제교류를 실현하고 있는 동서대 참여 학생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캠

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는 결과와 발전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단 중 하나인 ‘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

리츠메이칸대 사업단’을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글로벌 LLP)으로 유형화하고 참여학

생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라는 혁신적인 국제학생이동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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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대 사업단 소속의 학생이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에의 참여를 통

해 무엇을 배우고 학습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살펴볼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대 소속 한국학생들은 캠퍼스 아시아 ‘공동생활’을 통해 어떠한 학습경

험을 하는가? 둘째, 동서대 소속 한국학생들은 캠퍼스 아시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어떠한 학

습경험을 하는가?

Ⅱ. 선행연구 분석

1.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이하 ‘LLP’)이란 최근 국내 고등교육에서 주목 받고 있는 기숙형 대

학(residential college)과 관련한 개념으로(변수연, 2014; 안호영, 강성배, 2015), 특정 주제 중심의 

기숙사 기반 학부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Inkelas & Soldner, 2011, p.1). 미국 고등

교육에서 LLP는 학부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개입의 일환으로 많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국 차원의 실증적 연구(National Study of Living–Learning

Programs)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Inkelas & Associates, 2007). LLP는 프로그램 주제에 따

라 리더십, 문화, 전공학문, 연구형, 기숙형, 건강증진, 여학생 중심 등으로 분류하거나(Inkelas

& Associates, 2007), 프로그램 구조(규모, 비교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원 및 자원 가용 정도,

교내 학생행정·학사행정과의 연계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Inkelas et al.,

2008). 세 가지 유형에는 ①소규모(50명 이하), 제한된 자원의 기숙형 생활 중심형, ②중규모(약 

100명), 적절한 자원 지원(팀별 활동, 다문화 프로그램, 진로 워크숍 등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및 교내 학생행정 및 학사행정과의 연계(교수 참여 및 학사지도 포함)형, ③대규모(평균 343명),

종합적 자원 지원(학습 및 지도교수 공간, 해외교류프로그램 등 제공) 및 교내 학생행정 및 학사

행정과의 협업(collaboration)이 이루어지며 주로 연구중심대학에서 운영되는 모형이 있다.

요약하자면, 첫째, LLP는 기숙사 기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함

께 참여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둘째, 일부 LLP는 주제에 따라 학습공동체의 성격을 띠며,

셋째, 주제별 LLP는 다양하더라도 구조에 따라서는 간략히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Inkelas & Soldner, 2011). 이는 모두 미국 고등교육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결과이다.

또 이러한 LLP는 학업성취, 대학 소속감 및 만족도, 사회·심리적 발달, 교수와의 교류와 교우

관계 등 다양한 성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유형에 따라서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 유형이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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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졌다(Inkelas & Associates, 2007; Inkelas et al., 2008). 국내 고등교육에서도 LLP는 

참여 학생들의 소속감, 학습 기회 참여, 공동체 기여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변수연, 2014; Kang, Han, & Cho, 2014).

최근 국제교육 분야에서도 LLP 개념을 적용하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참여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프로그램 설계와 적절한 개입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Engberg, Jourian,

& Davidson, 2016; Vande Berg, Paige, & Lou, 2012), 이러한 이론적 접목은 국제교육 분야에서

도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

사 프로그램에 대한 LLP 연구에서는 유학생과 현지 학생 간의 공동생활,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제공, 교내 관련 부서들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기숙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 학생들의 문화 

관련 발달을 조사하였다(San Antonio & Ofori-Dwumfuo, 2015). 또 유람선 국제교육 프로그램

을 LLP로 재정립하고자 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Enos, 2014). 이러한 선상(shipboard) 프로그

램은 수개월 간 유람선에서 교수 및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연계 수업 

제공을 제공하고, 여러 국가를 방문하며 여행 및 현장학습을 병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외에도  

Inkelas와 Associates (2007)가 분류한 LLP 중 ‘문화 LLP’는 특정 국가나 외국어, 국제 관련 주제

에 초점을 맞춘 기숙형 프로그램으로 국제교육 관련 LLP를 문화 LLP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문화 LLP는 국제교육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LLP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 간 공동 기숙사 프로그램, 해외캠퍼스 및 유람선 프로그램을 포괄하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육 관련 주제의 다양한 기숙형 및 공동생활 LLP를 

통틀어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이하 ‘글로벌 LLP’(Global living-learning program))로 

명명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2.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 사업단(이하 ’동서대 사업단‘)’의 

프로그램은 아래 서술된 특징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과 한중일 학생의 공동생활을 중심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LLP이자 그 중에서도 글

로벌 LLP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동서대 사업단에 대한 연구는 최근 LLP 개념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실증적 연구의 축적이 부족한 국제교육 분야에 관련 사례연구를 제공하

는 의의를 갖는다. 동서대 사업단과 같은 창의적인 글로벌 LLP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는 향후 

관련 국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실천적 의의도 지닐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서대 사업단은 총 10개의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단 가운데 학부생을 중점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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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사업단 중 하나이다. 사업단의 주제 및 명칭은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상’이며, 동서대 사업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 또는 트라이앵글 캠퍼스로 불리는 독창적 학기제 운영이다.

이는 세 대학 간 10여년 간의 단기 공동교육 및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을 위해 창출한 교육체계이다. 각 국에 따라 학기제가 상이하고, 대학에 따라 졸업이수 학점도 

다르지만, 상호학점 인정, 공동 과목 신설,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

스를 운영한다(동서대, 2013). 이러한 3국간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 운영은 창의적인 글로벌 

LLP 운영의 예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공동교육과정을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에 따라 운영한다.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은 ‘동

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이라는 주제에 따라 외국어, 문학,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수업을 

제공한다. 이는 글로벌 LLP이면서도, LLP 주제별 유형 가운데 특정 학문 분야 또는 학문 주제에 

따라 학생 집단을 구성하는 학문분야 프로그램(disciplinary programs) 유형, 그리고 동아시아라

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한중일 언어를 모두 사용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적 이해도 도모하는 

점에서 문화 프로그램(cultural programs)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Inkelas & Soldner, 2011).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동서대 사업단의 공동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1단계는 파

견 전 교육(1학년), 2단계는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2-3학년), 3단계는 졸업준비과정(4학년)이다

(동서대, 2013). 구체적으로, 1학년 때는 자국에서 외국어 및 문화에 대한 집중교육을 받는다. 2-3

학년 때는 한중일 각 국 10명씩 총 30명의 코호트가 3국을 4개월씩 중국-일본-한국의 순서로 순

환하며 교육을 받으며, 전공 교과목의 비중이 증가하고 수업도 원어로 진행된다(신현석 외,

2015). 4학년 때는 다시 자국에서 졸업준비를 하며 해외인턴십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작성한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동서대 사업단의 1기 참여학생들은 4년에 걸쳐 이러한 모든 단계를 완료하

여 수료 또는 졸업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한중일 학생들의 공동생활로서, 동서대 사업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글로벌 

LLP 특징 중 하나이다. 동서대 사업단 소속 학생들은 한중일 각 국가별 10명씩, 총 30명의 학생

이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를 순환하며 공동생활을 한다. 일본에서는 30명의 학생들이 쉐어하우

스라는 두 채의 단독주택 공간에서 남녀학생들이 별도로 단체 공동생활을 한다. 한국에서는 기

숙사에서 한중일 학생들이 3-4명씩 생활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학생을 제외한 한국, 일본 학생들

만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한중일 학생들이 2년 동안 장기간 

자국 및 해외 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이 동서대 사업단의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는 LLP 구조별 

유형 가운데 소규모, 제한된 자원의 기숙형 생활 중심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Inkelas et al.,

2008; Inkelas & Soldner, 2011), 동일한 한중일 학생들이 다년간 소규모 단체 생활을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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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독특하다.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을 포함한 다국적 학생들이 기숙사에

서 룸메이트로 공동생활하거나 기숙사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국제교육 분야에서 적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관련 연구는 소수만을 찾아볼 수 있다(Nesdale & Todd,

2000; Salida & Grant, 1993). 예를 들어,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과 미국 학생 간 기숙사 룸메

이트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이들을 위한 기숙사 내 국제 프로그램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Salida & Grant, 1993).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이나 미국 학생의 국제적 소양 함양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공동생활뿐만이 아니라 이들 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교류가 필

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으로 호주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호주 학생이 같은 기숙사에서 

살면서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를 연구한 논문을 들 수 있다(Nesdale &

Todd, 2000). 이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과 호주 학생 모두 수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서로 간 교류의 양이나 문화적 이해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의 공동생활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만,

공동생활 및 교류의 의미와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학기관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1] 동서대 소속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의 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 및 커리큘럼 (동서대, 2013, p.1)

3.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 접촉이론과 학생 교류   

이상과 같은 동서대 사업단의 특징인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교육과

정 운영, 한중일 학생들의 공동생활을 고려할 때 동서대 사업단은 LLP 중에서도 글로벌 LLP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LLP 가운데서도 글로벌 LLP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글로벌 LLP의 효과도 LLP 효과와 유사할 수 있지만, LLP 주제와 교류대상이 다양한 문화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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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해외에 위치할 수 있는 복합적 특징을 고려할 때 다른 LLP와 차별적으로 또는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an Antonio와 

Ofori-Dwumfuo(2015)는 외국인 유학생과 미국 현지 학생 간 LLP 참여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적 역량 발달(intercultural maturity)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외 관련 연구도 

LLP 개념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 간 기숙사 공동생활 또는 기숙사 

프로그램 참여가 참여학생들의 적응 및 문화적 역량 발달에 효과적인 점을 보여주었다 (Nesdale

& Todd, 2000; Salida & Grant, 1993). 즉, 글로벌 LLP는 일반 LLP와는 교류대상과 주제 등의 

차이로 인해 그 효과가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LLP 연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LLP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LLP의 간접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Inkelas & Soldner, 2011). 즉, LLP 효과는 단순한 LLP 참여 자체가 아

니라 LLP 참여로 이루어지는 교수 또는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교육 분야의 많은 선행연구도 외국인 유학

생과 현지 학생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문화적 역량 발달, 사회문화적 적응 

등의 효과를 밝히고 있다(이선미, 김찬란, 2013; Barger, 2004; Geeraert, Demoulin, & Demes,

2014; Hendrickson, Rosen, & Aune, 2011; Jon, 2013; Kashima & Loh, 2006; Parsons, 2010;

Rajapaksa & Dundes, 2002-2003; Smith & Khawaja, 2011; Zhang & Goodson, 2011).

따라서 글로벌 LLP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 및 국가에서 온 학생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러한 교류가 참여학생의 경험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와 교류의 의미 및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llport(1954)의 접촉이

론을 활용할 수 있다.

1) 접촉이론 

Allport(1954)의 접촉이론(contact hypothesis; contact theory)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집단 간 접

촉이 일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면 서로에 대한 편견이 감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접촉 조건은 

집단 간 동등한 지위, 공동의 목적, 집단 상호 간 협력, 그리고 제도적 지원(institutional support)

이다. 이러한 접촉이론은 수십 년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 및 인종 간 접촉이 긍정적, 부정

적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연구하는데 활용되고, 축적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발전하였다(Pettigrew, 1998, 2008; Pettigrew & Tropp, 2000, 2005, 2006; Pettigrew, Tropp,

Wagner, & Christ, 2011). 특히 Pettigrew는 접촉이론 연구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접촉이론의 타당함을 입증하고, Allport의 네 가지 접촉 조건도 집단 간 교우관계

(cross-group friendship)가 포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접촉이론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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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권 학생들 간 교류가 집단 또는 인종 간 편견 감소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량, 리더십 

개발, 집단 간 갈등 감소, 직무만족의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Antonio, 2001;

Nesdale & Tood, 2000; Pettigrew et al., 2011; Ramiah & Hewstone, 2013; Shook & Fazio,

2008). 이처럼 접촉이론은 서로 다른 집단 간 접촉과 교류가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접촉이론은 글로벌 LLP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의 학생 간 공동생활과 교류가 촉진되는 환경에서 학생간 교류 및 관

계가 참여학생의 학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생 교류의 중요성 및 어려움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과 현지 학생들이 서로 분리(segregation)되어 교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Brown, 2009; Campbell & Li, 2008; Sovic, 2009; Williams & Johnson,

2011). 외국인 유학생은 현지 학생과 교류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교류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의 교류 형태를 보면, 주로 

자국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고 다음으로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마지막으로 현지 학

생과 교류하는 경향을 보인다(Furnham & Alibhai, 1985; C.R. Rose-Redwood &

Rose-Redwood, 2013). 현지 학생의 입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에게 다가가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Dunne, 2009).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은 한

국 학생과 만나고 친구를 사귀기 원하지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현, 김아영,

강이화, 2007; 김선영, 2014; 김영경, 2009; 임춘희, 2009; 전재은, 장나영, 2012).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과 해당 국가 국내 학생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Glass

& Westmont, 2014; Lehto, Cai, Fu, & Chen, 2014). 이러한 개입 프로그램으로서, 수업을 위한 

그룹편성과 같은 수업설계 방법(Bennett, Volet, & Fozdar, 2013; Pritchard & Skinner, 2002;

Rienties, Aloctt, & Jindal-Snape, 2014; Rienties & Nolan, 2014)과 버디, 멘토링, 기숙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Campbell, 2012; Leask, 2009; Nesdale & Todd, 2000; Woods, Poropat,

Barker, HIlls, Hibbins, & Borbasi, 2013)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교과 및 비교

과 활동을 통한 개입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LLP에 포괄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글로벌 LLP로서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

유는 첫째, 동서대 소속 사업단은 한중일 학생 30명이 코호트를 이루어 2년 이상 함께 한중일 

국가에서 학습, 생활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학생 간 교류의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한 집중적 프로그램 개입의 예이며, 기숙사 기반 공동생활을 하는 글로벌 LLP의 예로 

볼 수 있다. 둘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학생 간 교류가 참여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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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밝힌 바 있어(신현석 외, 2015), 접촉이론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서대 소속 사업단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C.R. Rose-Redwood와  

Rose-Redwood(2013)가 분류한 국제학생이동에서 볼 수 있는 교류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C.R. Rose-Redwood와  Rose-Redwood는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

적 교류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자국 학생들과만 어울리는 자진분리형

(self-segregators), 자국 학생과 다른 유학생들과만 교류하는 배타적 글로벌 교류형(exclusive

global mixers), 자국 학생, 다른 유학생, 그리고 현지학생과도 어울리는 포괄적 글로벌 교류형

(inclusive global mixers), 그리고 주로 현지 학생과 어울리며 자국 학생도 만나지만 다른 유학생

과는 만나지 않는 현지교류형(host interactors)이다. Rose-Redwood 등은 이 중 포괄적 글로벌 

교류형을 이상적인 사회교류형으로 평가하였는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의미 있고 여러 문화

를 아우르는 대화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서대 소속 사업단의 경우도 포괄

적 글로벌 교류형과 유사하게 한중일 어느 나라를 가도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 학생,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 밀도 있는 교류를 하게 된다. 다만, 주로 교류

할 학생들이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소속 학생들로 지정되어 있고, 사업단 소속 밖의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동서대 소속 사업단의 프로그램 설계는 다른 

국제학생이동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학생들 간 강도 높은 교

류가 가능하게끔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동서대 소속 사업단의 학생들이 글로벌 LLP의 참여로 

공동교육과정 및 공동생활을 통해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학습과 성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동서대학교 사업단 소속 한국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다. 모두 2012년에 동서대학교에 입학한 학부생으로서 남자 4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입학 당시 전공은 다양했으나 별도의 독립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특성상 2학년 때 전과를 신청하여 모두 중국어과나 일본어과에 소속되어 있

다. 중국어과 전공은 일본어과를, 일본어과 전공은 중국어과를 복수전공 하도록 되어 있다. 약 

절반 정도의 학생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동서대학교에 진학했고 그 외는 

동서대학교에 진학한 후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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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문서수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2014년 1월

부터 2015년 6월에 걸쳐 총 3차례 동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였다(<표 1> 참조).

2014년 1월과 6월에 각각 한국과 일본의 소속 대학을 방문하여 10명 전원과 인터뷰를 실시하였

고 2015년 6월 중국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귀국한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기 중

에 학생들을 방문한 경우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방학 중에 면접을 진행

한 경우 참여 경험을 뒤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대 학생들의 캠퍼스 아시아 참여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준구조화된 질적

연구 인터뷰 방법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준구조화된 인터뷰는 대개 연구 주제를 위해 개

발된 몇 개의 핵심적인 열린 질문들로 구성된 인터뷰 가이드에 따라 진행되는 인터뷰이다

(Roulston, 2010). 준구조화된 인터뷰에서 면담자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참여자가 연구주

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유의미한 언급이 나왔을 때 이를 깊이 있게 팔로우업 

하고 관련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표 1> 심층면접 정보

장소 일시 면접 형태 면접 대상자

부산(한국) 2014년 1월 집단면접 10명

교토(일본) 2014년 6월 개인면접 10명

부산(한국) 2015년 6월 개인면접 6명

본 연구에서는 준구조화 면접지를 사용하되 이전 면접 내용을 숙지하여 학생 개인별로 면접 

질문을 구체화하였다. 가능한 2명 이상의 연구자가 면접에 참여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고,

1차 면접에 한해 1:2 혹은 1:3 집단면접을 실시한 경우 개별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면서 특

정 학생이 이야기를 주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허락 하에 모든 

면접의 내용을 녹취하였고 면접을 진행한 당일 연구진 회의를 거쳐 현장방문 및 심층면접 과정

에서 느낀 감상과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 필드노트로 정리하였다. 1년 반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 중간 분석을 수행하여 면접 주제를 세부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면접에서는 참

여 동기, 경험, 영향, 사업에 대한 의견,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2차 면접은 

경험과 영향, 한중일 3국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3차 면접은 공동체 생활, 인턴 

경험 및 진로, 동아시아 정체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면접 이외에도 연구진은 다양한 캠퍼스 아시아 관련 학술대회 및 행사에서 참여관찰을 실시

하고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표 2> 참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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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서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업단 담당자와 참여 학생들이 수집 및 제작한 사진 및 동영상,

수업자료, 신문기사 등을 분석 자료로 참고하였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캠퍼스 아

시아 참여 학생 체험수기 공모’에 당선된 동서대 학생들의 체험수기도 함께 활용하였다.

<표 2> 면접 외 자료 목록

일시 행사 자료

2013년 10월 2013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협의회(부산) 관찰기록

2014년 2월 2013 캠퍼스 아시아 성과 결과보고회(서울) 관찰기록, 체험수기집

2014년 12월 2014 캠퍼스 아시아학생워크숍&사업단협의회(부산) 관찰기록

2015년 2월 2014 캠퍼스 아시아 성과 결과보고회(서울) 관찰기록, 체험수기집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주로 심층면접 전사자료 및 연구자의 필드노트, 참여 학생 체험수기를 

참고하였다. 자료 수집을 시작한 2014년 1월부터 수시로 잠정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특히 2, 3차 

면접을 전후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분석 내용을 면접 질문지에 반영하고 면접을 통해 다시 분석 범주를 수정·보완하면

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목화 및 재범주화 작업을 반복하였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주요 주제로 부각되었던 (1) 동

기 및 사전 준비 (2) 현지 경험 (3) 영향 (4) 사업 장애요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면접 전사자료

와 참여 학생 체험수기를 읽고 코딩하면서 하위 범주를 구체화 하였다. 경험 부분은 현지생활·

학습경험·교류 등으로, 영향(변화) 부분은 언어·한중일 국가별 인식·진로 등으로, 사업 장애요인

은 사업설계·행정적 지원·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범주화하였고 이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

였다. 이후 <표 2>의 자료와 비교·대조하여 분석 내용을 확인하고 보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 3월부터는 자료를 다시 읽으며 코딩 유목을 재범주화 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와 

함께 연구자마다 자유롭게 해석 및 시사점을 기록하여 잠정적 해석 작업을 병행하였다. 본격적 

해석 작업은 2015년 6월 3차 면접을 완료한 후 시작되어 논문 작성이 완료된 시점까지 지속되었

으며, 연구참여자와의 검증작업(member check)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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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공동생활 경험을 통한 학습

1) 외국인 친구에서 ‘친구’로 발전한 글로벌 우정

한중일 학생들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동서대 학생들이 경험한 것은 외국인 친구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친구’가 많아졌다는 점이었다. 기숙사 생활과 주택 생활을 함께 했던 동서대 학생들은 

일상적인 접촉과 교류 속에서 서로 다른 점을 알아감으로써 ‘나와 잘 맞는’ 친구를 찾고 혹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친구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만들어 간 우정은 그 동안 중국인 

또는 일본인 친구, 즉 외국인 친구와의 우정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 형성된 내 또래의 친구였

다. 이 ‘마음이 맞는 친구’로의 관점 전환은 그동안 상대국가에 가졌던 편견이나 불편한 감정들

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치라는 보다 확장된 사회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기제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관점의 성장을 의미한다. 국적과 국경을 기준으로 한 일본

인, 중국인이라는 타자에 대한 인식은 약 2년 동안의 공동생활을 통해 그냥 ‘사람’으로 이해되었

으며, 국적을 염두에 둔 중국 친구, 일본 친구는 그냥 ‘나의 친구’, ‘우리’의 범주로 포함되었다.

아..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역시 그냥 다 같이 사는 세계의 한 사람들이구나 싶을 정도로. 옛날

에는 그래도 중국이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일본이면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똑 같은 그냥 다 각기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냥 한 사람들로 이미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중국인이다, 너는 일본인이다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방향, 생각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B1)

뭐 딱히 한국인을 사귀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언어가 다를 뿐이지 마음 맞으면 

잘 지내는 거고. 제가 소극적이라 말을 못 걸면 못 만나는 거고. 약간 그런 국적끼리 뭉치는 편인 

것 같아요 (E1)

국적끼리 뭉치는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다행인 거 같아요. 애들

도 보면 지금 캠아(캠퍼스 아시아) 애들 보면 한국 애들끼리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친한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다니는……그게 일본이나 중국인 일 뿐이지 성격이 맞는 학생이랑 (M1)

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친구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국에 가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중국, 일본 친구랑 내가 생각하는 중국, 일본 친구랑 다른

게 되게 신기해요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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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히려 함께 생활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재작년 1학년 8월에 처음으로 중국 일본 학생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너무 긴장되고 그랬어요. 왜냐면 외국인 친구 자체가 처음이었고 어릴 때부

터 외국인 친구 하면 되게 생소하고 뭔가 신기하고 이상한 느낌이어서 실제로 만나면 어떤 느낌일

까 되게 긴장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보니까 외국인 친구가 아니라 그

냥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H1)

2)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꾸는 중재자의 역할

이동 캠퍼스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공동생활은 ‘나’라는 개인 보다는 ‘한국학생’이라는 집단

적 정체성 속에서의 ‘나’를 이해해 가는 과정이었다. 3국의 학생들이 모여 사는 공간에서 동서대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이라는 집단에 속한 개인의 특성과 그 집단이 지니는 문화

적 특성, 생활습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중국학생들의 특성과 일본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

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동서대 학생들은 기존의 중국 또는 일본 학생들에 대한 막연한 

친밀감이나 편견과 거부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재확인하거나 재정립하는 과정, 즉, 이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을 거쳐야 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동서대 학생들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문화에 타문화에 적응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적응

이.... 지금도 아예 적응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정도 유학생활 가지고 적응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래도 작년보단 적응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편하고, 적응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구요 

(H1)

캠퍼스 아시아를 하면서. 첫째는 저희가 타국을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먼저 자국을 알아야 된다

는 거. 외국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배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학생들한테 줘야 하는 것도 있

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국에 대한 이해와 

공부도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H2)

성격 문제, 생활 문제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근데 한국인은 또 중간

에서 또 이상하게 중국 친구하고 일본 친구하고 잘 조율하면서 잘 지내고 (B1)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나서는 편이에요 때로는. 한국인들이 중간 입장에서 될 수 있으니까, 중간 

입장에서 일본 친구하고 중국 친구들을 조율하면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제 항상 리더라고 하면 일본, 1층에 사는 애들의 리더, 2층에 사는 애들의 리더가 있었는데 이 둘이 

전부 다 일본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제도를 빼버리고 일본인 한 명, 한국인 한 명, 중국인 한 명.

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한중일 학생들이 이제 리더가 나와서 같이 토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

결하고 그런 공동 리더를 만들었어요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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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통한 성장

공동생활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었다. 쉐어하우스(공동생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생하는 갈등을 ‘서로 다름’으로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능력은 일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는 좀처럼 습득하기 어려운 능력이었다. 동서대 참

여 학생들은 공동생활을 통해서 일본학생, 중국학생들과의 서로 다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

를 자신들의 시야와 세계관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 다름에 대한 경험은 처음에는 생소

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다가왔지만 결국은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타인이 원하는 것

을 존중하는 배려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조화를 이루며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는 자양분이 되었다.

저희가 공동생활을 하고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깐 

그 친해지는 깊이도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배려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예의를 지켜가

면서 이야기가 되는거에요 (H2)

사실 작년에는 생활에서 어 일본은 자기들만의 기준이 되게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

한 것 같아요. 다른, 사회마다 당연히 사회 기준이 있고, 그 사회가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만 일본은 

자기들의 룰이 되게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용납을 못하는 부분

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본 학생들도 인정을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자기들은, 확실히 자기들은 

몰랐대요. 원래, 일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몰랐대요. 그걸 왜 그러지 외국인들 왜 그러지 이상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네들이 유학을 가보니까 알겠더래요 (H1)

일본에서, 그것도 쉐어하우스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쉐어하우스는 아예 저희가 운영하는 거니까,

청소도 저희가 해야 되고 쓰레기도 저희가 버려야 되고 저희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되게 자기들의 

엄격한 기준을 되게 많이 도입해서 그걸 되게 강요했어요…한 번 순환을 하고 1년이 지나니까 저희

도, 아 일본인은 이런 룰을 지키는 문화가 있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고 그거는 인

정 해줘야 하니까 우린 우리 나름대로 지키고 뭐 그래서 작년보다 외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한테 더 

많이 물어요. 이런 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약간 예의 같은 것도 교수님 대하는 거나 

아니면 밖에서 옷차림이나 행동 하나하나도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묻고, 또 일본 학생들도 바로바로 대답해주는데다가 그리고 혹시나 틀리더라도 작년에

는 되게 엄격하게 적용한 반면 올해는 말은 해주는데, 되게, 정말 안 되는 거면 말해주는데 웬만하

면 그냥 다름을 인정 하려고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H1)

친구가 편지를 써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한국친구들과 역사문제 얘기하는 게 너

무 싫었대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본인이 가해자 입장이니깐 잘못하다가 한국친구에게 많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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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를 입히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서 꺼려했었는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깐 얘기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 이거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친구를 얻어서 기쁘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H2)

한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깐 변화가, 저는 3단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들은 

대로. 아…… 예를 들면 중국에는 뭐 생활이 좀 그런다든지. 일본인은 정말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한

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겪어보니깐 아닌 거에요. 이게 2단계였어요. 어……솔직히 말하는데?

한국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3번째 단계는 역시 차이가 있구나.

작년 생활 했을 때랑 올해 생활 했을 때랑 다른데 이게 다른 게 없다라고 동일성을 찾았다면, 올해

는 차이점을……이렇게 다른 점이 보이드라고요 (H2)

네. 뭔가 거울이 있는 것처럼. 일주일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또 다른 걸 자주 느끼고 

있어요 (B1)

상대를 보는 관점도 바뀌었고, 시야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인맥에 대한 중요도 바뀌었

고. 또, 지극히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공

부한다던 지, 하고는 싶지만 약간 꿈만 같은 일? 근데 제가 이렇게 해외를 돌게 되었잖아요. 그니깐 

뭔가 앞으로도, 어려워 보이지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든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전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고 있으니깐. 앞으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음이라 던지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변화가 됐어요....어떤 일이 됐던,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꿈만 같은 일일 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게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게 고민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고 있다든지 (H2)

2. 공동캠퍼스/공동교육과정 경험을 통한 학습

1) 3개 국어(외국어) 습득에서 활용으로

동서대 참여 학생은 일본어와 중국어 능력을 활용해 문화의 이해에 대한 폭을 확장하고 있었

다. 학생들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2개 언어(일본어, 중국어)를 배우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일본

과 중국에서 원어로 문화 및 문화 관련 수업을 듣는데, 이는 학생들의 노력의 결과를 테스트 하

고 검증할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외국어를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4학년 때 학생들이 인턴 국가를 선택하고 직접 기업이나 업무 현장에서 그들이 배운 언어와 문

화 능력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이점 

중 하나였다. 학생들은 인턴 경험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배운 언어 능력을 생활에 적용하고, 문화

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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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국어로 되게 좋은 시를 읽었는데 제가 캠퍼스 아시아를 안 했으면 그 시를 안 읽었을거

고. 번역본을 읽는 거랑 원문을 읽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어요. 원문을 읽는게 조금 더 와 닿고 공

부하는 느낌이 강해지고 하니까, 느낀 바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국의 언어로....한국 사람이 중

국어나 일본어로 된 책이나 문학작품, 역사책, 철학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게 되게 좋은 일 같아

요.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그런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M2)

캠퍼스 아시아 경험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캠퍼스 아시

아에서 배운건 어학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

력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캠퍼스 아시아가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걸 최대한 활

용하려면 그냥 단순히 중국어를, 경영을 전공하고, 마케팅을 전공해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보

다는 그 중국인을 이해해야 설득이 가능하고 영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H1)

해외 영업이나 마케팅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나라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저는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

각하거든요. 영업의 기본은 그 나라 사람을 잘 이해하여, 잘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것을 4년 동안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잘 활용하고 싶어요 

(M1)

2)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노력과 습관의 형성

한중일이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과 공동생활은 동서대 학생들로 하여금 한중일이 함께 엮인 

역사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경험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동서대 학생들은 관련 수업을 듣고 함

께 토론하고 또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며, 왜 한중일 국민들이 영토 또는 역사문제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고민하고 학습하였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이라는 한 국가의 관

점만 배웠다면, 이제는 각 국의 역사인식과 배경을 학습하고 인지하게 된 것이다. 역사 수업에서 

한중일 학생들은 3국의 역사교과서를 비교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토론해보고, 또 함

께 생활하는 친구로서 서로 듣고 설명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아래 동서대 학생은 본인

의 ‘역사적 사고력이 입체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학생을 1년 반 이후에 만났

을 때는 그 때 자신하였던 것보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벗어

나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실 역사가 국사를 배울 때 국사는 어쩔 수 없이 왜곡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자국의 입

장에서 쓰니까. 그래서 일본학생들도 국사를 배울 때 한국과 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옳고 그른

지를 모르고 초 중 고등학교 때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독도 문제라든지 영토문제, 역사문제가 대두될 때 마다 국민들 반응이 너무 다르니까. 그것은 역사

인식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역사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배움으로써 변하는 것 같아요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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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건과 이러이러한 사상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구나 하는걸 느

낄 수 있었고. 또한 무턱대고 일본을 비판하기 보다는 먼저 그 이면을 알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

요 (B2)

사실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각 국가마다 국가입장이 달라지고 교과서 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역사교육이 달라진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그거를 계속 의식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캠퍼스아시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먼저 의식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얼마 전에는 그 페이스북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일

본 어촌에서 돌고래 사냥을 하는데 사실 그 돌고래가 요즘 멸종 위기에 있으니깐 해양 국제기관에

서는 사냥을 금지시키려고 막으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안 듣고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

고 댓글에 아 일본을 비판하는 게 많았는데 그런거 있으면 예전에는 아무 비판의식 없이 얘네 왜이

래 이러면서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을텐데 이제는 이게 옳고 그름이 정말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예전에는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한국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했다

면 이제는 조금 더 왜 중국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일본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하고 한국

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H1)

3) 공동체 의식의 함양

한중일 사업단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역사, 사회 수업은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수업의 대부분이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

로 다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 한중일 학생들은 일정 시간의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기존 인식을 개방하고, 서로 도전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학습 과정을 통해 자신들

만의 역사 인식을 재정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토론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배운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발전하고 싶다는 공동체 

의식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한중일의 갈등을 지금 바로 풀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서로 직면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성숙한 역사인식을 보여주었고, 자신들이 갈등을 풀고 조화를 이뤄갈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반사람들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제 

내가 배웠던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즘 들어서 더욱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요 (B1)

그만큼 저희는 좋은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좋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얻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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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것을 이제 보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앞으

로 동아시아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하나라도 만들고 싶

어요 (B1)

제가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를 하면서 한중일 외교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길러졌다고 말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캠퍼스 아시아가 지금 당장 30명 상태로 나오면 효과가 없겠지만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계층이 많아지면 저절로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게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

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많이 퍼져서 언젠가는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학생의 개인적인 경험으

로 보나, 한중일 관계에 관심이 많아진 학생들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 정말 좋

은 것 같아요 (M2)

캠퍼스 아시아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혜택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한중일

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회 참여 

부분이라든지,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

민을 해 보게 됐어요 […] 한국, 중국, 일본 어떤 국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관자로 있기보다는 

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시민단체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H2)

4) 수업의 교실 밖 확장과 진로와의 연계

동서대 학생들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부분에 있어 ‘시야의 

확장’을 꼽았다. 공동생활과 수업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역사문

제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배양함으로써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움은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

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는데, 일차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문화나 민감한 정

치현안에 대한 토론이 일상생활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동아시

아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어 및 문화이해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진로의 확장

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전에는 생각도 해 보지 않았지만 중국·일본에서의 

진학이나 취업을 고려하게 되었다거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일본과 교류가 많은 기업으로 취직하고 싶다고 하였다.

저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이나 한국 기업 안에서 해외개발팀이라

던가 글로벌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중국어를 쓰고 일본어를 쓰는 사원이 아

니라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중국인을 이해하고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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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런 교류가 잘 될지 회사에 도움이 될지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몸소 

다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H1)

옛날에는 한국만 딱 보고 한국에서 취업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 했었는데 이젠 동아시아 쪽으로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요 (B2).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었으면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길들이나 이런걸 생각 했을 텐데, 저는 이걸 해서 중국에

서 공부를 해봤으니깐 중국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할 수도 있

고.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 같은 거를 캠퍼스 아시아 하면서 만든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 정해진 진로는 아직 없는데 이거를 말씀 드린 점은. 볼 수 있는 길이 더 많아

진거죠 (M2).

이거를 배우면서 이 중국과 일본,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거에 제가 되게 흥미를 많이 느껴서 해

외 출장이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

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중국, 일본에 관련된 직종이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고 (E1)

Ⅴ.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

대)의 한국 학생들은 한중일간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글로벌 LLP(생활-학습 연계 프

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학습하고 있었다. LLP는 특정 주제 중심의 기숙사 

기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학습

공동체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Inkelas & Soldner, 2011). LLP의 효과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지만(변수연, 2014; Inkelas & Associates, 2007; Inkelas et al., 2008; Kang, Han,

& Cho, 2014), 이를 접목한 국제교육 분야의 글로벌 LLP에 대한 사례연구와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Enos, 2014; San Antonio & Ofori-Dwumfuo, 2015).

이러한 의미에서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에 주목해야할 이유는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

학 리더 양성’이라는 주제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한중일 대학생들이 공동생활(쉐어하우스 

및 기숙사)을 하는 글로벌 LLP 사례로서, 다른 문화권 학생들 간의 교류와 교우관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 가운데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

다. 앞서 선행연구 분석에서 설명하였듯이, 접촉이론과 국제교육 관련 문헌은 다른 문화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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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교류와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론적으로 입증하였다(이선미, 김찬

란, 2013; Barger, 2004; Geeraert, Demoulin, & Demes, 2014; Hendrickson, Rosen, & Aune,

2011; Jon, 2013; Kashima & Loh, 2006; Parsons, 2010; Pettigrew, 1998; Pettigrew & Tropp,

2005; Pettigrew et al., 2011; Rajapaksa & Dundes, 2002-2003; Smith & Khawaja, 2011; Zhang

& Goodson, 2011).

본 연구에서 동서대 한국 학생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즉, 글로벌 LLP 참여 경험과 학습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학생들은 공동생활 즉, 일상생활(everyday life)에서 

이문화에 대한 노출과 적응 과정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학습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둘째, 한국 학생들은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들을 스스

로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학생들은 캠

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복잡한 3국의 외교문제를 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

는 리더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었다. 셋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즉 한중일 3국이 기획한 다양한 

공동 수업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가고 있었고, 그들이 배운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성숙한 태도를 함양하고 있었다. 특히 공동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3국에 대한 심도 있는 역사와 문화 이해 수업과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관점과 역사관을 다각적

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학생들 스스로 본인이 ‘입체적 사고’를 갖게 되었다

고 말할 정도로 참여 학생들은 그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서대 학생들의 성장은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면서도 

더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초반 연구(전재은, 변기용, 이수

지, 2014)에서 한국 참여학생들이 중국 또는 일본에 대한 인식변화와 모국인 한국에 대한 인식변

화를 보이고,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잠재적 소양의 습득”(p.118)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되겠다는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학문적 관점을 확장하여 특

히 대학원생은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논문을 발전시키는 등, 학문 추구의 전기를 마련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 이해함으로써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관련 

전문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 초반 논문에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동서대-광동

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사업단의 한국 학생들이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

서대 사업단의 프로그램 운영방식, 내용, 성격이 다른 사업단과 비교하여 독창적이어서, 참여 학

생들의 경험도 다를 수 있고 이를 별도로 살펴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p.114). 본 연구결과, 동

서대 학생들은 장기간 공동생활과 공동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의 함양, 중재자로서의 

역할, 입체적 역사관의 형성,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 숙달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른 캠퍼스 아시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및 학생 간 교류의 중요성

을 보여주었다(신현석 외, 2015). 한국 참여학생들은 교육과정이 소속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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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당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수록, 다양한 참여성과(문화적 능력, 중국·일본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동아시아 정체성, 진로 계획 등)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

적 부합성은 특히 동서대 사업단이 총 10개 사업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논문에서는 한국학생이 중국 또는 일본에서 현지학생이나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 교류하는 

정도도 참여성과와 긍정적 관계를 갖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번 동서대 사업단에 대한 연구에서

도 학생 간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동서대 소속의 일부 학생들은 4년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긍정적인 학습 경험 외에도  ‘일반 학생들과의 교류 부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할 기회

의 감소’, ‘진로(군입대)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 놓기도 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제공하

는 다양한 혜택-예를 들면, 학비면제, 장학금, 외국생활 경험, 중국과 일본에서의 학습 경험- 등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소위 일반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경험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1기로서 이 사업이 지속되어서 본인들이 경험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캠퍼스 아시아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동아시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동시

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은 1기로서의 막연한 두려움,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느

끼고 있었고, 향후 장기간의 발전을 통해 한중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성

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동서대 사업단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를 갖는

다. 첫째, 글로벌 LLP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에서 LLP는 학업성취, 학습 기회 참여, 공동체 기여, 대학 소속감 및 만족도, 사회·심리적 발달,

교수와의 교류와 교우관계(변수연, 2014; Inkelas & Associates, 2007; Inkelas et al., 2008; Kang,

Han, & Cho, 2014),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및 역량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an

Antonio & Ofori-Dwumfuo, 2015).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LLP의 효과로 교우관계, 공동체 의식,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및 역량 발달뿐만 아니라 문화 갈등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 외국어 습득,

역사관 형성, 그리고 진로관도 볼 수 있었다. 둘째, 접촉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문화권 학생

들이 교우관계를 통해 편견의 감소와 문화적 발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과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학생들의 중국 및 일본 학생과의 경험은 직접 경험한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로까지 확장하는 변화를 보여 접촉이론에서 접촉효과가 

직접 관계된 집단뿐만 아니라 전체 집단과 다른 상황, 그리고 직접 접촉하지 않은 집단까지 전해

지는 일반화 현상도 보여주었다(Pettigrew, 1998; Pettigrew et al., 2011).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캠퍼스 아시아 동서대 사업단의 참여 학생들은 공동생

활과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한중일의 이질성을 경험하면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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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 협력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아시아’로서의 지역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다(황정미, 2015). 이러한 학생 개인의 변

화와 성장 외에도 정책적 차원에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실험적인 교류 프로

그램의 개발과 꾸준한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동서대 사업단에 제안할 수 있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인문학 리더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인문학 분야

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문에 접할 기회와 일반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대학활동-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비인문학 과목의 수강 기회-등을 제

공하여 참여 학생들이 언어적·문화적 연대감 외에 자신들의 흥미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 후 본인들의 진로와 취업, 군 입대와 같은 현실적

인 고민을 드러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3개국 언어와 문화 혹은 문학에 관한 우수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외에 4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가 학생들의 미래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중간에 진로와 취업에 관한 정보와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노력과 경험들이 진로나 취

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상설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

영한 사업단과 참여 학생들의 노하우가 다음 기수로 잘 전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본인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면서 선배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본인들이 1기로서 후배들에

게 실수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즉,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기를 원했다. 한중일 정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대학 자

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여 프로그램 상설화를 추진함으로써 동서대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지

속적으로 발전한다면 동아시아 인재와 리더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동서대 사업단의 한국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한중일 공동 연구진이 참여하는 한중일 3국 학생 대상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차원의 

학생 참여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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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Student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the Dongseo

University CAMPUS Asia Program: Living Together and Learning

the Common Curriculum Together*
1)

Kim, Seon-Joo**

Jon, Jae-Eun***

You, Eunji****

This study researched one of the 10 consortia from the CAMPUS Asia(CA) project, the

Dongseo University(Korea)-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China)- Ritsumeikan

University(Japan) consortium. This consortium introduced the innovative ‘ international

mobility campus’ among three countries. Categorizing this Dongseo University program as

an example of the global living-learning program(LL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Korean students from Dongseo University participating in the CA program learn from

living together and learning together the common curriculum with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Qualitative methodology was used,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with 10 Dongseo

University participating students. Findings showed that these Korean students developed global

friendship, played the role of mediator for conflict, and grew to accept and consider differences

amid conflict from living together with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the same consortium.

Findings also showed that Dongseo University students learned to utilize three Asian languages

fluently, develop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toward history among three East Asian

countries, and form the East Asian community perception from studying on the international

mobility campus and learning the common curriculum. Applying contact theory to explain

aforementioned participants’ experiences, implications for the Dongseo University consortium,

CA project, and the role of Korea i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CAMPUS Asia, international exchange,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East Asia,

Korea-Japan-China, global living-learning program, contact hypothesis/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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