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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교육정책을 통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

적응양태를 분석함으로써 해외현지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책 및 사

업 참가자들의 적응양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 동안

글로벌교육정책과 선행연구가 정책사업 참가자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본 연구는 정책실행(Policy

enactment)의 시각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교사가 현지사회의 맥락

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교육

정책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교육정책을 통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은 어떠

한 차원/영역에서 나타나는가?

둘째, 글로벌교육정책을 통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은 어떠

한 단계를 보이며 각 단계별 적응전략은 어떻게 나타나는

가?

이를 위해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지원사업」 참가자를 대상

으로 사례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두 단계에 걸쳐 수행되었

는데 1차 현지 예비관찰 및 분석을 통하여 현장에 근거한 연구 분

석의 윤곽을 도출하였고, 2차 사업 참가자 14인과의 심층면담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진출 교사의 현

지적응차원은 사회·문화적 차원, 교육시스템적 차원, 그리고 학교

문화적 차원 이 세 가지 적응차원이 주요 적응영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양상은 시간에 따라 강조되는 적

응의 차원이 달라지면서 명확한 단계적 양상을 보였다. 이 단계는

순차적으로 사회·문화 적응기, 교육시스템적응기, 학교적응기 그리

고 정착 및 안정기의 4단계로 구분되었다. 셋째, 참가자들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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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응을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구축하였

다. 이를 통하여 정보, 신뢰, 사회적 규범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

을 획득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적응의 각

단계에 따라 다른 형태와 기능으로 분화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의

획득·축적·생산·유지뿐만 아니라 친목도모, 업무수행 등에 유익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양태는 (1) 정책의 주체적인 행위자에 주목하고 (2) 정책

행위자를 둘러싼 현지의 환경과 맥락을 분석하며 (3) 정책행위자

와 맥락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실행연구의 의미

를 지닌다. 둘째, 적응차원의 관점에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

은 기존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도 나타났지만 이전에 간과되어

왔던 교육정책환경의 다층적인 구조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적응의 각 단계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점

차 미시적인 차원으로 진행하는 방향성이 존재하였다. 미시적 단

계로 들어갈수록 높은 수준의 갈등과 혼란을 겪었는데 이 요인은

사회·문화적의 근본적인 괴리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 적응단계는 순환적인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적응전략의 측면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해외진출 교사들이 현지

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결여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네트워크라는

가교를 통하여 해외진출 교사는 안정을 취하려는 방향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정책적, 실무적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사전 경험자들의 경험 공유 및 축적의 체계화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진출 교사

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현지실제와의 기대차이를 축소해

야 한다. 셋째, 세부 사업들 간,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하여 공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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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넷째, 현지에서는 사업 참가

자의 사회적 관계의 통로를 다양화해야한다. 다섯째, 현지의 운영

상황, 실태 등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교사와 연계되는 기관, 조직 등 또한 참가자들을 받아들일

교육, 준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어 : 글로벌교육정책, 현지적응, 해외진출 교사, 사회적 자본, 사회적 네트워크,

정책실행(Policy enactment)

학 번 : 2015-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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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전역에서 나타나는 국제화에 따라 교육정책 분야에서도 교

원해외진출, 교육ODA, 교육수출 등 글로벌교육정책의 영역확대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국제학업성취도

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교육개발협력 등의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으

며, 국내적으로는 교사 및 인재의 국제적 능력 향상, 해외진출을 통한 실

업률 완화 등이 요구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교육

발전 경험 공유 및 교사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원해외진

출사업’의 경우, 2015년 8 억 원 규모로 20명의 교사를 해외로 파견하였

던 것을 2016년 59 억 원 및 300명의 파견규모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파

견인원 기준으로 약 15배에 달할 정도이다(교육부, 2015). 2016년 교육부

의 글로벌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교사 해외진출 활성화’, ‘동아

시아 교육공동체 구축’, ‘고등교육의 국제화’,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등을

핵심골자로 하여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양자·다자간 교류

협력강화 및 우수교원 해외진출의 양적·질적 확대 등을 통하여 세계교육

의 변화를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6). 이미 지난 2015년 5

월, 우리나라는 세계 150여 국과 함께하는 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세계 속에서 교육의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아프리카, 중동, 유럽, 중남미 개도국 등과 협력을 통

해 한국교육의 교육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 대학과 교원의 진출 계기

를 마련하고자 양자회담 및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현지에서 집행되는

글로벌 정책들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교육부, 2016). 이렇게 최근 우리나

라는 교사파견,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 협력·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해외현지에서 집행이 필수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국내외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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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교육정책 확대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교

원의 국제화역량 향상, 해외진출, 교육협력 등의 목표뿐만 아니라 높은

청년 실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내적 필요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대학들도 이를 위해 예비교사 해외취업, 대학생 해외 인

턴·취업 등을 통해 이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면서 국가를 넘나드는 교육

정책확대에 대한 국내적 요구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1998년, 실업

대란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 제고와 글로벌 리더양성

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의 양적인 성장을 도모해왔다(교육부 외,

2015). 최근 2013년부터는 해외진출 사업의 질적인 성장 중심으로 사업

을 개편하여 고용부, 교육부, 외교부, 미래부·중기청 등의 관계부처가 협

력하여 해외 취업·인턴·봉사·창업을 ‘K-Move’ 로 브랜드화 함으로써 사

업 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교육부 외, 2015). 이처럼 한

국교육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글로벌교육정책이 대폭 강화되

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제고 및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국내·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점차적으

로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를 넘나드는 정책 및 사업들이 계획·확장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사대 졸업

자 해외진출지원사업」(이하 교·사대 사업) 또한 우리교원의 해외진출을

통한 역량강화 및 세계적 위상 확보, 그리고 사범대 졸업생의 낮은 실업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위해 추진된 사업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글로벌 정책들의 확대가 계획됨에 따라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운

영되기 위한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국내에서 기획되지만 해외 현지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글로벌

교육정책의 경우 기존의 정책집행적(Policy implement) 시각을 넘어 주

체적인 정책행위자의 행동에 주목하는 정책실행적(Policy enactment) 시

각이 요구된다. 정책현장과 정책과정상의 시공간적 분리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며 현장의 맥락과 현실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활동을 위한

현장기반적 관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때 고려해야할 주요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으로 거론된다. 첫째, 현지 환경에서 정책의 목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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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참여자의 행동양상이 매우 중요

하다(Young, 1979).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현지 환경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정책 참여자들이다(Young, 1979; 김병

준, 1984). 특히, 글로벌교육정책과 같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맞닥뜨리

는 정책의 경우 현지의 환경 및 맥락의 특성과 그 속에 있는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방식이 이러한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Marshall, Micthell & Wirt, 1989). 현지에서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 및 환경과의 접촉,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의 변화, 심리·정

서적 변화, 업무에 관련된 적응 등에 따라 훨씬 복잡한 영향을 받게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

간의 차이와 간극을 줄여나가는 과정은 현지적응과정의 핵심 축이며

(Berry, 1997; 김연수, 2013) 이 적응의 결과는 곧 글로벌교육정책의 성

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교육정책의 질을 보장하고 목표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적응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

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

둘째, 현지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은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

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다. 교육정책의 경우, 정책의 구조는 현지의 국가,

주(State) 혹은 도, 지역 등 다층적으로 분리되어 정책의 실행 및 참가자

에게 영향을 미친다(Berman & McLaughlin, 1976). 실제 정책과정은 국

가 및 사회현상에 내재하는 복잡한 요소들이 서로 뒤얽혀있다(남궁근,

2012; 김명환, 2012). 더욱이 교육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해외현지의 사회

문화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교육시스템적 환경, 학교 내부의 환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각 환경이 참가자들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Berman, 1978; McLaughlin, 1990). 따라서 실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

해서는 과학적 합리성 뿐 아니라 정책 과정상의 환경과 그 맥락에 대한

충분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김명환, 2012). 이러한

다층적 환경의 유동성은 국내의 맥락에서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기반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질적 경험축적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가 체계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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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렇게 해외현지에서 정책참가자들의 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한

다면 이들이 현지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의

사회적인 자원, 즉 사회적 자본의 양과 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개

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관계는 곧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개인이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Granovetter, 1985). 해외에 파견되어 환경의 급작스런 변화를 겪는 참

가자들은 기존에 소속된 사회에서 공유하던 사회적 관계, 신뢰관계 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Berry,

1997). 이때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낯선 문화에서 심리적, 정서적 그

리고 사회적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

다(이금희·유양·정동섭, 2016; 김현경, 2009; 이주재·김순규, 2010; Kim et

at., 2012). 이에 따라 사회적 개인으로서 이들이 나타내는 행동전략과 그

에 따른 결과는 이 적응 과정의 경험을 구성하게 된다. 이 경험은 궁극

적으로 정책 혹은 사업의 과정, 순환, 성과, 즉 사업의 질과 가치를 좌우

하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교육정책, 사업 혹은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는

참가자의 현지적응양상, 대응전략,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적응 등을

떠나서는 운운할 수 없다.

하지만 현지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적응

양태를 분석하거나 현지의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참여자의 행동양상

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단지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하는 수준에 국한되어

있거나 참가자들의 일차원적인 인적자원의 계발 및 활용, 혹은 이를 통

한 학생의 학업성취에 국한되어있다. 또한 국가 간 맥락 차이나 참가자

의 사회적 자본의 결여 등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이들의 경험을 논의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해외진출 교사의 적응 등과 관계

한 학술적인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이론적 논의나 분석측면에서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Kombe, 2016). 따라서 글로벌교육정책의 질적 측면의 향상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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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행적 관점에 근거하여 보다 현장에 기반 하는 실질적인 연구가 뒷

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해외 현지에서 나타나는 참가

자의 현지적응양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글로벌교육정책 정책대상자의

현지 정책양태의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

양태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의 주체적인 행위자에 주목하고, 정책행위자

를 둘러싼 현지의 환경과 맥락을 분석하며, 정책행위자와 맥락의 상호작

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재해석되는 정책의 실질적인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교원해외파견, 교육협력‧수출, ODA사업 등 같은 글로벌교육정책뿐만 아

니라 해외취업, 해외인턴 등과 같은 타 국가와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한

글로벌정책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행동양태, 적응양상 그리고 전략 등

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

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교육정책을 통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의 어떠한 차

원/영역에서 나타나는가?

둘째, 글로벌교육정책을 통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은 어떠한 단

계를 보이며 각 단계별 적응전략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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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책실행(policy enactment)의 관점

정책실행(policy enactment)의 개념은 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정책

행위자를 단지 결정된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implement)’하는 자, 혹

은 행태변화가 요구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

책을 ‘실행(enactment)’하는 주체자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논

의가 제기되면서 등장하였다. 이 관점에서 정책의 진정한 의미는 정책이

실행되는 그 현장의 ‘맥락(context)’에서 ‘정책행위자(policy actor)’의 주

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해석과 재맥락화의 과정에 있다(Ball,

Maguire &Braun, 2012). 이에 따라 정책실행 연구는 정책행위자의 주체

성,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를 넘나드는 글로벌 교육정책의 경우 다양한 국가의 역동적인 맥

락 및 관련자의 행동양태가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로 강조되

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실행적 관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글

로벌교육정책연구를 포함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들은 정책을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라는 의미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다(Ball, Maguire,

and Braun, 2012; Singh, Heimans &Glasswell, 2014). 정책들은 대개 공

식적인 정책적 텍스트의 형태를 띠거나 혹은 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일종

의 국가적인 개입으로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정책대상자는 단지 행태변화

가 요구되는 수동적인 집단으로 치부되어 이들의 주체성은 사실상 간과

되어 왔다(김덕형·박형준, 2015). 글로벌교육정책의 경우 해외진출 교사,

학생들과 같은 정책사업의 참가자들은 단지 ‘해외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으며, ‘글로벌 역량 함양’과 같은 정

책목표는 해당 사업에 참가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간

주되었다.

하지만 정책은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보이는 문서(text)의 형태로 암

호화되었을지라도(encoded)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 현장의 행위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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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기 다르게 풀이된다(decoded)(김명환, 2012; Ball, Maguire &Braun,

2012; 윤여각, 2000). 개별 학교 및 사업의 미시적 정치과정이나 하위의

내부적인 모습에 따라 정책은 다르게 해석되고, 읽히며 때론 현장의 실

천에 반하게 혹은 정하게 작용한다(Mclaughlin, 1977; Berman, 1978). 정

책은 희석되기도, 때때로 사라지기도 한다(Braun, Ball, Maguire &

Hoskins, 2011). 곧 정책은 “현장에서 문서(text)를 행동(action)으로 바꾸

는 번역의 과정이며 정책아이디어를 해당 국가와 사회, 및 조직의 맥락

에 맞는 실천으로 추출하는 과정”이다(Ball, Maguire &Braun, 2012).

이렇게 정책실행(policy enactment)의 관점에서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

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며, 정책이 실행될 때(집행되기보다는) 환경과 맥

락, 조직 내부, 행위자 등이 가지는 고유하고 창의적인 해석의 과정에 집

중한다. 정책을 단지 문서 혹은 법이나 국가전략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

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복잡하게 얽혀있고, 맥락

에 따라 변형되며, 조직차원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여

긴다. 또한 실제 정책이 완성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은 공식적인 정책형

성의 체계 밖에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상, 경쟁, 갈등 등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Ozga, 2000). 즉 학교가 그들의 문화, 에토스, 그

리고 상황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그들 자신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는 과

정인 것이다(Ozga, 2000).

이러한 정책실행 연구에서는 다루는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1)정책 활

동의 현장기반적 성질, (2) 다양한 정책이 혼재하는 현장 (3) 정책 행위

자의 역할 (4) 자원의 한계 등으로 거론되는데(Braun, Ball, Maguire &

Hoskins, 2011) 이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정

책행위자의 주체성이며 다른 하나는 정책에 영향을 주는 맥락이다. 아래

에서는 두 개념에 대해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정책행위자(Policy actors)의 의미와 중요성

정책행위자는 정책의 의미를 구성하고 발현시키는 핵심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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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위자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이들이 정책을 직접 조절하는 주체적인

행위자라고 주장한다(양승일·한종희, 2008; Ball, Maguire, Braun and

Hoskins, 2011). 사실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또한 정책대상자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발견되면서 이들의 행태에 관한 순응, 불응 등의 연구가 확

대되어 왔다(예를 들면 이쌍철·흥창남, 2008; Coombs, 1980; Young,

19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대상자는 정책집행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로 여겨왔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김병준, 1985;

김덕형·박형준, 2015). 하지만 최근 정책실행의 관점에서는 정책행위자들

의 중요성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 그들은 행태변화가 요구되는 대상자이

면서 동시에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기도 하고 정책을 변동하기도 하는 주

체이기 때문이다(Braun, Ball, Maguire & Hoskins, 2011; 양승일·한종희,

2008).

Ball, Maguire, Braun and Hoskins(2011)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과

맥락 하에서도 정책행위자의 행동양태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의

종합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미시적인 역학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Ball, Maguire, Braun and Hoskins(2011)는 4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운영될 때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일이 어

떤 정책 주체에 의해서 어떻게 풀이되고 전달되며 실현되는지를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책행위자는 7가지 유형(나레이터(Narrators), 주체적

운영자(Entrepreneurs), 외부인(Outsiders), 열렬한 지지자(Enthusiasts),

처리자(Transactors), 비판자(Critics), 수혜자(Receivers))로 구분되며 이

들은 서로 다른 역할과 의미를 보인다. 예를 들면, 나래이터는 부장과 같

은 구성원으로 정책의 의미를 선택하고 강화하는 역할, 열렬한 지지자는

정책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역할을 하는 반면 비판자는 조합의

대표자와 같은 구성원으로 정책을 모니터하고 견제의 의미 등 각기 다른

역할과 의미를 구성함을 밝혔다. 즉, 유사해 보이는 정책대상자, 혹은 정

책행위자라 할지라도 정책은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정책 주체들은 각기

다른 정책언어를 구성하고 새로운 정책담화를 형성하며, 복합적인 역학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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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의 정책 환경 속에서, 그리고 글로벌

교육정책과 같이 정책계획환경과 실행환경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책대상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김병준(1985)에 따르면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의 과정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집행기관의 통제력이 약하여 다른 행위자들의 행태를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 집행기관의 관리체제 및 관리 능력의 문제라기보

다는 정책과정상의 상호작용의 무게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김병준,

1985). 따라서 글로벌교육정책과 같이 상대적으로 환경의 역동성이 높은

경우 정책의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나타나는 정

책행위자의 행동양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합하자면 “교사, 학생 등과 같은 개별 구성원들은 나이브(naive)

한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창조적이며 정교하고 정책을 운영하는 핵심

주체이다. 그들은 열심히 참여하도록 고무되어 있기도 하며 의미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처하고, 때때로 스스로 정책을 제거하거나 무시하는

등 직접 정책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책이 만연한 그 현장의 중심

에 자리 잡고 있는 주요한 주체라고 볼 수 있다(Ball, Maguire, Braun

and Hoskins, 2011).”

정책을 둘러싼 맥락(Context)의 의미와 중요성

정책을 둘러싼 맥락은 정책의 의미형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다.

정책환경의 미시적 맥락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실제 정책과정은 사회현상

에 내재하는 복잡한 요소들이 서로 뒤얽혀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 합리성 뿐 아니라 정책 과정상의 환경과 그 맥

락에 대한 충분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명환, 2012).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는 그 맥락의 특성과 그 속

에 있는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방식들이 이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Marshall, Micthell & Wirt, 1989). 윤여각(2000)은

“(이러한) 가치, 방식들은 그들이 암묵적으로 익혀온 전통, 관행들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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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혀 있는 것들이다. 이는 곧 정책과정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맥락에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 전통과 관행, 문

화를 새롭게 익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사회는 점차 복잡 다원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정책이

자동으로 집행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하규만, 2000). 글로벌교육

정책과 같이 자국의 맥락을 내재화하고 있는 정책대상자들이 현지맥락에

서 정책을 실행해야하는 정책의 경우, 이들은 새로운 전통과 관행, 문화

에 입문하게 되고, 국내의 맥락에서와는 다른 현지의 맥락에 마주하며

이 전통, 관행, 문화와 충돌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실제 정책의 과정은

현지의 가치 판단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적 형성(social construction)

과정이며(Schneider & Ingram, 1993) 정책환경에 따라 정책 현장 속에

서 정책이 서로 다른 의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 집행, 실행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환경/맥락에서 유연한 순환적 과정을 거

쳐야 원활한 정책실행이 가능할 수 있다(하규만, 2000). 따라서 정책의

기획맥락과 집행맥락이 분리된 경우, 정책 계획, 정책 결정 등의 과정에

서 정책실행의 현지 사회 환경적 맥락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의 다차원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곧 정책의 실질적인 의미를 형

성하는 매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Ball, Maguire & Hoskins(2011)에

따르면 정책 실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은 상황적 맥락, 전문성 맥

락, 물리적 맥락, 그리고 외부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사한 학교,

조직,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맥락적 요인들은 모두 다르게 구성되

어 있다. 정책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진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속의 미시적인 요소들과 복합적인 작용을 거치게 된다. 즉 학교의 외

부환경 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의 학생, 직원, 역사, 학교의 규범(에토스)

과 문화와 같은 측면이 정책활동(Policy actions)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의미(localised nature)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인인 것이다(Ball,

Maguire & Hoskins, 2011).

종합하자면 정책은 이렇게 정책행위자 및 맥락의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얽혀있으며 이들 간의 개입 및 복잡한 상호작용이 순환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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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정책과정을 구성한다(Nakamura & Smallwood, 1980; Elmore,

1979; Hjern & Hull, 1987; Mclaughlin, 1975; Berman; 1978, 정성수;

2008). 이 때 정책의 목표와 정책환경, 참여자들 간의 종합적인 상호관계

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Mclaughlin, 1975).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책은 초기 의도했던 바와는 괴리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정책의 변

동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정책뿐만 아니라 특히 글로벌

정책같은 국가를 넘나드는 정책의 경우, 정책이 실행되는 그 현장, 맥락

에서 실제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의미가 곧 정책의 실제적인 의미로 발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미시적인 메커니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Braun, Maguire & Ball, 2010; Ball, Maguire

&Braun, 2012; 박호숙, 2005; 최종원, 1998; 김병준, 1985; 정성수, 2008).

제 2 절 현지적응이론

적응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 및 집단이 다른 사회의 행동 양식을

수용하고 수행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Fichter,

1957). 고경화 외(2016)는 적응을 “개인과 환경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

여가는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 개념

은 현재 개인 및 집단이 해외로 이주하여 겪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분석

하는 적응뿐만 아니라 국내의 서로 다른 조직, 업무 등에 적응하는 조직

적응, 교직적응, 학생의 적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기 다른 초점을 가지

고 사회적 개인의 행동양상을 분석하는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개념

이다. 해외로 이주하여 겪는 현지적응의 경우, 문화적 근원이 다른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상호문화적인 접촉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변화

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Redfiled, Linton, and Herscovits, 1936; Berry

and Kim, 1988) 적응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적응이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문화적 적응의 고전적인 개념은 Refield,

Linton, and Gerskovis(1936)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는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상호적으로 접촉하면서 기존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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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식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Berry,

1997). 한편, 이러한 현지적응의 개념을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적응과 사

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예를 들면 Lysgaard,

1955; Berry, 1997; Ward and Kennedy, 1993), Berry(1997)는 “심리적

적응은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사회문화적 적응은

적응과정을 겪는 개인이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운

영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으로 구별하였다. 즉 현지적응이

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관, 습관,

언어, 사회체계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기존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 및

사고방식의 변화”로 구체화할 수 있다(김연수, 2013). 즉, 포괄적으로 적

응개념은 개인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 간의 차이와

간극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종합할 수 있을 것이

다.

현지 적응이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일

반적 적응’, ‘업무적응’과 같이 적응의 영역 및 차원에 주목하는 이론(예

를 들어 Black, Mendenhall and Oddou, 1991; Black, 1988)과 다른 하나

는 적응의 단계에 주목하는 이론(예를 들어 Ward, 1996; Lysgaad 1955;

Oberg 1960; Torbion 1982; Feldman, 1976; Louis, 1980; Nicholson,

1984)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을 소개하겠다.

적응의 차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현지적응이론은 Black, Mendenhall and

Oddou(1991)의 통합적 모델로, 다양한 방면의 적응연구에서 매우 영향력

이 있는 연구로 손꼽히고 있다(고경화 외, 2016). 이 연구는 이전에 각기

개별적으로 논의 되어오던 다소 거시적인 관점의 해외현지적응

(international adjustment) 연구와 조직진입 과정에서 겪는 미시적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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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적응관련 연구(domestic adjustment)를 통합하였다(Black,

Mendenhall and Oddou, 1991). 이를 통하여 해외파견자의 현지적응양상

에 대한 다차원적인 현상을 종합적으로 구체화 및 이론화하였다. 이 연

구에서 물론 적응의 단계 및 정도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지만 적응

의 차원과 영역에 비해 다소 가볍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적

응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지적응을 크게 예비적응(anticipatory adjustment)과 현지

내부적응(In-country adjustment)으로 구분하고 각 적응에서 주요역할을

하는 하위차원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예비적응

(anticipatory adjustment)은 현지 파견 전에 진행되는 적응이다. 이 적응

의 하위에는 개인이 사전교육 혹은 사전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 대한 기

대를 형성하는 개인적 차원과, 그리고 조직의 관점에서 해외적응에 적합

한 파견자를 선발하는 조직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조직에서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 적합한 후보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사전적

응의 일정부분으로 기능하며, 이렇게 선발된 개인이 교육·훈련과 개인적

경험으로 현지에 대한 특정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예비적응으로 말하고

있다. Berry(1997)에 따르면 이렇게 사전에 형성한 기대와 실제현지의

현실과 괴리가 클수록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강도도 강해진다. 따라

서 이 예비적응의 과정에서 개인 및 집단이 형성하는 기대의 정확성이

새로운 해외환경에서 적응을 보다 쉽게, 적합하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사전준비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lack, 1988).

둘째로, 현지내부적응(In-country adjustment)은 현지에 개인이 파견

된 후 접촉하는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적응을 말하며,

Black, Mendenhall and Oddou(1991)은 이 적응에 영향을 주는 핵심 5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1) 개인 영역 (2) 조직문화 영역 (3) 조직

사회화 영역 (4) 업무 영역 그리고 (5) 비업무적 영역을 가리킨다. 예비

적응과는 다르게 현지내부적응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하위 영역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적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적응양상을 나



- 14 -

타낸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의 높은 자아효능감은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

등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해외 현지의 생활, 업무, 관계 등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동시에 업무환경에서 역할갈등 및 낯선 업무

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직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특히 적

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현지내부에서의 적응은 단지 자

연환경, 사회환경 등의 물리적인 적응뿐만 아니라 업무, 비업무, 소속 조

직의 환경 등의 요소들이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적응은 매우 다차원적인 적응양상을 나타낸다(Aycan & Berry,

1995).

한편, 이렇게 적응에 영향을 주는 핵심영역과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으

로 Black(1988)은 현지적응의 차원을 크게 일반적 적응(general

adjustment), 상호작용 적응(interaction adjustment), 업무적응(work

adjustment)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일반적 적응은 현지 국가의 대표적

인 의, 식, 주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된 적응으로 날씨, 교통시설,

음식, 의료시설, 주거 등의 생활적 측면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

호작용 적응은 일상생활에서 현지국가의 일반인, 동료, 직원 등과의 의사

소통을 통한 적응영역을 의미하며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은 일반

적응 및 업무적 책임감 등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적응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개인으로서 심리적 안

정감을 확보하고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

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 연

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Salancik & Pfeffer, 1978; 이금

희·유양·정동섭, 2016; 이주재·김순규, 2010). 최근 교육계에서도 교사의

네트워크가 교사의 전문성의 주요 3요소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 능력이 궁극적으로 업무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OECD, 2015). 마지막으로 업무적응

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 과업에 대한 능숙함 정도로 정의되며

Black(1988)은 파견 전 업무경험, 지식, 업무재량권 등은 과업에 대한 높

은 적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혔다. 마찬가지로 교사의 업무적응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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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책임과 재량권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발휘될 때 원활하게 진

행이 된다는 점에서 해외 교사의 교직적응과정에서 업무적 적응은 주요

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OECD, 2015)

적응의 과정 및 단계

적응의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국제학생, 해외주재원 등과 같은 외국

인이 경험하는 이문화적응(Cross-culture)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심

리,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단계화 하거나(예를 들면 Ward, 1996; Lysgaad

1955; Oberg 1960; Torbion 1982) 둘째, 회사원, 교사와 같은 직업인이

새로운 조직, 환경에 입문하면서 업무적으로 적응하는 미시적인 단계를

이론화 한 연구이다(예를 들면 Feldman, 1976; Louis, 1980; Nicholson,

1987). 해외 파견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이 두 차원의 적응단계가 복합적

으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 이문화 적응(Cross-culture)의 단계를 통합하여 모형화 한 대표

적인 이론은 Ward(1996)의 적응단계모형이다. 이 모델이 제시하는 적응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먼저 상호 문화 간의 접촉과 이로 인한 삶의 변화

가 나타나는 1) 이문화적 전환단계(Cross-cultural transition) 2) 스트레

스를 느끼고 기술의 결여를 체감하는 단계(Stress and skills deficits) 3)

감정, 태도 그리고 인지적으로 반응하는 단계(Responses), 그리고 마지막

으로 4)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결과(outcomes)를 보이는 단계로 정리하

였다. 이 모형은 Lazarus and Folkman (1984)의 개념적 틀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민자, 외국인 학생, 외국인 사업가 등 다양한 다문화적 배경

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실증 연구들로 증

명되면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Ward, 2005).

두 번째로 적응과정을 업무적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분석하기도 하는

데 주로 기업조직과 같은 과업이 있는 조직에 입문하면서 나타나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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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다. 해외파견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경우 단지 물리적 환경에 대

한 심리, 사회적 적응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다른 조직환경, 조직문화

등을 접하기 때문에 이 적응과정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Nicholson(1987)는 이 과정을 네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준비

(preparation), 직면(encounter), 적응(adjustment) 그리고 안정

(stabilization)이 그것이다. Feldman(1976)는 이를 일종의 사회화과정으

로 간주하고 각 단계를 예상(anticipation), 직면(encounter), 그리고 역할

조절(role management)의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공통적으로 사전

단계, 과업과의 접촉, 변화 및 조절, 그리고 안정화하는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지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외국인학생의 적응, 해외 자원활

동가의 적응, 이민자의 적응 등의 영역에서 대개 문화적 적응

(cross-culture)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1970년대 이후로

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해외파견자의 원활한 현지정착에 주목하는 연구

로도 확장되면서 해외환경에서의 업무적응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이론화

되기 시작했다(Black, Mendenhall and Oddou, 1991). 이는 대부분 해외

파견자들의 중도귀국, 업무중단 등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외 현지에 안

정적으로 정착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급속

하게 글로벌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근로자 혹은 이주민의 적

응(이상노·이현심, 2014; 이은정·이용승, 2016),, 해외 파견 노동자에 관한

연구(박용석·장기홍, 2008) 등을 분석하기 위해 중요하게 그리고 유용하

게 활용·발전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학교현장의 다문화

현상을 해석하고 외국인 교사의 적응, 다문화배경의 학생의 적응 등을

연구하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는 현지 학교에서 외국인 신분 하에 교사라

는 직업인으로서 적응해가는 과정을 다루는 연구이다. 따라서 단지 현지

환경에 일반적으로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업무 및 과업조직에 적응하

는 두 가지 성격의 적응을 통합한 Black, Mendenhall and Oddou(1991)

등의 모델과 각 적응의 차원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 관점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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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Ward(1996) 등의 적응단계 이론들은 본 사례를 해석하는 분석하

는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해외진출교사1)의 현지적응

국제적으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에 대한 연구는 최근 국가를 불

문하고 다양한 국가의 교사들이 학교의 핵심구성원으로 자리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들의 적응양상이 곧 교육의 질, 수업

의 구성, 학생, 그리고 학교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Hutchison, 2005).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 경험에 주목한 연구가 비

교적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역은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교직

에 대한 낮은 처우, 이공계 기피현상 등에 근거하여 수학·과학 교사의

부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교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

례 또한 미국에 파견된 한국 예비교사들이기 때문에 앞선 연구들이 본

사례의 경험양상을 밝히고 분석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외국인교사의 현지적응의 경험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연구

는 Hutchison(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Hutchison (2005)은 Teaching

in America: a cross-cultural guide for international teachers and their

employers 라는 책에서 해외진출 교사의 적응초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3가지 문제를 개념화 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비/현직 교사를 ‘해외진출 교사’로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특정 사업을 사례 삼기 때문에 본문 내에서 때에 따라 이들

을 지칭하는 용어로 해당 사업의 ‘참가자’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대체

적으로 해외에서 온 교사를 영입하는 입장이므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개 ‘외국인

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하는 관

점에서 해당 사례를 분석하므로 ‘외국인 교사’ 보다는 ‘해외진출 교사’ 혹은 사업 ‘참가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지국가의 입장에서 이들을 지칭할 때는 예외적으로 ‘외국인

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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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원적 구조(Supportive System Issues)이다. 이것은 외국인 교

사의 학교에서 효과적인 교수를 진행하는데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로 학교 안팎의 교사의 삶에 존재하는 지원

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Kombe(2016)에 따르면 지원적 구조는 공식적인

멘토, 동료, 기관 혹은 지원(support)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형

성하는 소수의 핵심인물 등 다양한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 즉 해당 학교와 지역, 구 등에 대해서 잘 알

면서도 해외 생활 및 거주 경험이 있는 동료 외국인 교사의 지원은 새로

운 외국인 교사들의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Kombe, 2016;

Hutchison, 2005; Hutchison and Jazzar, 2007). 이러한 지원적 구조는 외

국인 교사들이 교사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집, 교통문제와

같은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에도 심리적인, 물리적인 도움을 제

공한다는 큰 장점을 지닌다(Fee, 2010; Hutchison and Jazzar, 2007). 따

라서 지원적 구조는 무엇보다 외국인 교사의 적응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

는 주요한 요소로 거론된다(Kombe, 2016).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은 다음 장에서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과 함께 보다 면

밀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둘째, 지식의 괴리(Knowledge Gaps)이다. 이것은 외국인 교사의 자국

에서는 자연스럽게 통용되었던 규범, 문화, 행동 등에 관한 지식이 문화

적으로 다른 현지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Kombe,

2016; Lee, 2014; Nganga, 2011; Dunn, 2011). 이러한 지식의 괴리를 경

험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충격으로 나타난다(Dunn, 2011; Hutchison and

Jazzar, 2007). 해외진출 교사는 학교 안, 그리고 학교 밖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사회적 규범으로 적응하기를 동시에 요구받는다(Fee, 2010).

예를 들면 학교 밖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이슈가 대두된다(Dunn, 2011;

Lee, 2014; Kombe, 2016; Hutchison and Jazzar, 2007). 실제 현지의 삶

에서는 발음, 억양, 악센트와 같은 기초적인 언어사용부터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문화적인 언어, 구어 등의 문제, 그리고 몸짓, 뉘앙스 등의 비

언어적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 교사는 기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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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Hutchison and Jazzar, 2007). 학교 내부

에서 나타는 문화충격은 교실 내 다양한 인종 및 구성원들을 다루는 역

량의 괴리(Lee, 2014; Hutchison and Jazzar, 2007, Waite, 2009), 수업

내의 학생 규율 관리(Lee, 2014; Dunn, 2011; Tobin, 2005), 수업 방법

및 전략의 차이(Dunn, 2011; Waite , 2009; Kuhn, 1996), 교사-학부모-

학생 관계(Lee, 2014; Waite, 2009)의 차이 등 학교 교육현장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학교의 기능적 구조에 대

한 지식 즉, 교사의 책임, 학생 평가의 기준, 문서상의 요구사항, 수업 시

간표 관리, 교사 자율성에 대한 개념, 수업의 초점 등의 문제가 거론된

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지식의 괴리는 현지의 문화적 지식의 결여로 인

한 괴리로 정리할 수 있다(Dunn, 2011; Hutchison & Bailey, 2006).

셋째, 지식의 전수(Knowledge Shifts)이다. 이 개념은 외국인 교사가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어 현지의 문화적, 사회적 규범을 체득함으로써 앞

서 논의한 지식의 괴리를 줄이는 과정을 의미한다(Kombe, 2016). 이를

위하여 각 개인은 개인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전문적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활동적인 협업에 참여

하며, 멘토와 같은 공식/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Kombe, 2016; Hutchison, 2005). 새로운

맥락과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행동 규범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일

상적인 환경에 적극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그 문화

와 맥락에서 허용되는 규범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때 해당

조직 구성원의 행동방식은 그 조직문화에서 자연스럽고 적절한 행동규범

의 본보기로 기능하며 외국인 교사는 이 본보기를 지식의 습득을 위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한다(Nicholson, 1984; Lave and Wenger’s, 1991). 이

때 통찰력 있는, 상황적 맥락을 잘 읽을 수 있는 멘토가 해당 학교의 조

직, 구조,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해 줄 때, 지식의 전수는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Hutchison and Jazzar, 2007). 즉 지식의

전수는 현지의 사회·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존재로써 적응하는

과정적 측면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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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협력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그 자체와 그로부터 나오는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신뢰,

규범,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간주한다(Coleman, 1988; 장원섭, 1997; Hargreaves & Fullan. 2012; 이

동원·정갑영, 2009).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최근 영역을 불문

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협력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개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동원·정갑영, 2009; 신광철·정범구·김경재, 2010). 본 연

구주제의 특성상 이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는 단지 특정

사회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예비

교사가 현지의 교사라는 특정 직업인으로 적응하는 특수한 과정에서 작

용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능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래에

서는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

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연구를 살펴보겠다.

사회적 자본의 의미, 범위, 초점은 연구자에 따라 국가 및 사회에서

파생되는 외부효과를 가리키는 거시적인 의미부터(예를 들면 Coleman,

1988; Putnam, 1993)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본에 국한하는 미시적인

의미(예를 들면 Granovetter, 1973; Bian, 1997; Erickson, 2001;

Bourdieu, 1986) 까지 다소 다양하게 나타난다(신광철·정범구·김경재,

2010). 해외진출교사의 현지적응 연구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

적 네트워크의 의미를 강조하는 미시적 관첨을 취한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미시적 관점이란 개인 혹은 조직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인 네트

워크를 통한 정보, 지식, 취업기회, 사회적 협력 등과 같이 개인의 사적

으로 소유가 가능한 가치의 개념으로 간주하는 시각이다(Putnam, 2001;

Granovetter, 1973; Bian, 1997; Erickson, 2001; Bourdieu, 1986; Lin,

2001; 신광철·정범구·김경재, 2010; 이은정·이용승, 2015). 사회적 네트워

크를 사회적 자본 그 자체로 해석하며 개인이 한 사회 내에서 축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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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양과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면식이 있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지속적인 관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신광철·정범구·김경

재).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적 네트

워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자본이다(신광철·정범구·김경재, 2010).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자체로 해석

하는 이러한 미시적 관점에 근거하여 발전된 이론으로 관계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장원섭, 1997). “인간이란 관계의 네트워크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나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라 상이한 행동을 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김용학, 2004). 이 이론에서 인간은 개별화되고 원자화된 인간

이기보다는 사회 속에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는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Granovetter, 1985). 뿐만 아니라 “네트

워크 이론은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주체로서의 역할

또한 강조한다”(장원섭, 1997).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와 형태,

기능 등을 분석하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를 밝히고, 관계 속에 배태된

가치, 정보의 흐름 등을 밝힘으로써 사회의 현상의 매커니즘을 밝히는

의미를 지닌다.

현지적응과 사회적 네트워크

현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은 첫째, 이주

민으로서 적응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둘째, 현지신규교사로서 교직활

동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이다(Hutchison, 2005; Kombe, 2016; Lee,

2014; Nganga, 2011; Dunn, 2011).

첫째, 현지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낯선 문화에서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적응

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기능한다(이금희·유양·정동섭, 2016;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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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 2009; 이주재·김순규, 2010; Kim et at., 2012). 무엇보다 이러한 사

회적 네트워크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잠재력은 현지 사회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서 원활한 정착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따라서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현지적응을 나타내는 지표로 외국인-현지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 및 효과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Yum,

1988).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단지 수단적 유용성보다

는 그것 자체로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매개하는 역할이 가장 크게 강조

된다는 사실이다(이은정·이용승, 2015).

해외진출 교사, 해외주재완 같은 이주민은 이주와 동시에 기존에 소속

해있던 사회에서 공유하고 축적해 놓은 사회적 자본을 잃어버리기 때문

에 사회적 자본의 제로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Coleman(1988)은 이사나

이주를 하는 개인 및 집단이 새로운 사회와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 사회

가 공유하는 신뢰, 정보, 네트워크, 규범 등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는 불안

정한 상황에 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렇게 자신을 둘러싼 불안정한 외부환경에서 타인, 타집단과 관계를 맺음

으로써 이 변화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장하용, 2006).

이렇게 특정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형성하는 관계를 일종의 전략

적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략적 네트워크는 지식 및 물리적 자

산을 축적시키고 갈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

지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기능한다고 많은 연구들은 밝히고 있

다(Salancik, &Pfeffer, 1978). 곧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다

양한 자원, 정보를 통하여 폭넓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

는 이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강력한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박종돈, 2004).

특히 해외진출 교사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현지 구성원으로 안정화

되는 주요 방안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 때 현지노동

시장에서 맞닥뜨리는 정보 획득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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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더욱 강화된다. 사실, 노동시장에서 완전한 정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

적인 ‘정보 구하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Stigler, 1961). 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특정 정보가 사회적 네트워크 내부에 존재할 때 그것은

보다 잘 교환되고 더욱더 신뢰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정보의 획득

가능성이 커진다(Rosenbaum, et al., 1990; Uzzi, 1996). 따라서 해외 현

지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네트워크는 심리적, 직업적, 경제적 등의 여

러 방면에서 효과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장원섭,

1997).

두 번째로 해외진출 교사에게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는 더 중요하게

기능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학교 내

부의 미시적인 문화와 전통, 규범 등에 낯설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정해

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강력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Hutchison and Jazzar(2007)에 따르면 이들은 문화적 충격, 낯선 구조

및 조직체계, 평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교사 및 학생관계에서의 문

제, 그리고 의사소통의 간극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이 맺고 있는 멘토와

같은 협력적인 관계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한다(Hutchison and Jazzar, 2007)

외국인교사는 현지의 일반적인 전문교사에게 기대되는 자질과 역량을

동일하게 요구받게 된다. 최근 OECD(2015)가 교사의 전문성 요소 3가지

중 하나로 이들의 네트워크를 꼽을 만큼, 현지 교사/외국인 교사를 불문

하고 네트워크는 교사의 핵심적인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주장에 많은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OECD, 2015; Fox & Wilson, 2015). 다시 말하

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구조이기도 하

면서 그 자체로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Coleman, 1988;

Schuller&Field, 1998; Szreter, 2000) 교사가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확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사의 높은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자원

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이미 신규교사

에 대한 지지 및 지원, 그리고 전문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개념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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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활용되어오고 있으며(Baker–Doyle & Yoon, 2011; Chattopadhay,
2013; Maier & Youngs, 2009), 캐나다(Deal, Purinton,&Waetjen, 2009),

영국(Fox&Wilson, 2009; Wilson, 2012), 미국(Baker-Doyle, 2011;

Baker-Doyle & Yoon, 2011) 등 다양한 국가의 실증연구에서 뒷받침되

어지고 있다(Alison & Wilson, 2015). 신규교사들에게 이러한 관계의 이

점은 지식과 기술의 발달과 연계된 인지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Hargreaves, 2003) 또는 격려, 보살핌 등과 관련된 감정적인 면일 수도

있다(Morgan, Ludlow, Kitching, O’Leary,&Clarke, 2010). 현재 교육영역

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전문적 자본이라는 개념

으로 보다 폭넓게 발전해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전문가로서

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Alison and Wilson, 2015). 이렇

게 사회적 자본은 교사의 네트워크로부터 각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리고 교육영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Coleman, 1988; Schuller&Field, 1998; Szreter,

2000)

이렇게 해외진출 교사에게는 학교 내부 동료교사간의 제한적인 네트

워크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의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교직적응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 멘토링 혹은 관리감독과 같은 공식적 관계에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비공식적 관계, 즉 동료, 다른 학교 교사, 대학교수, 파

트너, 가족, 친구 등의 넓은 범위의 사적인 네트워크로부터 이러한 서포

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Hoekstra, Beijaard, Brekelmans, & Karthage,

2007). 이는 해외진출 교사의 적응이 단지 수업에 필요한 교과지식, 가르

치는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복잡

하고, 힘들며, 개인적인 전환과정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Wilson, 2012)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를 어떤 방향으로든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Ewing

& Manuel, 2005).

이렇게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과정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의 중요성에 근거한다면, 이 네트워크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개

인과 사회의 미시적인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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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강도와 경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 교사

의 네트워크의 강도와 경계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 이들이 형성하는

관계의 결속력,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 활동 및 참여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강도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 강도에 따라 네트워크의 기능

과 역할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의 강도에 주목한 대표적인 연

구자인 Granovetter(1973)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한 연계(strong ties)와

약한 연계(weak ties)로 구분했는데, 그에 따르면 강한 연계 보다는 약한

연계가 사회 내부의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기 때문에 가교(bridge)로서

더 적합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는 강한 연계보다

는 다수의 약한 연계를 통해 폭넓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결

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반면 이은정·이용승(2015)은 해외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주민들은 약한 연계보다는 오히려 강한 연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강한연계는 “결속의 의미”를 더욱

공고하게하기 때문에 상호 부조와 정보 공유 등의 이익을 나누며, 그것

을 기반으로 해당 사회와 소통 지점을 넓혀간다고 밝혔다. 이주민이 구

성하는 이러한 연결망은 폐쇄적인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네트

워크와 이렇게 다소 차이가 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Leana &Buren(1999), Narayan(2002), Bourdieu & Wacquant

(1992) 등의 학자들은 네트워크의 경계에 주목한다. 이 연구들은 네트워

크를 조직의 내부연결과 외부연결로 나누어 분석한다. 조직 내부의 연결

은 조직구성원 사이에 한정된 신뢰, 규범형성을 통해 유연한 업무를 유

도하고 지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성격을 보인다(Narayan, 2002;

Bourdieu &Wacquant, 1992). 또한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유용

하나 때론 지나친 내부결속은 외부와의 단절을 초래하기도 한다

(Narayan, 2002). 반면 조직 외부의 연결은 조직 밖, 사회 내의 관계형성

을 통해 조직의 경계를 확장하여 외부의 자원과 이익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Narayan, 2002; Bourdieu &Wacquant, 1992). 이은정·이용승(2010)

은 이주민 조직 외부로 관계를 잇는 각 개인이 연결망의 전략적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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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며 그 스스로가 이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

혔다. 이러한 연계적 네트워크는 해외 현지의 사회단체, 공공기관, 친목

단체 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처

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이은정·이용승, 2010).

신광철·정범구·이경재(2010)는 이러한 서양식 네트워크 분석과 동양식

관점의 ‘관시’연구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적 요소를 분석하여 조직경계(내

부/외부), 그리고 관계 혹은 연결의 강도(친교/업무)를 통합한 분류방법

을 제시하였다(신광철·정범구·이경재, 2010). 그는 결론적으로 ‘내부친교

네트워크’, ‘내부과업 네트워크’ ‘외부친교 네트워크’ 그리고 ‘외부과업 네

트워크’의 4 가지 네트워크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내부친교 네트워크’는 직무와 상관없이 행위주체가 정서적으로 신뢰

하는 조직 내부 사람들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내부과업 네트워크’는 조

직 내부에 과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행위주체에게 수단적인 도움

을 주는 연결을 의미한다. 해외에 적응하는 이주민의 경우 이 내부친교

및 내부과업 네트워크는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강한 결속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중첩되면서 매우 강한 연결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은정·이용

승, 2015). 따라서 내부조직에서 업무와 관련된 유익을 보이는 네트워크

라 하더라도 단지 수단적·도구적인 의미만을 보이지는 않는다. 외부친교

네트워크는 소속집단의 외부에서 행위주체와 가장 친한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이 관계에서 행위주체는 이들과 자기가 소속된 조직에 관

련된 일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때때로 이들의 지원 및 도움을

통하여 조직내부와 관련된 일을 해결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외부과

업 네트워크는 조직의 경계 밖에 위치하면서 행위주체의 과업 수행과 관

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해외에서 직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시작하

는 경우 이러한 외부친교/외부과업 네트워크는 현지사회와 연결을 확장

하는 전략적 위치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나

타난다.

이렇게 해외진출 교사의 네트워크는 이주민으로서, 현지의 전문적인

교사로서 적응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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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본다면 동질적인 집단인 조직내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집단

외부와의 네트워크, 그리고 결속을 위한 강한 연결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약한 연결까지 세부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는 거시적인 사회구

조 안에서 주체적으로 관계를 구성해나가는 행위자의 행동양태를 분석하

는 틀로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제 4 절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지원사업」개관

1. 추진 배경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지원사업」(이하 교·사대 사업)은 국내 예

비교사의 글로벌역량을 함양하고 교육대·사범대 졸업자의 낮은 취업률,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하고자 2011년 발족한 교육부 사업으로 교·사대 졸

업자 중 수학·과학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집중투자사업이다(교육기술과학부, 2011)2).

이 정책이 추진된 맥락은 크게 국제적 맥락과 국내의 맥락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당시 국제학업성취도평가가 일종의 국가

교육경쟁력의 지표로 활용되면서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OECD, 2016). 이러한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성취도를 보여

주면서, 그에 대한 기여요인으로 한국교사의 높은 질이 국제적으로 거론

되었다(OECD, 2016). 하지만 국내에서는 교사인력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09년 기준 교·사대 졸업생의 교원취업

률은 중등 18.2%, 초등 54.1%로 매우 저조하여 높은 실업률이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서혜애, 2011). 반면 미국은 굉장

히 국제학업성취도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이면서, 교사의 낮은 질이 교육

2)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규정상으로는 교육대 및 사범대 졸업자 중

미임용 수학 및 과학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학 및 과학 전공의

정교사 2급자격증은 사범대 졸업자들에게 한하여 취득 가능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업의 대

상은 전국 10개미만의 대학 졸업생에 국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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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요소로 거론되는 시점이었다(Hutchison & Bailey, 2006). 더욱이

미국에서는 수학과학교사의 양적, 질적 공급부족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

었는데 ’05년~‘15년 기간 중 약 28만 명의 교사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고 예측되고 있었으며 이공계 기피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수학·과학 교과

에 대한 위기감마저 조성되는 상황이었다(Business High Education

Forum, 2006).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수학, 과학, 그리고 외국어 교과에

서 외국인교사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급속히 높아졌고, 당시 미국 공립학

교에서는 2003년까지 약 10,000명의 외국인교사를 채용하였다고 보고되

고 있다(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2003).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

역의 학생 수 증가, 교사 1인당 학생비율 유지 등의 요인으로 그 이후로

도 지속되었다(Hutchison & Bailey, 2006). 흥미롭게도 이러한 상황은 우

리나라에서 교사과잉공급에 대한 시급한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시점과 맞

물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사과잉공급, 미국의 교사 공급부족

현상, 그리고 한국교육의 세계적 입지가 높아지는 상황이 서로 맞물리면

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사를 미국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이 정책이 추진

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그 당시, 이명박정부의 이공계인력육성 강화정

책이 강조되면서 수학·과학 교사에 대한 지원이 더욱 타당성을 얻게 되

었다. 이렇게 이 정책은 국내외의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려 ’우수교사 해

외진출 지원사업 5개년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야심차게 출발하게 되었다.

2. 사업의 특징

교육부 공고(2015)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글로벌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

한「우수 교원 해외진출지원 5개년 계획('11.1)」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

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교․사대 졸업자(‘11년 경우 수학․과

학 전공자)에게 해외학교실습과 현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과

정 제공을 통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교육부, 2015). 이

사업은 ‘11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되었으며 교육부와 국내 시행기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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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이렇게 3개 기관의 구도로 사업이 운영되었다. 국내 시행기관

은 국립국제교육원이 2011년도 1년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3년간, 그리고 연구재단이 2015년

도 1년간 차례로 담당 운영하였다. 현지 시행기관은 미국 뉴저지 주에

소재한 Bloomfield College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으로 해

당사업을 지속해왔다.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5년간의 운영의

막을 내렸다.

이 사업의 선발부터 현지 정착의 과정까지 참가자가 경험하는 전반적

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발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국내 면

접심사, 그리고 3차 현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으로 참가자를 선발하였

다. 2015년 ‘교사대졸업자해외진출지원사업 참가자 선발공고‘ 에 따르면

1차 서류심사에서는 현지 활동 역량, 즉 타국문화이해 및 포용력, 교과

전문성 및 영어능력을 심사항목으로 하여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 내외

를 선발하였고, 2차 면접심사는 한국어 및 영어 면접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 및 타국 문화이해 및 포용력과 인성 및 태도를 심사항목으로 포함

하였다. 3차 면접심사는 미국 연수기관의 현지심사관과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10분간의 수업시연을 심사항목으로 하여 이를 통하

여 영어구사능력, 교수능력, 교수법 등을 모두 심사하였다(교육부, 2015).

이 선발과정을 통하여 총 ‘11년부터 ‘15년까지 총 87명이 참가하였으며

각 참가자들은 소득분위별 차등지원으로 인당 최소 약 10,000천원~최대

약 27,000천원 지원을 받았다(한국연구재단, 2016;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부, 2013; 교육부, 2014; 교육부, 2015).

선발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이 사

업은 파견 이전에 며칠간에 거쳐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제공하

여 파견 전 참가자는 국내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파견이 되었다. 해

외 현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기간은 약 9~10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

참가자의 전공에 한하여 수학 혹은 과학교과 미국 현지 교원자격증 취

득3), 미국학교 교육실습, 언어훈련, 현지 교육시스템 정보제공, 현지 취

3) 미국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은 국내 임용과는 무관한 자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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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위한 준비교육 등이 제공되었다. 공식적인 사업 종료 후, 참가자들

의 진로는 개인선택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미국에서 구직을 할

수 있었다. 사업 종료 후 곧바로 귀국을 선택한 경우는 미국 거주경험은

약 10개월 정도가 되며, 미국학교의 정식 교사경험은 없게 된다. 현지에

서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교‧사대 사업은 다른 교육정책들과 비교해본다면 사업의 규모나 범위

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관련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적은 사업이

었으나 18%밖에 안 되는 심각한 사범대 졸업생의 취업률 문제 해결과

우리나라 수학‧과학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해

외로 확산시키려는 국가의 새로운 시도가 맞물리는 적절한 시점의 야심

찬 시도였다. 해당 사업은 막을 내렸지만 2016년 현재까지 이 정책과 유

사한 정책 및 사업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정책의

경우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수출 및 교육협력을 목표로 확대 진행되고 있

으며, 사범대 졸업생의 취업률 및 전체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30~40%대

에(교육부, 2013) 그쳐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해외인턴사업’과

관련된 정부주도 해외취업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인교육대

학교, 제주대학교 등 몇몇 대학에서는 교·사대 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

을 대학주도로 현재 시행하고 있다(권상철·김성백, 2015). 즉, 특정 교육

문제를 해결 등의 목표로 국내에서 결정 및 추진하여 현지에서 운영하는

구조의 사업들이 현재 교육부 뿐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개

편·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참

가자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드러내는 것은 이와 같은 글로

벌 정책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

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사업의 경우 총 규모는 작지만 1인당

투자금액은 최소 1천만원 최대 2천 7백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규모있는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약 42주라는 기간 또한

기존 교원해외연수 등의 사업에 비해 상당한 장기간의 사업으로 참가자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과 사업의 참가자의

경험을 분석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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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글로벌교육정책 연구의 동향 및 한계

최근 UNESCO 세계교육포럼 한국개최 등을 계기로 국제이해교육과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국내·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교

육 관련하여 교육정책의 측면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연구 및 관련 실천 프

로그램과 및 정책이 필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용신, 2009). 이에 따라

최근 연구들은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

면,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논의(정기오, 2015; 유성상, 2015), 실증적 효

과(고아라, 2015)에 관한 담론부터,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원 및 청

소년의 글로벌리더 역량강화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이경화·유승희,

2010; 최미정·이경화, 2012) 등, 고등교육분야에서는 해외교육현장경험

효과 및 분석(정은경, 2013; 정혜영, 2012), 대학 및 대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인턴·취업 프로그램(이황원, 2011; 김신영·김용련,

2014; 조은상 외, 2015)등으로 각 영역별로 세분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렇게 글로벌교육정책 관련 연구들이 세분화 되어가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질을 담당하는 현직·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 해외진출과

관련한 연구는 여전히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교

육 수출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고 이를 통

하여 국제의 우수 인력자원을 선점함으로써 자국의 해외진출여건을 넓히

고자 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우리정부는 국제교육협력을 세계화 시대

에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에서 밀려 주목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장덕호, 2007). 최근에서야

우리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교육수출 및 교원의 해외진출 등의

야심찬 목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들, 예

를 들면 교원의 해외진출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참가자의 측면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 부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글로벌교육정책은 특성상 정책사업의 실행현장에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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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가의 맥락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사회문화적 맥락이 혼재된

환경 하에서 정책의 성공과 사업의 질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참가자들

의 행동양상은 실제 운영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

다.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참가자의 행동양태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정성수(2008), 송광용(1988) 등은 정책참가자의 정책 수용 정도, 정

책집행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등 정책참가자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상황에 근거한 피드백을 축적 및 반영하는 것은 정책과정에서 아주 핵심

적인 사항임을 밝힌바 있다. Marshall, Micthell & Wirt(1989)과 윤여각

(2000)에 따르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는 그 맥락의 특성과 그

속에 있는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방식들이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실제 정책과정은 해당 환경과 맥락에 내재하는 여

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활동을 분석할 때에는 정

책 과정상의 환경과 그 맥락에 대한 충분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김명환, 2012). 따라서 정책현장에서 정책행위자와 정책환경

및 맥락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정책과정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밝

히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국내 글로벌교육정책

관련 연구는 실제 운영상에서 각 국가맥락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

는 현상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시적인 측면에서 참가자

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이 접촉하게 될 때 이에 대응하여 어떠

한 전략이 나타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글로벌교육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경계를 직접 접하고 있는 정책사업 참가자들의 생

생한 경험을 근거로 하는 연구들이 반드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한 연구를 소개하자면, 최근 권상철·김성백

(2015)은 본 연구대상인 ‘교·사대 사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대학을 거점

으로 추친된 추진된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 지원사업’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예비교원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사업

을 운영하는 1개 대학을 대상을 연구함으로써 실무적인 교원의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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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특정 사업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쳤고, 실제적인 운영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사업과정 측면에서 사

업의 목표달성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참가자들의 행동양태의 중요성

을 다시금 고려해본다면 정책대상자 개인에게 축적된 국내 맥락이 해외

현지의 맥락과 충돌 할 때 이에 대응하여 참가자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

하는지 등에 관한 이론적인 바탕 하에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는데

한계로 남아있다. 권상철(2007)은 세계화 시대에 사범대학의 글로벌 교

육 확대 및 교육 국제개발협력 효과 증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특

히, 이 연구를 통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협력이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교육봉사 및 실습을 현지에서 시행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

화하고 원조효과를 높이는 호혜적 연계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선

행연구들에서 간과하였던 점, 즉 현지의 맥락 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효과적 진행방안에 대해서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따라

서 우리나라 교육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글로벌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지 정책의 기획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의 정책실행의

양상을 실제 운영사례를 통하여 밝히고 이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이론에서 밝히지 않았던 실제적인 양상을 우리나라에 맞게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영역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연구의 동향과 한계

OECD(2015)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사 전문성의 주요 3

요소 중 하나로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

육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널리 인지

되고 있다. 국내 교육영역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관련 연구는 대다

수 학생의 교육성취에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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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에 집중되어있다(예를 들면 이현진, 2015; 이재훈·김경근, 2007; 김

광혁, 2008; 김현주·이병훈, 2007; 안우환, 2005; 박현진·김영화, 2010; 양

국진, 2002). 이는 ‘교사의 사회적 자본이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취와 연

관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효과를 강조해야하는가’ 라는 교육의 책무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되어온 최근 흐름과 맞물려있다고 볼 수 있겠다.

교사에게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교사의 전문성 발

달에 도움을 주는 개념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어오고 있다. 국내에서 교사

의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는 주로 멘토링(신붕섭, 2010; 고문숙·남정희,

2013; 권혁일, 2010; 홍원표·정하나, 2012; 서미옥·배상식, 2010), 전문학습

공동체(서경혜, 2008; 이준희·이경호, 2015; 김남균, 2013; 서경혜, 2013),

사회적 연결망(예를 들면, 김효정, 2006; 박은혜·김언아, 2001), 사회적 자

본(김한별, 2009; 이현진, 2015; 안우환, 2003; 이호준 외, 2015) 등 다소

다양한 용어와 개념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비공식

적 교사 간 연계는 교사의 효능감, 정서적 안정감, 교사 간 협력, 지식

및 교수학습적 정보축적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취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매

우 이롭다고 보고되고 있다(Hoekstra, Beijaard, Brekelmans &

Karthage, 2007; 신붕섭, 2010; 김효정, 2006; 서경혜, 2013). 이렇게 국내

교육영역의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연구는 네트워크라는 용어 보다는 유

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로 분화되어 있다. 반면 국외의 연

구에서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던 교사의 관계적 측면을 사회적 자본으

로서 통합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추세이

다. 국내연구에 비하여 교사의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라는 용

어 자체가 연구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예를 들면, Alison,

Elaine, 2015; Baker-Doyle, 2011; Baker-Doyle, & Yoon, 2011)

명확하게 네트워크에 대하여 논의하는 교육관련 국내연구들은 주로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기관 및 지역차원에

서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는, 다소 거시적인 관점으로 수행되어왔다. 대체

적으로 평생학습 분야나(예를 들면 이지혜·채재은, 2010; 윤창국, 2009;

이지혜·홍숙희, 2007) 교육복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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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김경애·김정원(2007), 김경애(2009a), 김경애(2009b), 이현진·김미애(

2015)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김경애·김정원(2007)은 노

원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사례로 교육지원체제로서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네

트워크형성의 구조적 측면과 특징의 발현 및 성장과정을 거시적으로 밝

혔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등과 같은 개별 구성원의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며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는 미시적인 관점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

다. 현장의 내부에서 직접 활동하는 구성원들에게서 발현되는 의미와 재

해석의 과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Berman &

Mclaughlin, 1975).

이렇게 점차적으로 사회적 자본 및 네트워크과 관련된 연구가 확장

및 분화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교육정책의 영역에서 이러한 관점

으로 논의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더욱이 미시적인 관점에

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교육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최근 급속하게

다원화되는 우리교육현장의 실제에서, 글로벌교육정책의 확산속도와 그

영향력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비해봤을 때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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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사례는 한국인 일반교사 및 예비교사가 미국 현지 중등학교에 교사로 정

착하는 특수한 과정이 나타나는 사례이다. 하지만 기존에 이 연구의 주

제와 유사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으며 이 연구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

기 위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각도의 정보원천

에 근거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는 하나 이상의 사례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원천(관찰, 면

담, 문서와 보고서 등)을 통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

례 기술과 사례에 기반한 주제들을 보고한다고 알려져 있다(Creswell,

2012). 또한 단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보다 총체적인 이해와 분석을

필요로 할 때 적합하며 질적 면접은 해당 사건이 구술자에게 미친 과정

적 영향이 분석을 통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장에 초점을 둔

자연스러운 상황이 곧 자료의 원천이 되며 특별하게 발생하는 상황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귀납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해당 사례의 상황적,

환경적, 맥락적,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 보다 복잡한 사건의 과정적 측

면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을 준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례연구는 본 사례를 분석하기에

타당한 연구방법이라고 사료된다(Creswell,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인교사로서 미국현지학교교사로의 정착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

서, 격주보고서, 관찰, 면담 등 다양한 정보원천을 분석함으로써 현지의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글로벌교육정책 참가자의 적응양태의 실제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20개월간 미국현지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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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업의 참가자로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본 사례

에 가장 밀접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

다. 더불어 미국에서 교사로 정착과정을 겪고 있는 동료 참가자 약 30명

에 대하여 현지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적응과정에 대하여 예비관찰과

유사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물

리적 자료와 문서를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 이후 연구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사업의 운영기관에서 이 사업을 담당/보조하여 행정 및

파견업무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사업의 체계와 내부적인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발굴한 실제 사례의

생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윤곽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한 주제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면담은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연구 참여자마다 1시간~1시간 30분에 걸쳐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대면하

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유선으로 면담

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유선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현재 해외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한계는 감수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면담 데이터는 면담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

한 후 전사하여 분석되었다

분석대상

본 연구의 사례는 글로벌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교·사대 졸업

자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참가자이다. 이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적

합한 사례라고 판단되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대 사업은

‘약 42주의 교육기간 + 개인별 선택에 따른 체류기간’이 최소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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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참여자

미국현지 

거주기간

미국 교사 

경험기간
2016년 10월(현재) 직업 과목

A 4년 2개월 3년 1개월 미국 차터스쿨 교사 과학

B 4년 2개월 3년 1개월 미국 공립고 교사 수학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으로 이는 다른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비하여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정착

하는 기간이 비교적 길다. 이는 곧 국내의 맥락이 내재화 되어 있는 참

가자가 해외현지의 사회문화적 환경, 교육시스템적 환경, 학교 내부의 환

경 하에서, 어떠한 실행양태를 나타내는지, 그 단계별 요소를 밝히기에

매우 효과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정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정책목표의 불분명으로 인한 정책운영의 방해요

인은 배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즉, 목표불분명이 정책참가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적응양상을 더욱 선

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본 분석의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모두

한국 미 임용 수학·과학 정교사 2급 자격증 보유자로 연령은 최소 24세

에서 최대 35세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 사업에 참가하는 예비교사부터

몇 년간의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경력이 있는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여성의 비율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혼자는 드물었다. 또

한 타 정부해외인턴사업이나 동일 사업 기 참가자는 자동으로 제외되어

해외에서 교사정착의 경험은 전무하였다. ‘16년 9월 기준으로 면담참여자

들의 미국 현지 거주기간은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4년 2개월이며, 담당

과목은 모두 수학 또는 과학교과이다. 현재까지 미국교사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를 포함하여, 국내 국제학교취업, 일반중등학교취업, 국내·외 대학

원에 진학한 참가자부터 등부터 현재 해당 연수에 참가 중인 참가자까지

현재 소속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사업 참가자들의 구성이 예비교사 혹은 일반교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해외진출 교사’나 ‘사업 참

가자’ 모두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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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년 2개월 3년 1개월 미국 사립학교 교사 수학

D 3년 2개월 2년 1개월 미국 차터스쿨 교사 수학

E 3년 2개월 1년 1개월 미국 차터스쿨 교사 과학

F 2년 2개월 1년 미국 차터스쿨 교사 수학

G 1년 10개월 1년 한국 사립고 교사 수학

H 1년 10개월 1년 한국 국제대안학교 교사 수학

I 1년 10개월 1년 한국 국제대안학교 교사 수학

J 1년 10개월 1년 한국 국제학교 교사 수학

K 1년 2개월 1개월 미국 차터스쿨 교사 과학

L 1년 2개월 1개월 미국 차터스쿨 교사 수학

M 10개월 0년 한국 대안학교 교사 과학

N 10개월 0년 한국 사립학교 교사 수학

면담참여자는 사업 참가자 전체 83명 중 14명으로 구성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면접자의 수는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주제에 관한 데

이터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할 때까지 진행한다(신경림, 2004).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주제와 관심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축적

되고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면접을 멈춘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1단계의 예비조사로 및 각종 자료로부터 어느 정도 핵심 사

항들이 윤곽을 드러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14명과의 인터뷰가 진

행되었을 때 더 이상 새로운 결과나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되어, 충분한 데이터수집이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인터뷰를 종료하

였다.

면담의 질문은 크게 5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현지 정착의 전반적인 과

정, 사회·문화적 적응과 대응전략, 교육시스템적 적응과 대응전략, 학교

문화 적응과 대응전략, 그리고 네트워크 특성이다. 면담에 들어가기에 앞

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녹취

및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질문지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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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질문내용

정착의 과정

프로그램 참여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정착과정

 정착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건

현지에서 교사로서 원활한 취업, 적응, 현지잔류하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

사회문화적 

적응과정과 대응전략
현지 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 대응전략

교육시스템적 

적응과정과 대응전략

현지 교육시스템 적응의 어려움 / 대응전략

미국 교사채용과정 경험

교육시스템영역에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

학교문화 적응과정과 

대응전략

현지 학교내부 문화 적응의 어려움 / 대응전략

현지 학교 문화와 한국의 학교문화와의 차이

현지에서 느끼는 한국교사의 강점/약점

네트워크 특성

학교 내부 구성원과의 인간관계

현지인과의 인간관계

참가자들 간의 문화의 특성

참가자들 간의 정보공유 특성

현지에서 교사로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경로

[표 2] 면담 질문 내용

의 [표 2]에 제시하였다.

질적면접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문헌, 참가자들의 기록물 등도 이

연구의 경험적 데이터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는 사업 참가자들의 현

지 환경에 대한 정착을 위한 기록물, 구직활동을 위한 자료, 학교 수업

및 교직유지를 위한 각종 문서 등을 포함하였다. 참가자들이 1년 동안 2

주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격주보고서를 수집하였고, 구직활동에서 경험적

으로 축적하였던 학교별 채용 인터뷰자료, 참가자들이 정보를 얻었던 미

국학교 채용 전문 홈페이지, 학교고용에서 실제 사용했던 행정문서, 학교

수업에서 사용한 수업자료, 학습지, 참가자들이 고용된 학교에서 사용하

는 교사교육용 전문성개발교육자료, 이 외에도 해당 사업연수보고서, 사

업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현장자료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

를 통하여 한국인 예비교사가 현지에서 교사로 정착하는 과정의 사회적,

맥락적 측면을 파악하고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 하에서 나

타나는 행동전략을 다각도로 파악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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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분석결과, 해외진출 교사가 현지에 교사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적응의 차원은 사회·문화적 적응, 교육시스템 적응 그리고

학교문화 적응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각 적응과정에서 보이는 이들의

경험특성은 시간에 따라 단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를 적응단

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축하였다.

제 1 절에서는 해외진출 교사가 현지에서 교사로서 경험하는 적응의

주요 차원을 큰 틀에서 살펴본다. 제 2 절에서는 해외진출 교사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 경험과 특징의 단계별 변화양상을 밝히며, 이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해외진출 교사의 행동양상을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

워크 구축현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해외진출 교사를 지칭하는 말로 정책사업 ‘참가자’라는 용

어를 사용하겠다. 이는 본 연구결과가 해외진출 교사 모두의 경험을 밝

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가자의 경

험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결과 부분에 국한하여 ‘참가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해외진출 교사라는 용어도 때로 함께 사용하였

다.

제 1 절 해외진출 교사가 경험하는 현지적응의 차원

이 사업에 참가한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교사로 정착하는 과

정을 거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차원의 적응을 요구받았다. 이는 사회·문

화적 적응, 교육시스템적 적응, 그리고 학교문화 적응으로 다층화되어 나

타났다. 이 요소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다양한 강도로 강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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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문화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은 참가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기 위

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언어, 문화, 일반적인 사회의 규범 등을 접하면서

요구되는 적응을 의미한다(Kim, 1977; Searle & Ward, 1990). 이는 일반

적으로 현지의 의식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적응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해외 현지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주민

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참가자들 또

한 주로 현지의 생활환경, 음식, 언어, 교통 환경, 문화의 차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응이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사회·문화적 적응의 강도는 정착

시기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나 주로 현지 정착초기에 가장 강하게 나

타났다. 낯선 환경을 맞닥뜨리고 사회적 구성원으로 새로운 정착을 위해

도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홀로 홈스테이(home-stay)를

하면서 현지인들과 한 공간에서 삶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 적응시기를 가

장 높은 강도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 때, 홈스테이 호스트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환경에 적응하는데 보다

수월한 양상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업 참가 이전에 미국 거주경험이 있는 참가자의

경우는 현지 정착초기에 이 사회·문화적 적응기간을 매우 짧게 겪거나

아예 겪지 않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 적응과정을 이미 사전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현지 파견 직후에 겪는 사회문화적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착초기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적응은 대부분 일

상적인 생활 및 환경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획득과 관련된 적응

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 적응요소가 원활하게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

였다.

“나는 1년, 중부 일리노이에서 있었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의식주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어. 사람이 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적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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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 은행, 핸드폰, 집을 어떻게 찾아

야 하는지, 버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미 동부 쪽도 어느 정도 내가 여

행하면서 왔다갔다 들었던 것들? 내가 봤던 거? 그런 문화자체가 낯설진 

않았어. 그러니까 훨씬 심적으로 훨씬 안정된 상태였고. 그리고 1년을 여

기서 살면서 생활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고, 습득을 했었지. 잘 모

르는 용어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많이 습득을 했지. 그러

니까 내가 1년을 살면서 봤던 문화적인 것들? 외국친구들이랑 만나면서 

들었던 것들, 봤던 TV 들, 읽었던 신문들, 사설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었고, 대학 수업을 들었었고, 대학교 안에서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대학생 애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많았었어.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고... 그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됐어. 여기 초반에 적응하는데 문화적

인 배경이 남들보다는 좀 더 강세였지.”(G, 현지 교사 1년) 

사회·문화적 적응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목할 점은 정착

시기별로 강조되는 요소가 사회·문화적 적응 안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는 점이다. 예를 들면 현지에 파견된 직후에는 교통, 환경, 음식과 같이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응하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반면 어느 정도 정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오히려 인간관

계, 예절, 사회적 규범 등과 같이 보다 문화적인 영역의 중요성이 더 강

하게 강조되었다. 즉, 사회·문화적 적응은 현지 정착과정에서 가장 즉각

적이고 표면적으로 겪는 경험을 의미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차도 없어서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언어도 안 되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 학교에 4년째 일하잖아. 결국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라든지 그런 거가 결국엔 중요해. 어릴 때 봤

던 TV 이야기, 동요 뭐 다 그런 거지...(중략) 그런 사소한 게, 뭔가 나는 

모르는데 얘네 끼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좀 이게 깊이 있는 사귐이 불가능한 거 같아. 동료관계에서도, 친구를 사

귀어도...”(C, 현지 교사 4년차)

한편 참가자들은 현지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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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

주민으로 원활하게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한국인의 정체성과 습관, 행동양식 등을 고수하기 이전에 현지에서

자연스러운 행동과 언어를 체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

양한 방식으로 주변을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 일상

생활현장 및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역할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이들과의 활발한 관계를 맺는 것은 이 적응과정

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개인이 현지의 사회·

문화적 적응을 충분히 거친 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

과 행동양식, 문화 등을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강조했다. 특히, 현지에서 교사로서 지속적으로 정

착할 계획이 뚜렷한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동화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현지에서 잘 정착하려면 (현지 문화에)동화되는 방향으로. 일단 동화가 

되고 나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나의 문화를 알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난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일단 남의 나라에 와서 살려고 왔으면 일단 

내가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아, 물론 싫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거지. 생존법칙이지.” (G, 현지 교사 1년)

“자기 마음가짐도 내가 기왕 내가 미국에서 교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면 

일단은 여기에 녹아들어야 할 준비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 

같아요. 예절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거는 관심을 가지고 많

이 오픈마인드로 좀 가야하는 것 같아요.” (B, 현지 교사 4년 차)

2. 교육시스템적 적응

두 번째는 교육시스템적 적응으로, 이주민으로서 새롭게 접하는 현지

교육시스템에 대한 지식적 습득, 그리고 현지 예비교사로 전환하는 준비

과정, 이 두 측면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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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시스템에 대한 지식적 측면은 사실 미국 현지인이라면 신규

교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교육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연한(K-12제도)4), 학구제(district system)5), 학교의 유

형6), 교과교실제 등 현지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육전반

에 대한 기초지식이었다. 하지만 현지에 파견된 참가자들은 이전에 미국

의 중고등학교 생활경험이 없었고, 일부 대학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경험

이 있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대학 교육만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 참가자들은 미국 중고등학교의 교육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기초배경

지식조차 얕은 상태였다. 따라서 현지 정착 초기에 한국의 교육제도와는

다른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기본지식을 빠

르게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대다수 참가자들

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관련 정보 및 지식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비교적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학교육의 체계, 교육과정, 뭐 NJ CCCS7), PARCC8), 잡헌팅(job 

hunting)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중략) (이렇게) 타국 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르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지. 나는 안 가봤지

만, 나는 마이에미(Miami)를 안 가봤지만 누군가는 마이에미(Miami)를 가

봤어. 그럼 내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생활적인 거 서로 되게 많이 가르쳐

4) 미국의 교육연한은 초등학교 5~6년, 중학교 2~3년, 고등학교 4년으로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세기 초 전통적인 8-4제에서 고등학교가 분화되어

6-3-3제가 주를 이루었다가, 20세기 중반 이후 중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됨으로

인해 5-3-4제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유형이

시도되고 있다(NCES, 2016; 양성권, 2006).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형태의 학제가

혼합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일률적인 교육연한(6-3-3)과 큰 차이가 있다.

5) 미국 교육제도는 주로 구(district)중심으로 묶어 소속학교를 관리한다.

6) 미국의 학교유형은 크게 공립학교, 사립학교, 차터스쿨로 구성되어 있다(NCES, 2016).

7) NJ CCCS: New Jersey Core Curriculum Content Standard의 약자이다. 이것은 1996

년 미국 뉴저지 주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핵심 교육과정 기준을 말한다. 이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5년마다 개정되고 있다(미국 뉴저

지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tate.nj.us/education/cccs/, 2017년 1월 20일 검색).

8) PARCC: The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의

약자로 NJ CCCS를 기준으로 개발된 평가를 말한다(미국 뉴저지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nj.gov/education/sca/parcc/. 2017년 1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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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성장하고.(G, 현지 교사 1년)”

또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적응은 이들이 현지의 예비교사로 역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주로 구직활동

을 시작하고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기에 나타났다. 이

민자, 학생 등의 신분에서 현지 교사로서 적합한 자격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 변모하는 과정이었다. 이 적응은 일종의 현지의 신규교사로 전환하

는 초기과정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적 적응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경험으로 손꼽히는 사

건은 크게 현지학교 교육실습(Practicum)과 교사채용과정(job hunting)이

었다. 이들은 이 두 경험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포착이 가능한 교육현장

의 틀, 즉 교육제도, 정책의 구조 및 행정체계의 전반 등을 관찰자의 자

세로 습득하였고, 특히 교사채용과정 경험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알맞

은 구직자로 변모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적응이 나타났다.

먼저, 미국학교 교육실습(Practicum)은 현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

그램으로 약 4~6개월간 현지학교에서 국제·보조교사로 실습을 하는 과정

이다. 이 기간에 이들은 미국교육현장을 피부로 경험하며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현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대다수 참가자가 미

국의 중고등학교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교육제도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지교육실습은 미래에 현지의 교

사로서 본인이 어떤 교육제도 아래 근무하게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관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익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교육제도의 동향,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에 관한 지식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 할 수 있었으

며 이는 이후 구직활동 및 실제 교사근무 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경험으

로 나타났다.

“나는 5개월 동안 프랙티컴(Practicum, 교육실습)을 하면서 되게 길다고 

생각했거든? 그냥 한국에서는 교생실습이 1달, 4주. 근데 여기서는 5개월 

동안 하니까... 이시간은 되게 쓸모없다는 생각이 많았어, 하면서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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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뭐가 도움이 될까 했는데, 막상 취업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되게 많

이 도움이 되더라고. 그때 여기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래이딩(Grading, 채

점) 했던 방식이나... 그리고 어떻게 학교 점수 입력하는지, 어떤 시스템

인지 등등 이런걸 알게 모르게 배우고 경험했으니까 지금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K, 현지 교사 1개월 차)

두 번째로, 이들은 현지에서 교직을 얻기 위해 약 3~4개월 동안 구직

활동(Job hunting)에 도전하면서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후보자로 준

비되기를 요구받았다. 학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학교현장을 뒷

받침하는 교육시스템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

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교수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되었

다. 이 요소는 거시적으로는 한국의 맥락과는 다른 미국의 교육제도, 교

육과정, 최근 교육정책의 동향 등에 관한 지식이 거론되었고, 미시적으로

는 특정 학교구(district), 학교유형, 혹은 개별학교의 독특한 제도 및 운

영방식 등에 관한 지식과 교수능력으로 크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서 나타난 교육시스템적 적응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지의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의 교육시스

템과의 실질적인 차이를 이해하며 이를 각 개인의 강점과 융합하여 현지

교육시스템에서 ‘매력이 있는 교사’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적응은 정책사업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현지

교육실습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현지 교사근무를 통하여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스템적 적응의 필요도

는 현지적응초기보다는 실질적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신규 교사로 일하는 초기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그 필요도를 느끼고 있었다. 반면 현지학교 교사경력 3~4년차 되는 참가

자들은 이 적응에 관하여 비교적인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

를 통하여 교육시스템적 적응은 현지 교육현장에 대한 구조, 체계 등에

대한 거시적 맥락에 대한 적응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문화적 적응과

같은 일반적 적응차원 보다는 협소한 영역을 지칭하지만 교육측면의 관

점에서는 표면적인 영역에 대한 적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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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문화적응

세 번째는, 학교문화적응으로, 이는 한국 예비교사가 현지 학교의 문

화에 원활하게 적응함으로써 학교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말

한다. 실제 학교 내부에서 형성되는 교사-학생 간 및 동료 간 인간관계,

학교조직문화, 교사의 책임과 역할 등 학교현장만이 가지고 있는 미시적

인 요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나타나고 있었

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대부분 현지의 맥락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공

유되고 있는 ‘교사로서의’ 윤리, 규범, 문화 등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참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 근거한 행동양식과 충돌을 다소 일으

켰다. 따라서 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이 적응의 특징이었다. 주로,

신규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요

구되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암묵적인 문화 및 상호작용을 체득하는 양상

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학교문화적응은 학교현장의 미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적응

이기 때문에 학교에 고용이 되어 본격적으로 학교내부의 교장, 동료, 학

생 등의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치며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드러

났다. 특히 현지학교는 학교의 유형에 따라, 학교의 비전에 따라, 학교가

소속된 지역에 따라, 학교의 색깔과 문화가 각기 다양하였기 때문에 참

가자에 따라 겪는 경험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프랙티

컴(Practicum)이라고 불리는 현지 교육실습을 5~6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학교 현장에

서 관찰하고 실습해본 경험은 실제 교사의 업무와 역할의 깊이, 구성원

간의 미시적인 관계 등의 측면까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즉, 각 개인이 직접 교사가 된 후에 개별 학교에서 형성하는 인간관계,

책임의 영역, 조직의 문화, 역할의 범위 등은 관찰자의 시선에서는 온전

히 파악될 수 없는 세밀한 영역과 연관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로서 그것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뒤에서 애들

이랑 해결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교사들끼리의 관계나 교장하고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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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 그리고 뭐 책임감 같은 것도 아무래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제

가 교생을 통해서는 경험한 건 아니니까, 취직하게 되면 이런 건 좀 다르

죠. 그래서 이런 걸 새롭게 배우고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구

요.”(L, 현지 교사 1개월 차)

“아무래도 프랙티컴(Practicum, 교육실습)에서는 수업을 관찰하고, 끽해

봐야 수업 몇 번 해보는 정도인데 실제로 내가 교사가 돼서 1년치 수업

을 어떻게 짤 건지, 교재를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만들고 편집하며, 애

들을, 학생들 관리할지, 이런 건 아무래도 프랙티컴(Practicum, 교육실습)

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적관리라든지 이런 실

제적으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죠. 또 학교마다 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J, 현지 교사 1년)

흥미로운 점은, 참가자들이 겪는 사회·문화적 적응, 혹은 교육시스템

적 적응보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내부 문화에 적응하는 이 과정에서 대

부분의 참가자들이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

종의 학교문화충격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 등의 역할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현지에서 경험하는 실제와 큰 괴리를 가지고 있었

기 때문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미국 중고등학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지 교사의 실제 업무와 역할, 학교 내부의 상황, 구성원간의 관

계 등에 대한 기대가 한국적 맥락에 근거해있기 때문이며, 이는 현지의

실제현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학교 내부에 존재하는 미

시적인 관계들에 대한 문화적 배경지식, 현지에 적합한 실천적 지식 등

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를 겪고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든지 그런 게 대부분 한국적인 지식들이 많이 축

적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죠.” (H, 현

지 교사 1년)

“현지에서 교사로 그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려면 미국의 학교문화에 대

한 이해가 좀 철저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 제일 커요. 

그건 이론적으로 습득이 된다기보다는 이건 경험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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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100% 한국인 아니 200%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단순히 10개월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로 미

국교사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크게 맞닥뜨리는 게 문화거

든요. 학생들의 문화가 있고, 학교 안에도 인종간의 문화가 있고, 학교만

의 문화가 있고, 그 타운(town)만의 문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문

화에 대한 이해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B, 현지 교사 4년차)

“미국에는 내가 알고 있던 교사랑 학생의 관계가 좀 많이 여기는 달라. 

이게 좀 충격인 게, 어쨌든 얘들은 나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든가, 뭐 다

른 존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스킴(Ms. Kim) 이라고 부르잖아. 그냥 

미스 킴. 모르겠어.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좀 예의가 없는 건

지 모르겠는데, 얘들이 나를 친구처럼 대하는 적이 많아. 한국은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

냥... 약간 말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자기 주장하는 것도 좀 세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선생님한테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고 

약간 그런 거? 이런 게 가장 힘든 거 같아.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

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 학교의 특징인건지 

미국학교의 특징인건지....” (K, 현지 교사 1개월 차)

연구자: 이게 규칙, 법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있는 

문화가 깔려있는 거네요?

D: ‘그렇다’ 하는 그냥 통념, 윤리 같은 거요. 그니까 법적으로 제재는 

가하지 않지만 그런 윤리가 남아있는 거죠.

연구자: 이런 부분들은 만약 학창시절을 만약 미국에서 보냈다면 누가 가

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일까요?

D: 네, 그럴 것 같아요. 문화에 있어서 그냥 느끼면서 배우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책으로 습득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으면서 습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예비교사가 교사로 전환하는 과정은 일종의

‘현실충격(reality shock)’이기 때문에(Veenman,1984) 가족 및 친구 등의

지지, 학교 동료교사의 지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의 초임교사

는 본인의 사전 배경지식이 비교적 탄탄하고 주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

여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한 반면, 현지에 아무런 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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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로 낯선 학교에서 신규교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 사례에

서는 주변 관계의 지원과 지지가 더 큰 강도로 요구되었다. 참가자들은

학교에서 ‘서바이벌’하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관계들이 많은 힘이 되어주

었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존재는 이들의 심리적,

업무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집단으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H: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는 그거겠네. 관계. 같이 버티

는, 버텨주는 어떤...단체의 힘?

I: 선배들과의 관계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지. 거기 가서는 사실 느끼는 

게, 그 외로움이나 심리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흔들리기 때

문에.... 사실 우리 기수도 우리 집에 모여서 맨날 했던 이야기가 뭐냐

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H: 그니까 우리는 그렇게 금요일마다 모여서 피자와 맥주를 함께하며...

I: 그래 000이 버티니까 나도 한주 버텨보자 막 이랬던 거고. 사실 그게 

굉장히 컸죠.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는 자기가 여기서 동떨어지지 않다

는 건데, 미국에서 가장 힘든 거는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건

데...미국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선배, 친구, 뭐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럼 훨씬 편하고...그리고 그 다음 

기수가 오면 만약에 계속 남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취업하기도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도 주고, 학교 오프닝 나면 딱 봐

서 추천도 해주고.

제 2 절 현지적응과 네트워크 구축의 단계적 양상

앞서 서술한 현지적응의 차원은 모든 시기에 동일한 강도로 동시에

강조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책초기에 사회·문화적 적응의 요구도가 높아

지는 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학교 내부의 미시적인 적응의

영역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적응양상에는 특정한 4가지

단계가 나타났다. 이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에 참가한 교사들이 현지에

정착하는 과정은 공통적으로 [그림 1] 같이 크게 4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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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정책 프로그램 참여, 구직, 신규교사입문 그리고 학교 정착으

로 순차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책사업 참여 ⇒ 구직 ⇒ 교직 입문 ⇒ 학교 정착

[그림 1] 교·사대 사업에 참가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 정착과정

아래에서는 위의 과정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적응양상의 특징에 따라

연구자가 단계 1, 단계 2, 단계 3, 그리고 단계 4로 현지적응단계를 구분

하였다. 각 단계에서 강조되는 적응양상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고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이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행동양상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1. 단계 1: 사회·문화적 갈등과 친목 네트워크 형성

단계 1 은 정책대상자들이 현지로 파견되어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후 약 10개월의 정책사업기간을 포함하

는 기간으로, 이 시기는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사회·문화적인 적응이 가

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이 단계에서는 교육시스템

적 적응과 학교문화 적응은 미비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

회·문화적으로 원활한 적응을 위해 주로 친목중심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 현지문화와의 갈등 및 재정부족의 문제

먼저 이들은 환경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첫 관문에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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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생활영역에서 주로 갈등을 경

험하였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갈등요소는 크게 언어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이를 악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재정적 한계가 거론되었다.

먼저 언어문제는 적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로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에게서 거론되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또한 이주

민이 현지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언어적 유창

성을 꼽고 있다(Ward, Bochner and Furnham, 2005). 특히 현지정착 초

기에 현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현지교육환경 등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언

어의 유창성은 이 지식의 질과 양에 많은 차이를 가져왔다. 특기할 점은,

모든 참가자가 사범대학 혹은 교직이수 출신이었는데, 우리나라 교사양

성과정에서는 영어교과를 제외하고는 사실 영어실력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범대는 졸업 이후 학생의 진로를 모

두 ‘국내의 교사양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 시스템, 등이 설계되어있

다. 즉, 이 사업 참가자들은 한국의 교사 양성 시스템을 성실히 이수해

온 예비교사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대상자인 예비교사

집단은 사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

문에 현지의 환경적응을 위해 필요한 언어능력의 한계는 현지에서는 약

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어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유는, 사범대학생

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 

거죠. 어쨌든, 진로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다보니까 그쪽에 좀 

더 집중한 형태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고, 

졸업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내가 내 언어를 마음껏 표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언어능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지 않았나합니

다.” (M, 현지 거주 10개월)

“한국에서 대학교 사범대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도 교사로 일을 했었고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

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미국에 갔을 때 언어적

인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D, 현지 교사 3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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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아무래도 언어가...아무래도 다들 영어가 

유창하게 된 상태에서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J, 현지 교사 1년)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현지의 교통수단에 대한 적응이

참가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의 요소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현지 환경

은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동수단이었

기 때문에9) 참가자들은 평소생활에 필요한 생활물품, 식료품 등을 조달

하는 매우 기초적인 활동마저 매우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

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사전에 참가자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당황하

였다고 이들은 말하였다.

“저는 이전에 미국생활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식재료 하나 사러 가

는 게 그렇게 힘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물이라더니 햇반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음식재료 하나 구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차가 없

어서.”(M, 현지 거주 10개월)

연구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뭐가 있었나요?

F: 아무래도 뉴저지라는 곳 자체가 좀 워낙 땅도 넓고 차 없이 생활하기

가 힘이 들어서.. 차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에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었죠. 전화를 하나 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요.

연구자: 언어적인 부분이랑 교통적인 부분이요?

F: 네. 장을 보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요.

(F, 현지 교사 1년)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적응과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재정적인 한계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학생신분을 벗어난 직후이

9) 심지어 미국에서는 고등학생 고학년의 경우 자가로 등교를 할 정도로 자동차의 활용

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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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스스로 타지에서 자립할 정도의 재정적인 자원은 충분히 축적

되지 않은 상태였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였

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스스로 조달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으며 몇몇 참가자들은 이 요인으로 이후 현지 정착을 포기하게 되었

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재정적 한계는 참가자가 현지에 정착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장애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 장벽을 넘기란 쉽지

않았다고 토로하였다.

H: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커요. 경제적으로 집안에서 서포트(support)가 

안 되면 초반에 서바이벌하기 진짜 어렵죠. 왜냐면 초반에는 돈을 버

는 것도 아니고 쓰면서 10개월을 버티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1차적

으로 가장 큰 것 같아요. 빚더미를 계속 안고 사는... 홈식(home sick) 

이 오고. 가서 한 6개월쯤에 다들 한번 씩 힘들지 않았나...

I: 그리고 이게 돌고 도는 게, 잡(Job)을 구하려고 하면 차가 필요하고...

H: 차를 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과외든, 캐시 잡

(cash job)이든, 어디든 가야하니까 다시 차가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

니까 돈이 필요하고... 하하하. 이 무한 루프 안에서...그 어느 것도 충

족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길 들어갈 수 가 없는 거죠. 그니까 그 루프를 

극복하려면 어딘가 ‘빵’ 해서 경제적인 서포트(support)가 딱 들어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현지 적응의 가장 초반기에 해당하는 이 기간의 경험은 이렇

게 사회·문화적인 적응에 가장 큰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참가자들

은 이 기간의 경험의 양과 질에 따라 이후 현지 정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기간이 매우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정책의 목표가

현지에서 교사로 취업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보았을 때, 구직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이 시기에 참가자의 경험은 정책목표달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프로그램 10개월의 경험이 ‘좋았다’

라는 파지티브한(positive)인상이어야 그 후에 ‘내가 남겠다, 안 남겠

다.’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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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많은 사람은 ‘내가 미국에 더 살고 싶

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H, 현지 교사 1년)

나. 대응전략: 친목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적 적응

위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적응에서 느끼는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취한 행동을 분석하여 본 결과, 흥미롭게도 주로 현

지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었다. 정착 초기 이들은 사실, 현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경험이 없을뿐더러, 가족, 친구 등 심리적 안정감을 주

는 사회적 관계도 부재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정보획득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연결의 기초통로, 즉 친

목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본질상 수단

적인 의미보다는 그 자체로 사회적 구성원이 되어가는 의미를 지니기 때

문에 ‘삶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하나는 동일한 시

기에 함께 파견된 동기 집단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이며 다른 하

나는 그 밖의 외부 집단 네트워크이다. 아래의 표는 참가자들에게서 주

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태를 음영으로 표시한 것이다. 집단

내부와 외부를 불문하고 친교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

내었다.

친교 업무

집단 내부 활성 비활성
집단 외부 활성 비활성

[표 3] 단계 1 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양상
※신광철·정범구·김경재(2010)의 네트워크 분류를 활용함

먼저 사업 참가동기들과의 네트워크인 집단 내부 네트워크는 주로 정

서적,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친목도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대



- 57 -

부분의 참가자들에게 동기와의 관계는 미국 현지에 파견된 직후, 이방인

이라는 동질감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관계였으며, 현지사회의 환

경과 문화를 알아가려는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이들은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일

상생활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강한 강도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 관계형성은 낯선 환경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안정적

인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기초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집단 외부의 네트워크는 참가자마다 다른 방식과 형태로 형성하

고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현지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통로역할

을 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주로 현지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와 지식

그리고 정착을 위한 조력을 획득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

에 참가자들은 지역교회나 성당, 혹은 이전에 알던 지인 등과의 관계형

성을 시작하였고 실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와 도움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부분 현

실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물품구입, 단순한 이동을 위

한 라이드(ride, 차로 데려다 주는 것)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부분에 치우

쳐져 있었다. 실제로 이주민의 정착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는 현지인과

의 원만한 관계형성은 현지 정착 및 직장에서의 안정 등에 매우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양상

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이금희·유양·정동섭, 2016; 김현경, 2009;

이주재·김순규, 2010; Kim et at., 2012).

“그래도 처음에 미국에서 적응시작 할 때 미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숙사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

아서...(중략)..기숙사에 있는 동안 한국요리 정말 많이 먹었어요. 요리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요리를 해주고 다 같이 먹고 

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들게 된 거 같아

요.”(L, 현지 교사 2년 차)

“저희 기수도요. 가족이라고 해요. 서로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요 협조적

이려고 하고요. ...(중략) 그들하고는 정말 가족처럼, 모든 걸 다 터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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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만큼요. 정말 큰 힘이 됐죠. 왜냐면 다 똑같은 상황이고 같이 겪

은 게 있기 때문에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F, 현지 교사 1년)

“거기서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그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

렇게 잘 지냈을 수 있었을지는 사실 상상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요.”(M, 현지 거주 10개월)

“저는 이전에 미국생활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식재료 하나 사러 가

는 게 그렇게 힘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중략)... 그런 게 사실은 네트

워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현지 담당

자나 현지 담당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주변이나, 우리가 가서 서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 상황에서는 더 도움이 됐었어요.” 

(M, 현지 거주 10개월)

2. 단계 2: 현지 교사채용과정 경험과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이 단계는 10개월간의 공식적인 정책사업이 종료 된 후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에 접어드는 시기부터 현지 학교에 고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다. 이 기간에는 참가자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현지 특유의 교

육시스템적 적응의 중요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현지에서

기대하는 교사의 모습과의 괴리가 두드러졌다. 이 단계에서 형성하는 다

양한 측면의 전략적인 네트워크는 이들이 이 괴리를 극복하고 ‘매력적인’

후보자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현지의 교사수요와 해외진출 교사의 인적자원 간 미스매치 경험

이 단계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교육시스템적 적응은 주로 교사채용과

정을 거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적응과정이었다. [그림 2]10)에서

10) 참가자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교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해당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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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시험 ⇒ 개별학교지원

(서류전형)
⇒ 인터뷰 ⇒ 데모레슨

(수업시연)

[그림 2] 교·사대 사업에 참가한 교사가 경험한 미국 뉴저지 주의 교사채용과정

볼 수 있듯이 이들이 경험한 현지의 교사채용11)은 한국의 채용과정과

전반적으로 유사해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각 과정

을 거치면서 이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현지학교의 수요와

의 미스매치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미스매치의 경험은 특히

현지 맥락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외국인으로서는 낯선 교사 고용문화와의

괴리로 나타났으며 예를 들면, 인터뷰의 형태와 중요성, 수업시연의 목적

과 방향, 추천인을 통한 고용문화 등에서 겪는 낯섦과 경험적·문화적 지

식부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이 경험하는 학교의 형태는 공립, 사립, 차터스쿨(charter

school) 등 다양하였고, 지역 간 경제적, 교육적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학교구마다 그리고 단위학교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교육제

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개별 학교의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후보자가 되는 것이 요구됨을 경험하면서 참가자들은 현지의 교

육시스템, 환경 등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을 급속도로 체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성

존중, 수업의 수준 등을 강조하는 반면,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역

에 소속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규칙, 규율교육 등을 강조하는 식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채용공고가 올라 온 학교에 온라인으로 지원하였다. 개별 학교

의 채용에 대한 정보는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서류전형이

통과된 후, 학교의 교장, 해당과목 교사, 혹은 부장교사 등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현지에서는 ‘데모레슨’이라 불리는 수업시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용이 되었다.

11) 미국은 신규 교사가 배치될 기관인 학교 단위로 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학교의 교사임용체계는 다음과 같다(김태완 외, 2008; Maryan K. B., Steven

M. R. & Dennie L. S., 1996).

[학교에 교원 결원발생 → 학교 또는 학교 구에서 채용공고 → 공개전형실시

(학교별 심사) →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선발 → 교육위원회발령의뢰 → 

교위심사 → 임용계약체결 →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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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별로, 지역별로, 개별 학교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교마다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물어보는 질문도 

많이 다른데, 만약 그 학교가 그, 좀 잘 사는 데고 그 아카데믹 쪽으로 

많이 보는 데면, 내가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건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티칭 

스타일(teaching style)이나,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뭐 교수 학습적인 방법을 많이 물어보는데, 반면 조금.. 애들

이 얼번시티(urban city)나 이런데 있는 데서는 디서플린(discipline)관련해

서, 애들 다루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아무튼 학

교별로 다 달라요. 이런 거 다 준비하다보면 뉴저지 주 교육시스템이라던

가 이런 거 진짜 많이 공부하게 되죠.” (J, 현지 교사 1년).

인터뷰과정에서 겪는 미스매치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림 2]의 채용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크게 교사자

격시험 및 데모레슨에서는 강점을, 인터뷰에서는 약점을 보인다고 밝혔

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용문화와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었다. 소위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뽑는 한국식 교육 및 교사양성과정에 익숙한 참

가자들은 교사자격시험에서 최상위 점수를 차지하는 특출난 성적을 보였

으나, 이들이 경험하기론 현지 학교에서는 교사자격시험의 성적보다는

오히려 한국 교사들이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터뷰를 훨씬 더 중요한

과정으로 고려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실 미국 전역에서 교사자격증 취

득 요건으로 가르칠 교과에 대한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는 주는 9개

주에 불과한 반면(김태완 외, 2008;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s, 2002) 인터뷰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한다.12) 즉, 교사

12) 미국 교사선발 심사에서는 대면 인터뷰(face to face interview), 시연 관찰

(observation of a sample lesson), 포트폴리오(portfolio), 수강학점(degree classification)

등을 활용한다(Andrew J. H., Patricia A., Joanna M., & Angi M., 2010). 특히 가장 흔

히 사용되는 방식은 대면 인터뷰이다. 거의 모든 신규 교사 임용 과정에서 면대면 상호

작용(person-to-person interaction)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미국에서는 우수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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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로서 지식적인 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인터뷰에서 약점을 보이는

참가자들은 궁극적으로 인터뷰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지 채용과정에서

다소 미스매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인터뷰의 깊이와 강도

는 한국 교사채용에서 거치는 피상적인 문답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

들은 더 괴리감을 느꼈다. 이는 현지학교마다 선호하는 교사상이 천차만

별이며, 교사채용과정은 궁극적으로 학교와 교사가 비전과 성향이 맞는

지를 서로가 선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최소 30분

간의 자신의 교육관, 방법, 전략 등을 가감 없이 드러내야 했으며 그 과

정에서 미국학교현장에 대한 문화, 교사의 역할, 동료 간의 관계,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자기의 대처방안 등 미시적인 영역에 대

한 본인의 교직전문성을 표출하기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터

뷰 과정은 일종의 말 그대로 심층면접이었고, 현지 교육현장에 대한 경

험지식의 부족, 언어적 한계, 그리고 ‘틀이 없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 등

의 요소는 외국인으로서 교사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하는 장애물로 기능

하였다.

연구자: 그러면 프랙시스(praxis, 교사 자격시험) 점수가 높은 교사는 유리

한 점이 있는 것 같아?

K: 베네핏(benefit)?? 그런 건 없어. 사실 시험점수를 요구하는 학교가 없

었어. 그냥 패스하면 끝. 근데 한국인들은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고 싶

어 하잖아. 근데 취업할 때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 그냥 ‘시험 

나 잘 봤다.’끝. 학교에서는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아. 이 사람이 아

이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애들을 잘 컨트롤 할 수 있을까를 보지. 

“한국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시험이 제일 크죠. 우리나라는 교

사가 되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그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교사자격)시험점수도 엄청 

잘 받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험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요. 교사가 되기 위한 문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고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

규 교사를 임용하기 위한 대면 인터뷰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인사부서, 대학

등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다(Maryan K. B., Steven M. R. & Dennie L. 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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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그게 ..“나는 교사자격증이 있으니까 교사야” 라고 하지 않아요. 

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학교든지 가서 인터뷰를 보고 

이야기를 해서 그 학교에서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거기 

교사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면접 보는 그 핵심은, 이 사람이 우리학교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교사들의 마인드나, 가

치관 같은 게 어느 정도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한 학교에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H, 현지 교사 1년)

“제일 약점은 인터뷰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면접이라는 건 그 순간에 

가서 내가 가진 걸 드러내야 하고... 미국학교의 면접은 아무리 짧아도 30

분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30분 이상의 쉬지 않는 대화, 그리고 한 최소한 

두세 명이 나와 함께 앉아있고, 그리고 면접관과 면접 보는 사람의 거리

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이런 테이블에 

요렇게 가깝게 앉아서 면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

각,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냥 

수다를 떠는 느낌으로 면접이 이뤄지기 때문에...이게 정말 내 생각이 만

들어진 생각이 아니라 다 내 것으로 녹아나야지만 그 면접이 잘 이루어

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이 뽑히는 건데,, 그래서 면

접을 잘 보기가 확실히 어렵죠.”.(H, 현지 교사 1년) 

데모레슨(수업시연)과정에서 겪는 미스매치

위의 인터뷰 과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는 데모레슨(수

업시연)이었다. 이 과정의 특징은 후보자가 실제 해당학교 교실에서 그

학교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한 시간동안 특정 단원을 가르치는 것

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실제 교실현장에서 교사가 발휘하는 교과지식, 교

수능력, 학생들과의 소통능력 등을 통해 현지의 문화에서 교사의 전문성

이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 보다는

‘내 수업’의 강점이 나타나야 했다고 이들은 밝혔는데, 현지에서 요구하

는 수업의 스타일에 대한 경험적, 문화적 정보의 부족했고, 이 역시 언어

를 활용해야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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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레슨(demo lesson) 같은 것도 진짜 학생들 데려다 놓고 하니까...내

가 미국인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좀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막상 면접, 데모레슨(demo lesson)을 보려고 날짜가 잡힌 후에는 뭐부터 

준비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의 특성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질문이 

너무나 달라지고 면접이나 데모레슨 분위기도 한국하고 아예 다르니까... 

그런 게 당황스러웠어요. 실제 미국학교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교

사로서 어느 부분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 컨셉이 없다

고 해야 하나...”(H, 현지 교사 1년)

흥미로운 점은 데모레슨 과정에서 비록 이러한 문화적 정보의 부족과

언어적 한계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지만 오히려 외국인으로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수업’이라는 ‘구조

화된 틀’ 속에서 한국교사들의 강점인 ‘컨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사전 경험자들로부터 얻은 데모레슨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 ‘데모용 수업’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철저한 연습과 준

비를 통하여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적인 대비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결론

적으로 이들에게 데모레슨은 예상 가능한 시험으로 간주되었고 계획을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참가자들이

인식하기론 ‘긴장되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제일 강점을 보인 부분은 데모레슨(demo lesson)입니다. 그 이유는, 정

해진 형식이 주어져 있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니

까 언어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떤 틀이 주어져 있고 이걸 준비해야 

한다 하면 그걸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D, 현지 교사 

3년차)

나. 정책대상자의 현지 사회적 네트워크의 결여 체감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의 하나는, 현지에 파견된 한국예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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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 시기에 교육시스템 적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체감하면서 현지의

인간관계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현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가장 강력한 고용수단인 “추천인” 결

여 그리고 정보를 위한 관계부재를 경험함으로써 나타났다.

이들은 현지 교사채용 과정에서 ‘리퍼럴(Referral)’13)이라고 불리는 추

천제도가 영향력 있는 고용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이 경

험한 바로 현지에서 인식하고 있는 교사추천제도는 지인을 부정한 방법

으로 학교에 취직을 시킨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 여기서의 추천은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 이름과 평판을 걸고 이 사람을 보장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천

을 받았다는 사실은 ‘낙하산’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해당 학교의 교사

로부터 이미 신뢰를 얻었다는 반증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 방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리퍼럴(referral)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리퍼럴

(referral)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50%를 먹고 들어가는 거고 리퍼럴

(referral) 해주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그냥 친분 있어서 ‘아~해줄

게’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

서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퀄러파이드(qualified) 된 상태로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미국 사회자체가 약간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추천

해주고, 리퍼럴(referral) 받아서 하는 식으로 하고...실제로도 막 레퍼런스 

리스트(reference list)를 작성하라고도 하니까 아무래도 되게 중요하게 생

각한다고 할 수 있겠죠.”(J, 현지 교사 1년)

“미국은 엠티포지션(empty position) 이 나면 일단 먼저 이너커넥션(inner 

connection)을 먼저 이용하는 거야 항상. 나 취업하기 전에도 보고타

(Bogota)(고등학교) 옆에 있는 학교에 자리가 하나 있었어. 그거를 내 호

스트티처(host teacher)가 나한테 추천을 해줬어. 여기 집어넣으라고. 그니

13) “Referral” 은 비공식적인 고용방법으로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삼의 인물을

통해 고용에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거나 추천을 받아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

다(장원섭, 1997). 이 방법은 사원채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직률을 줄이

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적절한 고용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진다(장원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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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먼저 연락이 오는 거야. ‘공석이 있는데 추천할 사람이 있느냐.’ 그

만큼 그 사람의 실력과 그런 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오케이를 할 만

하다. 하면 그 때 뽑겠다.’라는 거지.”(G, 현지 교사 1년)

하지만, 현지에서 참가자들은 유사한 진로를 가진 대학 동기나 교사동

료 등 교육현장관련 네트워크는 전무하기 때문에 고용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정보획득의 통로, 추천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현지인들보다는

훨씬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다양한 네트워크

는 취업시장에서 채용의 각 단계에서 유용한 학교관련 정보, 인터뷰에

대처할 문화적 정보, 전략 및 자료 등 고용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

는 정보의 통로역할을 한다(Granovetter 1973; 장원섭, 1997). 따라서 현

지에서의 관계, 네트워크의 부재는 사실상 성공적인 구직에 필요한 핵심

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전을 시작해야하는 일종의 ‘개척자’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개척자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거기서 만약 자

랐으면 인연이라는, 여러 사람들, 인맥이 좀 있을 텐데, 한국에서 파견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모든 배경이 다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낸 상황에서 이런 리퍼럴(referral)이 많이 부

족하죠.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트레이닝 받는 인스티투션

(institution), 그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밖에 없는데...”(J, 현지 교사 1년)

다. 대응전략: 집단 내부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자원획득-자생

적 추천제도 형성 및 정보루트 구축

이 시기에는 직접적으로 구직활동에 돌입하면서 현지인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와 자본이 필요했

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참가자들이 훈련받고 축적한 인적자원

은 모두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필요로 하는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

기 때문에 현지의 수요와는 다소간의 미스매치가 존재했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네트워크적인 요소도 결여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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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루트와 방식을 통해서 이 괴리를 극복하는 것

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특징적인 전략이 나타났다. 하나는

현지 고용방식의 평범한 문화 중 하나인 추천제도(Referral)를 참가자 내

부 집단에서 전략적으로 모방하는 형태와 다른 하나는 가치가 있는 정보

선별을 위해 참가자 선배-후배간의 정보흐름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먼저, 추천제도(Referral)는 참가자들 중 이미 취업이 결정된 사람들로

부터, 즉 학교 고용 선경험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에 파

견된 기수 중 몇몇은 실제 학교에서 교사로 고용되어 일을 해본 결과,

학교 안에 공석이 생겼을 경우 해당 학교는 많은 경우 공식적인 채용공

고를 내기도 전에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새로운 교사를 고

용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참가자는 학교에서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하며, 좋은 교사를 추천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

브를 부여하면서까지 이 제도참여를 독려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경

험한 참가자들은 이후 동료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소

속 학교에 공석이 날 경우 적합한 참가자에게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 생

성되었다. 참가자 집단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추천 제도를 모방하며 일종

의 추천 그물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직활동을 성공한 12인 중 절

반인 6명은 프로그램 참가자들 내부에서 서로 추천을 하거나 받은 것이

었는데, 이들에 따르면 참가자들 내부에서 공유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

로를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 ‘Referral’ 제도를 적극적으로 차용하

여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3기 선생님이 먼저 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선생님이 4기 선

생님을 추천해주고, 그 4기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줘서 제가 일을 하고 있

는데요. 그리고 5기 선생님도 현재 그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

천서의 영향력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D, 현지 교사 3년차)

연구자: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끼리 리퍼럴(referral)을 서로 많이 해주고 

있나요?

F: 리퍼럴(referral)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요. 저도 받기도 했고, 해주

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학교 오프닝이 났을 때, 아무런 연이 없으



- 67 -

면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 올라오는 거 보고 하는데... 자기가 일하

는 학교에 누가 갑자기 누가 이직을 해서 자리가 하나 비었다, 하

면 그거를 오프닝 사이트에 오피셜(official) 하게 올리기 전에 그 

(학교에 일하는)친구한테 정보를 얻고, 추천을 받아서 학교를 옮기

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옮긴 친구도 있고요. 서로 도움을 

그런 식으로 주지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추천해주고 추천해줘서, 이런 식으로 꽤 이 

고용됐어요. 한 사람이 뚫으면 거길 여러 명이, 매해 가게 되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맨 첫 번에 갔던 기수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점점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서로 추천해

줘서 한 학교에 한 4명씩 가있는 데도 있어요.”(J, 현지 교사 1년)

두 번째로, 교사채용과정에서 외국인으로서 겪는 괴리나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발휘한 전략 중 가장 유익하다고 꼽힌 것은 선

경험자의 인터뷰, 데모레슨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었다. 왜냐하

면 고용과정의 중점이 인터뷰와 수업시연에 맞춰져 있는 만큼, 실제 학

교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는 교사의 수업전략, 방식, 태도 측면이 중요했

는데, 사실 미국 현지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현지에서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적인 정보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큰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경험자들로부터 많은

경험 및 조언을 공유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었

다. 이는 타인이 시행착오를 통해 겪은 경험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흡

수함으로써 실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

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현지 학교에서

‘매력적인 candidate(후보자)’로 변모하는 전략이었다.

D: 지금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경험을 간접체험을 한다든지, 이

야기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체험을 

하는 방법이 취업을 하기 전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연구자: 그니까, 기 참가자들, 이전에 계셨던, 경험하셨던 선생님들의 이

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D: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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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걸 저는 10점 중에 8점은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

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가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왜

냐면 나도 되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아이디어에 

꽂히면 뭔가 다른 아이디어는 잘 안보여. 그리고 그게 최고인 것 같이 보

여. 일단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만의 교육경력이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

들이 대학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면서 경험

했던 학년, 학교, 뭐 다 그런 게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는 ‘이 부분을 따와야겠다, 저 부분을 따와도 되겠다.’ 이렇게 했

지”(G, 현지 교사 1년)

흥미로운 점은, 비교적 가치가 높은 정보의 획득은 비슷한 경험을 하

고 있는 동기 사이의 교류보다는 이전 기수의 참가자를 통하여 그의 경

험에 근거하여 얻는 것이 가장 유익했다고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밝혔다.

즉, 정보흐름은 동기간의 수평적인 흐름보다는 선후배간의 수직적인 흐

름, 그리고 위(선배)에서 아래(후배)로만 활발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었

다.

“자기가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기수한테 물어보기에는 나도 

초보 쟤도 초보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같이 헤매는 중이라서. 그러면 

이미 했던 사람(선배)한테 가서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하면 분

명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H, 현지 교사 1년) 

이렇게 이 시기에는 주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추천 제도를 생성

하거나 양질의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고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전략이 나타났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는 주로 친교보다는 업무와 관

련된 영역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었다. 물론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의 역

할을 하는 친교네트워크는 강도만 약해질 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

다. 아래 표는 이 시기에 강조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양상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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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 업무

집단 내부 약하게 활성 강하게 활성
집단 외부 약하게 활성 비활성

[표 4] 단계 2 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양상

3. 단계 3: 학교문화충격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

구직에 성공한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각 학교에 고용되어 교사로서 학

교 내부에 첫 발을 디디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신규교사’로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들은 ‘외국인’과 ‘신규교사’라는 두 가지의

복잡한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

다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

기에는 심리·정서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성이 매

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참가자 집단 내외를 막론하고

친교네트워크, 업무네트워크가 모두 강하게 활성화되고 있었다. 즉, 사회

적인 관계를 가장 활발하게 구축하고 공고히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

다.

가. 학교문화충격과 카오스

학교현장의 실제에 대한 충격

이 시기는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신규교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는 기간으로 참가자들은 이 시간을 일종의 ‘카

오스’, ‘혼란의 시간’ 등으로 묘사하였다. 학교문화충격은 기본적인 사회

적응에 더하여 교사의 역할의 범위에 대한 혼란, 학교현장의 경험적·문

화적 지식의 결여, 교실언어 활용의 한계,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한국

식 고정관념과의 괴리 등까지 각기 다른 양상의 낯선 경험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업무 및 적응의 과부하를 겪으면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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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하는)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지. 미국에 적응하랴, 학교에 적

응하랴, 사회에 적응하랴, 너무 힘들었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다.”(A, 

현지 교사 4년 차)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학교를 K-12 를 한국에서 다 공부를 마쳤기 때

문에 실제로 미국 고등학교가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고, 그런 

거 파악하기도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티칭(teaching)도 병행을 해야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 다 만족을 해야 하고, 거

기다 흑인아이들이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충격이었죠. 이런 것들의 갭(gap)까지 모든 게 가중되는 게 가장 큰 어려

움이었어요.”(B, 현지 교사 4년차)

더욱이 이전에 오랜 기간 축적하여왔던 한국의 사회·문화적 사고방식

과 행동 등이 현지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이러한 문화충격을 보다 강화시켰다. 먼저, 미국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은 한국보다 훨씬 축소되어있었고, 오직 교과과목에 대한 지식전달에 대

한 전문성만 요구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이나 진로교육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존재하였고, 오히려 교사가 학생의 사생활에 대해

깊숙이 알려고 하거나 개인적 친분을 사적으로 쌓는 것 등은 용인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이 기존에 한국맥락에 기인하여 가지고 있던 교사에 대

한 기대와 역할이 오히려 미국에서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영역의 경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때로 ‘더 잘해보려는 생각

에’, ‘호의로’ 했던 언행이 이 규범적 경계를 침범해서 오히려 학생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는 등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학생들이 교사를 윗사람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존

재한다.’, 그게 한국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통념인데,.. 근데 미국 자체에

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만약 제가 그런 모습(교사에게 친구처럼 대하

는 모습)을 보고 어떤 학생을 되게 야단치고, 간섭하고,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선 문제가 돼요.”(D, 현지 교사 3년 차)

“우리나라는 교사는 컨텐츠(contents)를 전달해주는 지식전달자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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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성교육이 한 부분인거지. 제 2의 부모처럼. 근데 미국은 그 개념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 일단 여기 애들 피지컬 터치(physical touch)도 안 되

고... 우리나라에는 교사들이 애들 집 찾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 ‘좋은 

선생님의 예.’ 시골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집에 찾아가는 그런 거. 여

긴 일리걸(illegal)이야, 그게. 학생이랑 단둘이 같은 방에 있었다? 큰일 나. 

단순히 그런 법뿐만이 아니라, 교사한테 기대하는 게 아예 다른 거지. (중

략) 나는 처음엔 한국인 교사처럼 하려고 했던 거지. 바운더리(Boundary)

를 내가 잘 이해 못 했던 거야.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너 무슨 일 있

니?’ 하고 좀 더 개인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래서 약간 애들이랑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아무튼 초반에 ‘어? 애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하는 게 있었어. 근데 그게 나라서 거리를 둔 게 아니라, 걔네가 일상적

으로 교사한테 하는 행동이었던 거지.”(A, 현지 교사 4년차)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라든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떤지 그 아이디

어가 없으니까... 분명히 한국에서는 교사는 선생님으로서 상담도 하고 진

로 같은 것도 같이 고민도 해주고 그러한 부분인데, 미국은 그걸 해야 되

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건 애들의 몫인 건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아예 

모르겠고요. 우리학교 같은 경우 가정문제나 가정폭력 같은 걸로 힘들어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를 나머지공부를 시켜주다가 걔의 환경을 알게 

됐어요. 근데 막상 내가 어느 선까지 그 애를 도와줘야 할지,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를 모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요.”(H, 현지 교사 1년)

“만약 내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면 내가 미국인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좀 아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중략) 실제 학교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얘네 교사로서 어느 부분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하는

가에 대한 기본 컨셉이 없다고 해야 하나...”(H, 현지 교사 1년)

더욱이 한국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훈육방식이나 수업운영방식 등이

현지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존 방

식을 수정하거니 현지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전

략을 시도해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한국예비교사

들이 참여형 수업, 활동중심 수업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수정된 활동지를 만들고 한국인교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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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공유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Tobin(2005)에 따르면 다른

국가배경을 가진 교사의 경우 새로운 국가 환경에서 기존의 교수방식과

훈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특정 기간 동안 혼란을 겪게 된다. 이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 외국인교사들은 기존 본인의 방식을 수정하거나 현지의 방

식과 융합하는 등의 행동양식을 보인다고 밝힌 연구(Kennedy, 2000;

Hutchison & Bailey, 2006; Tobin, 2005)와 본 연구의 결과도 일맥상통

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에서 저는 책만 가지고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그런 거 밖에 안 해

봤으니까, 미국학교에서 항상 하는 액티비티(activity) 같은걸 몰라서, 그런 

게 힘들었어요.”(J, 현지 교사 1년). 

“한국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를 보고 서술형평가를 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는 한국에서 제가 안 해봤던 프로젝트, 실생활과 관련된 어떤 수업을 만

들어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D, 현지 교사 3년). 

“사실은 전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공유를 만들었어요. 한국 선

생님들 스타일이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만들면 거의 다 맘에 서로 다 들

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사실 워크시트만 공유가 돼도 훨씬 편하

거든요. 시험문제와 워크시트를 공유를 하고. 000과도 공유를 하고.”(I, 

현지 교사 1년)

위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강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는 언어적

한계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언어보다는 학교 교실에만 사용하는 특수 언

어, 훈육용 언어, 특정 학교에서만 사용하는 고유 언어 등을 자유롭게 구

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

었다.

“첫 해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컸어. 왜냐면 말로 애들 설득시키면서 주의

도 주고 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로 잔소리를 장황하게 할 수 있어야 하

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도 답답하고. 혼날 때 쓰는 언어라든지 그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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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르잖아. 그런 걸 모르니까 정말 좀 어색하게 들리는 말로 혼내려면 

좀 애들도 진지하게 못 받아들이지. 군기잡기가 힘들지.”(C, 현지 교사 4

년차)

학교동료관계 형성의 어려움

이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발견점 하나는, 위와 같은 어려움과 고충

을 특히 많이 겪게 되는 신규교사로의 입문시기에 학교 동료와의 관계가

신규교사의 원활한 역할전환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외

국인으로서 실제 이러한 관계 형성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먼저 시스템적인 요인으로는 교과교실제의 세분화로 인해 동료교사

간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동료관계 간 의사소통의 부재

를 유발했다. 예를 들면 수학교과는 영역별로 기하학, 미적분, 대수학 등

으로 분리되어있고 각기 다른 수준별로 개설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해

당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업과 관련

하여 동료교사 간 의논을 한다거나 계획을 하는 등의 교류는 중요하지만

사실상 드문 현상이었다. 또, 각 개별교사의 고유영역을 존중하는 문화는

오히려 신규교사, 그리고 외국인 교사를 더 고립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동료교사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혼자 하는 거야. 내 맘대로 짜도 그냥 오케이. 동료교사한테 도

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우리학교는 학교가 작다보니까 같은 과목을 가

르치는 교사가 없어. 나 혼자만 이 과목을 가르쳐.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

도 없고 뭐...”(C, 현지 교사 4년차)

연구자: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나요?

H: 전혀요. 요청을 안 해봤는데...

I: 여기는 알지브라(algebra)고, 여기는 지오메트리(geometry)인데, 각각 다 

하나만 15년씩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과목 자료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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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은 다르죠. 일반 학교에서는 알지브라(algebra) 15 년, 막 이렇게 하

고 은퇴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대해서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

들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연구자: 펄스트 이어 티쳐(first year teacher)한테는 자료라든지, 도움은 

어느 정도?

H: 저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I: 도움 많이 주는 그런 경우 흔치 않아요. 그런 학교는 정말 운이 좋은 

학교죠.

더욱이 이들은 현지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공유하는 것이 오

히려 본인의 치부를 들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동등한 교사

로서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드러내

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한계, 외국인으로서 결여된 문화적 배경, 초임교사로서의 시행착오과정

등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신 교과목 지식에 대한 탁월성을 강점

으로 내세워 학교에서 고용하기에 합당한 교사로 인식되기를 바랐다. 즉,

학교에서 이들은 교직적응 및 역할전환 중인 ‘외국인 신규교사’의 정체성

을 드러내기보다는 전문적인, ‘동등한 동료교사’로 인식되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외국인인데도 고용했다는 전제조건은 영

어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거를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얘는 이것도 모르는데 왜 여기에 와서 일을 하

지?’라는 생각을 할까봐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교사가 

어느 역할까지 해야 돼?’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하고... 눈치로... 

뭐 그런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H, 현지 교사 1년)

“나는 이런 것까지 내가 물어보면 왠지 동료가 나를 폄하할 것 같은 거

야. 왜냐면 미국은... 겉으로 프로페셔널(professional) 하게 보이는 게 진

짜 중요해. 그래서 나는 얕잡아 보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멘토 선생님

한테도 PD(전문성 개발프로그램)를 할 때 내가 못 알아듣는 의사소통부분

이나, 진짜 짜잘한 의사소통부분은 물어보기가 너무 겁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물어보는 순간 인정하는 거잖아. ‘나 너네보다 영어 못해.’ 근데 

걔네 입장에서 보면 ‘근데도 너랑 나랑 연봉이 같아?’ 하고 화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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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현지 거주 중

‘12 파견 20 3 5 8 0 4

‘13 파견 19 3 2 10 0 4

‘14 파견 19 2 2 1 2 12

합계(명) 58 8 10 19 2 20

[표 5] 현지적응의 각 단계별 귀국 인원(명): 각 단계 종료 후 나타나는 인원을 말함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내 평가가 절하가 되는 거잖아.”(G, 현지 교사 1

년)

“저는 초반에는 일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미국 현지 교사나 경험 있

는 사람들한테 도움요청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스트레스

를 좀 많이 겪고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게 되는 거죠.” (B, 현지 교사 4

년차)

“고마운 건, 어쨌든 날 외국인으로만 보지 않고 같은 동료 선생님으로 

봐주는 시선이 되게 좋았어. 되게 감사했어. 쟤 한국 얘가 와가지고 저러

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이언스 티처(Science teacher)로 봐주시

는 게 되게 좋았어.”(K, 현지 교사 1개월 차)

이와 같이 이 시기는 앞의 1 단계, II 에 비해서 훨씬 복합적인 혼란

이 가중되었다. 실제적으로 이 기간에 심리·정서적인 안정, 사회적인 신

뢰 등에서 안정화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 적응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아래의 표에서 보

이듯이, 각 단계가 종료 된 후 정착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비율이

단계 3에서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대응전략: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화 및 강화

이 시기는 참가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

다 관계, 네트워크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와 영향력이 다방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래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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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 업무

집단 내부 활성 활성
집단 외부 활성 매우 활성

[표 6] 단계 3 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양상

같이 이 네트워크는 친교/ 업무 목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집단 내부/외부

영역에 상관없이 모두 강하게 발휘되고 있었다.

적응의 무게중심으로서의 집단 내부 네트워크

특히 이 중에서도 참가자 집단 내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었는데, 이 관계는 친교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모두 이로운 역할을

하는 일종의 중심축으로서 커뮤니티를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이들

에게 이 커뮤니티는 현지 적응의 초반부터 형성한 가장 가까운 집단이었

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의 핵심적인 무게중심이 되었다. 더욱이 이 시기

에 이 커뮤니티는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인 교사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발적인 학습·적응공동체, 즉 업무에 도움을 주는 네

트워크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 커뮤니티는 각 개인이 사

회적인 존재로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업무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 하고 서로 응원

해줄 수 있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만약 나 혼자 이렇게 힘들면 

진짜 어려울텐데... 그래도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서로 의지되는 것도 있고.”(K, 

현지 교사 1개월 차)

“미국학교에서 실제 일하면서 어려움 같은 거 있을 때는, 미리 경험했던 

우리 선생님들의 조언, 1~2년 학교에서 일했던 선생님들의 조언, 미국인 

선생님이 아니라 한국인 선생님으로서 일했던 사람들의 조언이 되게 많

이 도움이 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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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게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K, 현지 교사 1개월 차)

“선배도 없었고 맨땅에 헤딩하는 거였지만,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언어도 부족했고. 문화도 100% 이해한 게 아니었잖아. 그래도, 각

각 나름대로 준비한 걸 같이 공유하다보니까 내가 혼자 감당해야할 양이 

100%였다면, 같이하게 되니까. 우리가 팀으로서 맘이 잘 맞아서 팀 단위

로 잘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많이 잘 적응할 수 있었

던 것 같아.”(G, 현지 교사 1년)

I: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으려면 저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왜냐면 홈씩(Homesick)에 걸려서 돌아가거나,,, 

H: 시스템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주고 그런 교류가 있고 여기서 외

롭지 않게 이전 기수 사람들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런 걸 좀 잘 만들어준다면 더 (현지에)남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도움이 되죠. 

집단 외부 네트워크의 활성화

두 번째로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참가자들이 학교업무나 사회의 구

성원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를 집단 외부로 뻗어나간다는 점이

다. 이는 참가자마다 각기 다양한 형태로, 다방면으로 형성하고 있었다.

크게 학교동료 네트워크, 신분·학위 취득과 같은 사회적 신뢰획득을 위

한 네트워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앞서 서술하였다시피 이 시기의 학교동료 네트워크는 주로 현지출신

교사보다는 참가자들과 공감대형성이 가능한 외국인, 이민자 교사와 관

계로 집중이 되고 있었다. 외국인, 혹은 이민자 출신의 교사와는 외국인

으로서 직장에서 적응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곽계요·장원섭(2014)에 따르면 “경험세계가 다른 사람

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대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

로 다른 사람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사실 ‘선택적 경청’과 같은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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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문화적 왜곡현상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

반 동료 교사는 이들에게 주로 일종의 역할모델로서 기능하는데 한정되

었으며, 참가자들은 그들의 행동이나 역할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학교,

그 문화에서 교사로서 자연스러운 언어구사와 행동을 모방하고 있었다.

“실제로 제가 1년차 때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랑 좋은 관계를 맺으신 분

들은 다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 그니까 자기들도 저 같은 시절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시절들이 있어서. 이민을 와서 미국사회에서 

학교에서, 힘들었던, 차별 당했던, 무시당하고, 투명인간취급 당했던 경험

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1년차일 때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

도 걸어주시고 잘해주시고... 이민자였던 분들이 그 심정을 이해하니까 외

국인 교사인 저한테 잘해주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B, 현지 교사 4년

차)

“일단 동료교사랑 말을 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많

이 따라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주위를 많이 봤

던 거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봐도 오케이(Okay) 가 되는 행동을 같이 

실천에 옮겼던 것 같아.”(G, 현지 교사 1년)

“아무래도 한국인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저희랑 같은 상황으로 오셨으니

까, 얼마나 힘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알고 계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

죠. 같은 입장에서...그런 감정적인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L, 현지 

교사 1개월 차)

연구자: 미국인 교사가 아니라 한국인 교사가 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K: 왜냐면 나의 처지를 더 공감해줄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물론 클래스 매니지먼트(class management) 이런 건데 

결국 문제가 또 영어거든. 언어가 잘 안되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한국인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들도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second language)니까 그래도 영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걸 좀 더 잘 이야기

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애. 만약 내가 

영어가 좀 더 자유롭고 영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다른 미국인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더 들을 수 있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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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지 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네트워크가 집단외부의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는데, 주로 비자전환, 결혼을 통한 신분획득, 학위취득

등을 통해 현지에서 인정되는 신뢰구조에 합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단

지 동질집단 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지 사회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용(credit)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

히 안정적인 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밝혔다. 이 신분에 따라서 참가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현

지 정착이 제한되기도 하였고, 안정적인 신분을 획득함으로써 학교 고용

주로부터 보다 매력적인 후보자로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고 영주권 받아서 신분이 보장이 되니까, 학교 쪽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니까 훨씬 고용도 쉽게 되는 거 같아요. 프로세스(process)

가 한결 수월해지죠. 작년에는 (이력서) 한 10개 넣어도 한 개 전화 올까, 

말까였는데, 올해는 그 신분 하나 바뀐 거 밖에 없는데, 넣는 대로 전화 

다 왔어요.”(E, 현지 교사 2년 차)

“저는 결혼을 해서 신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선생님들은 취업을 자의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기

보다 타의에 의해서...‘내가 이걸 하고 싶었지만 신분의 문제 때문에 여

기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거니까 신분문제는 꼭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D, 현지 교사 3년 차)

“미국사회는 인맥과 크레딧(credit)이야. 일단, 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을 

믿기까지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크레딧(credit)을 쌓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트러스트(trust)를 쌓는 게 진짜 중요하지.”(G, 현지 교사 1

년)

4. 단계 4: 학교정착 및 학교내부 네트워크의 집중적 활용

이 시기는 현지학교 교사 2년차 이후의 시기로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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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는 시기로 구분될 수 있었다. 혼란스러운 단계 3을 극복한 이 시기

부터 학교 내부의 문화적 적응이 정착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학교

업무에 관한 네트워크는 소속 학교의 동료관계로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

내었다.

가. 학교 정착·안정기 및 문화적응 중요성에 대한 재고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안정 그리고 새로운 도전

현지학교교사 3~4년차 경력이 되는 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이 시

기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교육시스템적, 학교문화적 적응에 정착국면을

맞이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교사생활을 보이고 있었다. 앞서 서술한 정

착과정을 거치면서 낯설게 접했던 경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지 교사

로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략을 터득하면서 비교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학교를 너무 잘 알게 되니까 나아진 점들이 많지. 나 작년에 했던 

애들을 이번에 또 가르치고, 서머스쿨(summer school)도 많이 했고, 교장

도 몇 년 같이 일한 사람이고. 뭐 일은 여전히 많고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는 확실히 덜 받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몰라서 

헤매고 이런 건 없으니까 심적인 스트레스는 덜한 것 같아.”(A, 현지 교

사 4년차)

학교적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시기는 본인의 경력, 업무환경,

해당교직의 지속가능성, 현지에서 교직의 전망 등을 전반적으로 성찰하

며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 행동하는 시기라는 특징

이 나타났다. 즉, 외국인 교사의 정체성보다는 일반교사의 정체성이 부각

되었는데, 이는 신규교사에서 경력교사로 정착하는 일반적인 교직적응양

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 이 시기에 몇몇 참가자들

은 교장과의 연봉협상, 보다 나은 직무환경으로 이직, 대학원진학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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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경력교사들이 고려하는 다양한 자기발전방안을 숙고하고 있었다.

“OO학교가 여건이 좋고 해서, 그런 거 때문에 학교 옮기려고 생각 중이

야. 이 고등학교가 연봉이 많고 수업은 3분의 1이 줄어, 사실 오늘 인터

뷰 보고 왔어. 샐러리(Salary)는 니고시어블(negociable) 하다고 해서, 거기

서 돈 제안하는 거 보고 생각 다시 해 볼 거야.”(D, 현지 교사 3년차) 

“단적인 예로, 나 2년 차 때 토요학교에 나가야 했는데, 일요일도 오픈 

하우스(open house) 때문에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럼 나는 

월화수목금토일 학교를 다 나가잖아. 이건 너무 심한거야. 그래서 교장한

테 가서 이야기 했어. ‘나 이렇게 못할 거 같다. 나도 내 삶이 있는

데...’ 근데 교장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나보고 미국인 다 됐다고. 그러면

서 쉬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나도 내 삶이 있는데’

이말 못할 것 같아. 그 상황이라면. 하하하. 이제 나도 여기 살아남는 법

을 적응한 거지.”(C, 현지 교사 4년차)

문화적응 중요성에 대한 재고

본 연구의 결과 중, 흥미로운 발견사항 중 하나는, 이 시기에 이들이

현지 학교에서 교사로 적응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문화적인 간극으로

인해 학교 안에서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한계를 경험한다는 사실

이다. 학교 안에는 외국인교사로서 궁극적으로 꿰뚫을 수 없는 현지의

특유의 문화 차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단시간에 그것을 섭

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특히 관계형성 측면에서 적응초반기에는

언어적 한계를 주요 이슈로 지목했던 것과는 달리 언어적인 부분보다는

현지 문화적인 부분, 즉 학생의 배경과 인종적 문화, 동료 관계에서 공유

하는 사회·문화적인 동질감 등의 중요성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

다. Bowles & Gintis(1976)에 따르면 학교는 문화적 재생산의 기능을 담

당하는 주된 대행기관이다. 즉, 학교 안에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적

요소가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 내부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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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국가 및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기본적으로 구성원 내부에, 인

간관계 사이에 그리고 학교 조직 내부에 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에 낯선 참가자들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질적인 간극을 경험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료교사들이랑 완전한 친구가 되기는 사실 힘들어. 오래 미국에 살았

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공감하지 못할 때 더 느끼

지.”(C, 현지 교사 4년 차)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대화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여서 전원일기를 이야기 한

다고 했다면, 누구나 알잖아. 전원일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를 알

고 그게 영향도 뭔지 알고 그런 게 있잖아. 한국에서 자라지 않은 미국사

람이 한국어를 배웠다고 쳐봐. 한국 친구들이 막 전원일기에 대해서 이야

기를 해. 당연히 이해 못하잖아. 전원일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사람들 모여서 어떤 TV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개콘 이야기 하는데 

‘개콘이 뭐야?’ 이게 영어의 능력이 아니고 문화인거야. 나는 알지 못

했던 거. 만약 내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보냈으면 알았겠지. 이게 문화

라는 걸. 그랬다면 좀 더 잘 동화를 했을 것 같아.” (A, 현지 교사 4년 

차)

“나는 흑인지역에서 일을 하게 됐어. 흑인학생들의 컬쳐럴 디퍼런스

(cultural difference)는 진짜 극복하기 힘들더라. 나도 되게 많은 걸 배우

고 많은 걸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차 싶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

고, 컬쳐럴 백그라운드(cultural background)가 너무 달라서,. 인종이 다르

다는 걸 그 때 진짜 처음 느꼈어. 막상 블랙(black) 안에 나 혼자 아시안

(asian)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완전 이건 신세계더라. 정말, 진짜, 신세

계.”(G, 현지 교사 1년)

특기할 점은 이와 같이 외국인 교사가 학교내부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이 과정은 단지 해당 교사만이 학교에 적응하는 일방적인 적응이 아니라

학교자체에서도 외국인신분의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수용하게

되는 적응과정까지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다. 즉,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관

계적 적응이었기 때문에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현지 교사들이 외국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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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료로서 적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다. 예컨대

이미 외국인 교사를 고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다양한 인종의 구성

원으로 이루어진 학교의 경우는 참가자들이 학교의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비교적 수월하게 느끼는 반면, 다양성이 비교적 낮은 학교의 경우에

는 행정절차, 분위기 등에서 외국인교사로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미국인 선

생님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미국현지 선생님들도 우리 같

은 외국인 교사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관계는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건 어느 나라 불문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의 이해가 필요한 시간들이 좀 있어야하지 않나...”(B, 현지 교사 4년차)

연구자: 현지에서 취업한 학교에서는 외국인 교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있었나요?

I: 저희 학교는 준비가 잘 되어있는 학교였어요. CEO 자체가 외국인이었

고 설립자가 외국인이고 주로 이슬람 문화권 터키쉬(Turkish)들이 많

이 오는 학교라서 실제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의 비율

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우리학교는 (외국인한테)굉장히 호의

적인 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 학교

였고. 거기서 필요한 서류도 제가 챙기는 게 아니라 행정직원이 알아

서 다 했어요.

H: 우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공립이라서 좀 제도적으로 시티즌(citizen)

을 먼저 뽑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학교였고, 그리고 외국인을 뽑아본 

적이 거의 없는...그래서 행정적인 처리가 어려웠죠. 

나. 대응전략: 학교내부 네트워크의 집중적 활용

이 시기에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

었는데, 업무관련 네트워크는 동질집단 외부에 존재하는 학교 구성원간

의 관계로 집중되었고, 친교 성향의 네트워크는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

로 안정적이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참가자 집단 내부에서 업무와 관

련한 관계는 급속도로 그 활성화 정도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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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 업무

집단 내부 약하게 활성 비활성
집단 외부 약하게 활성 강하게 활성

[표 7] 단계 4 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양상

먼저 이 시기에 업무관계는 주로 각 참가자의 소속 학교 내부에서 맺

는 교사 간 관계가 활성화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는 상대적으로 결여되어있던 이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학교마다 직면하는 문제, 학생을 훈육하는 방식,

학교의 규율 및 규칙 등 각기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에

적합한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와 조력은 주로 같은 학교 동

료로부터 얻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여전히 사회·문화적인 간극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나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다양하게 흐르는 얕고 넓은 형

태로 나타났다. 예컨대, 이들은 학교 교장의 역할에 대한 한국식 고정관

념을 벗어나 그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력을 얻거나, 교장 및 학교네트워

크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때때로는 학교 내부의

노조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의 현실적

인 정보획득을 위한 방안이 다양화되었다.

“내가 여기 3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였던 거

야. 내 교사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애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원

하는 것들 있잖아. 우리 교장한테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여기 문화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교장과의 관계가 

한국처럼 권위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지.”(A, 

현지 교사 4년 차)

“자료공유는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자료

들이 다 나한테 올 수 있어. 이번에 프리 캘큘러스(pre-calculus)과목을 올

해부터 처음으로 가르치게 됐는데, 내가 감이 잘 안온다고 애뉴얼 플랜

(annual plan)자료 있냐고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이 정말로 몇 학교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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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봐서 애뉴얼 플랜(annual plan) 자료 만 거의 한 10개 받은 것 같

아.”(C, 현지 교사 4년 차)

“우리학교는 전국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립학교야. 그 선생님들이랑 이

야기 해보면서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학교 정책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유익하지. 다른 선생님이랑 합작해서 

문제 개발하고...”(C, 현지 교사 4년 차)

이 시기가 전반적인 정착과 안정기인 만큼 이전까지 참가자 집단에

집중되어 있던 네트워크는 비교적 약화되면서 친교 네트워크가 다른 영

역으로 널리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한인 교회, 성당

등 공통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

고. 생활 및 신분유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과의

연결을 지속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교회 사람들이랑 친구들인데. 뭐 실

제로 도움을 받았던 거는 비자나 영주권. 그런 정보적인 서포트(support)

를 받는 그런 거지. 다들 그런 게 비슷해. 비자를 받네, 안 받네, 한국에 

가네, 마네, 그런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만 그

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정서적인 서포트(support)도 얻지. 대화를 하면

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어떤 변호사는 나쁘구나, 이런 

변호사는 좋구나.’ 하는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고...”(A, 현지 교사 4년

차)

지금까지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지원사업」참가자에게서 나타나

는 행동양태를 기술하였다. 적응의 영역은 사회문화적 적응, 교육시스템

적 적응, 그리고 학교문화적응 세 가지로 나타났고, 이러한 적응영역이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강조되면서 적응의 과정은 특정한 4단계를 보

이고 있었다. 이 단계는 가장 강조되는 적응의 영역에 따라 사회문화적

적응기, 교육시스템적 적응기, 학교문화적응기 그리고 안정 및 정착기로

구분되었다. 각 단계에 따라 참가자들이 원활한 적응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였으며 이는 단계에 따라 각기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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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위의 결과를 적응의 영역, 적응의 단계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이론과 함께 보다 심층적으

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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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 의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글로벌교육정책 참가자의 현지적응 양상은 크

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현지적응의 차원,

현지적응의 단계,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적응전략에 관한 논의

이다. 아래에서는 현지적응양태 분석의 정책실행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

하여 먼저 논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이론적 논의

를 이어가겠다. 이를 통하여 정책사업 참가자들이 형성하는 의미를 보다

면밀하게 해석한다.

제 1 절 현지적응양태 분석의 정책실행적(policy

enactment) 의미에 대한 논의

정책의 시각에서 관찰했을 때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구현되는 의

미와 해석에 집중하는 정책실행(policy enactment) 시각을 취하고 있다.

정책실행(policy enactment)이란 정책은 단지 문서에 쓰인 대로 수동적

으로 ‘집행(implementation)’이 되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책 활동

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결정된 정책을 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해나가며 주

체적으로 ‘실행(enactment)’한다는 점을 강조한다(Braun, Maguire &Ball,

2010). 정책의 추상성이 현장맥락에 근거한 행위자들의 실천으로 재개념

화 되는 과정, 즉 해석과 환언의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

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이 정책사업의 참가자이며 이들이 단지

정책의 대상자에 국한되지 않고 현지에서 구성해가는 의미를 현지적응이

라는 틀을 통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실

행의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

정책실행 연구에서 주목하는 주요 이슈는 대체적으로 정책 행위자의

역할, 정책 활동의 현장 기반적 성질, 다양한 정책이 혼재하는 현장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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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원의 한계로 거론된다(Braun, Ball, Maguire &Hoskins, 2011). 이러

한 맥락에서 봤을 때, 앞서 밝힌 해외진출 교·사대 졸업자의 현지적응의

차원, 적응의 단계적 변화, 그리고 적응전략으로서 사회적 자본 및 네트

워크의 양상은 (1) 정책의 주체적인 행위자에 주목하고 (2) 정책행위자

를 둘러싼 현지의 환경과 맥락을 분석하며 (3) 정책행위자와 맥락의 상

호작용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실행연구의 성격을 보인다. 정책사업

참가자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미를 구성하며, 원활

한 실행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는지 현장에 기반한

정책활동(policy work)을 밝히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현지적응양태의 결과가 함의하는 이 정책실행적 의미를 보다 세부적

으로 논의해보자면 첫째, 정책사업 참가자의 주체적 정책행위자로서의

의미, 둘째, 적응차원의 ‘맥락’적 의미, 셋째, 정책실행의 과정으로서 적응

단계의 의미, 마지막으로 정책실행의 전략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의

미이다.

첫째로, 해외현지에서 참가자의 현지적응을 밝히는 과정은 참가자들

의 정책실행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정책에서 교사, 정책사

업 참가자 등 관련자들은 정책의 대상자이면서 정책을 끌어가는 주체로

서 정책과정의 핵심 행위자이다(Ball, Maguire, Braun &Hoskins, 2011).

더욱이 해외에서 실행되는 본 연구사례와 같은 경우 정책사업 참가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국가를 넘나드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해

외 정책실행 현장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동시

에 정책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관련자들, 즉 참가자들에게 정책과정의

많은 부분이 의존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사례로부터 나타난 현지정책과

정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시·공간적 분리현상(정책 기획현장과 집행현

장의 분리), 정책순환의 비원활성, 정책 행위자의 다차원적 영향 그리고

현지정책과의 혼재 및 충돌 등으로 인하여 본래 계획과는 매우 다른 역

동적인 과정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에서 참가자

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양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리

고 그들이 현지의 교사로 얼마나 원활하게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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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의미, 지속, 성패가 좌우되었다. 곧 이들의 주체성은 정책을 이끄

는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교육정책의 구성원(actor)들은 나이브(Naive)한 수행가가 아니다. 그

들은 창조적이며 정교하게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이다(Ball, Maguire,

Braun &Hoskins, 2011). 참가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현지에서의 경험의

질, 적응의 양상에 따라 정책의 목표에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

고 때때로 스스로 정책을 제거하거나 무시하기도 하는 등 직접 정책을

조정하였다. 그들은 현지에서 적응전략을 활발하게 모색하며 정책의 목

표달성까지 정책과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하고 때론 현지적응 과정에

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며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기도 했다. 해외

진출 교사들의 역동적인 행동양태는 기존 정책집행적 시각에서 정책대상

자의 행동양태를 단지 순응, 불응 등으로 제한하던 것에 국한될 수 없었

다. 즉, 이들은 정책이 만연한 그 현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주요한

주체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정책실행의 시각에서 현지적응의 차원은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을 둘러싼 ‘맥락’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밝힌 해외진

출 교·사대 졸업자들이 경험하는 현지적응의 차원은 사회·문화적, 교육시

스템적 그리고 학교문화적 차원이다. Ball, Maguire & Hoskins(2011)이

정의한 ‘맥락’의 개념에 근거한다면 이 세 가지 적응차원은 ‘맥락’의 의미

를 내포한다. Ball, Maguire & Hoskins(2011)은 정책활동이 실행되는 학

교현장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이를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여 본 결과 상황

적 맥락, 전문성 맥락, 물리적 맥락 그리고 외부 맥락 등이 복합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상황적 맥락은 현장 자체의 지역환

경, 분위기, 내부적인 요소 등을, 전문적 맥락은 학교내부에 있는 가치,

교사의 기여와 경험의 정도, 정책의 운용방식 등을, 물리적 환경은 학교

의 인사현황, 건물, 테크놀로지, 제반시설 등을, 그리고 외부 맥락은 지역

사회의 지원적 분위기, 학교에 부여되는 정책적 압력과 기대, 책무성 등

을 의미한다. 이 맥락은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차원적인 환경을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사회·문화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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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은 정책 행위자를 둘러싼 지역적인, 거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데 ‘맥

락’의 정의에 따르면 이는 상황적 맥락 및 외부맥락의 의미와 중첩된다.

교육시스템적 적응차원은 현지의 교육정책, 학교정책 환경을 의미하였으

며 이 또한 상황적, 외부, 물리적 환경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학

교 문화적 적응차원은 학교 내부적 가치, 규범 등에 대한 미시적인 환경

을 가리키며 이는 전문적 맥락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보인다. 즉 개념적

측면에서 적응의 차원은 곧 ‘맥락’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정책 실행의 연구에서는 정책활동이 수행되는 해당 현장의 ‘맥락’ 이

미시적으로 정책행위자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Ball, Maguire & Hoskins, 2011), 본 연구의 적응의 차원 또한 현장의

환경을 다층적으로 제시하고 각 단계적 환경과의 정책행위자의 미시적

역학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적응차원의 개념은 정책실

행 연구에서 강조하는 ‘맥락’에 대한 의미와 이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많

은 부분 중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밝힌 적응의 차원은 정책행위자의 주체성을 강조

한다는 점에서 맥락과는 다소 다른 초점을 가진다. Ball, Maguire &

Hoskins(2011)말하는 ‘맥락’이라 함은 정책행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가리키며, 정책행위자는 ‘맥락 속’에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맥락

속에 위치한 개별 정책행위자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적응의 차원의 의미는 정책행위

자의 주체성을 더 강조한다. 정책행위자가 본인에게 내재하고 있는 ‘맥

락’과 맞닥뜨리는 ‘맥락’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적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영역을 ‘적응차원’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즉, 정책행위자를 둘러싼

모든 환경적 측면을 다루기 보다는 이들이 특정 환경과의 간극을 경험하

였을 때 적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차원

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정책행위자에게 부여하는 주체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지적응의 차원은 외국인 교사가 사회·문화 환경이라는 거시적인

첫 관문을 넘어 점차 현지 학교 내부의 미시적인 환경으로 진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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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경험하는 다층적인 맥락을 의미하였다. 외국인 교사는 일반

교사와는 다르게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낯설게 느끼며, 현지의 정책과

교육시스템적 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인식하고, 더불어 학교 내부에 있

는 규범, 문화 등에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즉 현

지 교사에게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감지되는 환경적 맥락의 다양성이 해

외진출 교사에게는 ‘적응이 필요한 환경적 요소’로 인지되어 보다 다차원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

구에서 밝힌 적응의 차원은 정책행위자를 둘러싸고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외의 환경적 요소를 정책행위자의 경험성격에 따라, 다층적으

로 구분한 것으로 글로벌교육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작용하는 고유한

맥락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종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현지적응의 단계는 정책실행의 미시적 과정을 세부적으

로 밝힌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책실행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

개념은 ‘맥락’과 ‘정책행위자’이다. 이 연구가 밝힌 적응의 단계는 이 두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정책행위자가 맥락과 융화되

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정책행위자가 그를 둘러싼 맥락과 함께

해당 정책의 의미를 생산하며 재개념화하는 그 과정을 미시적으로 밝힌

다는 점에서 현지적응은 정책실행과정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

히 본 연구의 사례는 해외를 실행현장으로 하는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다. 국내의 정책사업 참가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정책의 경우 정

책행위자인 참가자와 현지의 환경은 사실상 문화적, 상황적,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맥락에서 국내와 상당한 괴리를 내포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맥락의 차이에 의하여 참가자들은 갈등, 혼란 등을 겪

고 이들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점차적으로 적응해나가는 각 과정이 정

책실행의 핵심적인 양상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책활동보다 정책의

과정적인 양상에서 정책실행적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진출 교·사대 졸업자의 현지적응의 단계적 양상은

해외에 파견된 정책행위자가 정책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안정적인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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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도달하기까지 현지의 맥락으로 융화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과정을 밝힌 것으로 종합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분석되

지 않았던 정책실행과정의 미시적인 양상을 밝혔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네 번째로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책행위자의 정책실행 전략의 의미를

가진다. 앞서 논의하였던 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책사업 참가자들이

적응 단계별로 구축하였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들이 새

로운 맥락에서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한 가장 이로움을 줬던 방안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친교적 기능을 바탕으로 안정화된 환경을 조

성하고 사회적 연결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에 배태되어있는 정

보, 자본 등을 공유하며 현지의 맥락에서 유용한 전략을 학습해나갔다.

정책적 시각에서 이러한 행동은 정책행위자들이 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

을 조성하고 역동적인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는 전략

적 성격을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곧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책행위

자와 환경적 맥락의 괴리를 줄이는 촉진제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행 전략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의미는 정책행위자의

행동양태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넓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까지

정책연구에서 정책대상자는 단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치부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

루어지지 못했다. 단지 순응, 불응 등에 수동적인 행동양상에 초점을 맞

추는 것에 국한되었고 정책의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정책과 환경, 맥락에

대응하여 어떤 전략을 발휘하며 적극적인 실행가로서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략을 발휘하는 행동하는 정

책행위자의 모습이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이들이 경험하는 각

환경과 맥락, 즉 적응의 차원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현

지의 신뢰구조를 모방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기

도 하고 현지의 맥락에 따라 전략을 차용하기도 하는 적극적인 주체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해외진출 예비교사의 현지 적

응전략은 정책실행의 주체로서 정책행위자의 행동전략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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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정책행위자들의 현지적응 과정은 정책행위자와 해외 현지 맥락의 끊

임없는 상호작용과정을 거쳐 정책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구성하는 정책실

행의 양태이다. 따라서 현지적응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곧 정책의 실행과

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는 정책행위자들로부터 구성된 정책의 실제적

의미와 담론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와 중요성에 근거하여 이하에서는 현지적응양상을 적응차원, 적응의

단계,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적응전략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

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논하겠다.

제 2 절 적응의 차원에 대한 논의

정책사업 참가자가 교사로서 현지에 적응하는 과정에는 사회·문화적

적응, 교육시스템적 적응, 그리고 학교문화적응 이 세 가지 차원이 복합

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결과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현지

적응의 보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적응과정도 발견되었다.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양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적 적응과 상호작용적 적응측면에서는 선행이론

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업무적응영역은 교육정책 구조의 다층

적인 측면을 유의하여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현지적응이론의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 대표적인 이론인 Black,

Mendenhall and Oddou(1991)과 Black(1988)은 현지적응의 차원을 일반

적 적응(general adjustment), 업무적응(work adjustment), 상호작용 적

응(interaction adjustment)으로 구분하였다. 이 개념을 사용하여 해외진

출 교사의 현지적응의 차원을 분석해보자면 세 가지 측면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해외진출 교사가 경험하는 가장 기초적인 적응은 사회·문화적

적응 내에서도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표면적인 적응측면으로 Black(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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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하는 일반적 적응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일반적 적응은 현

지의 교통, 기후, 음식, 언어 등에 적응하는 개념인데 이는 본 연구의 결

과에서 나타난 사회·문화적 적응과 유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 영역은 이주민이나 외국인 학생, 단기출장 등 문화적인 경계를 넘나

들며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경험하는 보편적인 적응의 측면이기 때문

에(Black, 1988) 본 연구에서도 적응 초기에 그리고 가장 표면적인 적응

과정에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시하는 업무적응을 교

육정책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은 국

가 및 사회 전반과 접촉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시스템적인 측면과 보다

지엽적인 지역 및 그 내부조직에 국한되는 단위학교 측면, 두 단계로 다

층화 되어있다(Berman, 1978; Berman & Mclaughlin, 1975;

McLaughlin, 1990). 교사의 업무에 대한 적응 또한 단지 학교 교실 내부

의 업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 주(state)

혹은 국가의 기대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각기 다른 차원의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 해외진출 교사

가 직면하는 문제와 갈등은 교육시스템적 차원과 학교문화적 차원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 사회적 네트워

크의 구축양상 또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업무적응은 보편적인 과업에 대한 적응양상을 해석하는 틀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 등 업무에 국한되어있

다. 이는 그 학교조직을 둘러싼 교육시스템의 역사, 국가의 교육정책의

동향과 방향 등과 관련된 교육시스템적 적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

육적 관점, 해당 지역의 교사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 등에 관한

학교문화적 적응의 세밀한 차이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Berman &

Mclaughlin(1975)에 따르면 정책은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수준에서

실행되며 특히 교육정책의 구조는 국가 수준, 주(State) 혹은 도 수준,

지역학교 수준 등 다층적이기 때문에 실제 교실에서 교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일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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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aughlin(2006) 또한 정책실행의 현장을 보다 면밀하게 포착하기 위

해서는 정책의 다층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하며, 정책이 각 층 고유의 영

역에서 기능하는 측면에 주목해야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의 영역은 거시적인 교육시스템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계하는 미시적인 학교현장수준으로 분리

됨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업무적응”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킬

수는 없으며 교육시스템적 적응측면과 학교문화적 측면으로 명백하게 구

분하여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Black(1988)의 상호작용적응은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하는 결과를 보이나 현지적응에서 상호적응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기능을

강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Black(1988)은 상호작용적응 개념은 적응

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측면, 예컨대 가족, 지인, 동료, 상사 등

과의 관계를 모두 포괄한다. 그는 이들과의 관계양상이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업무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요소는 현지에서 원

활하게 적응하기 위해 매우 핵심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적 측면이 단지 심리, 정서적 안정 혹은 표면적인

업무수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 자체가 현지

에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자본 자체임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해외진출 교사가 현지 사회 맥락 안에 존재하는 사회적 개인으로서 스스

로를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는 한 개인이 사회적 정체성을 인식

하는 환경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 속한 각 개인이 이 네

트워크를 의도적으로, 수단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형성한 네

트워크에서 도구적 기능이 나타난 것은 네트워크 자체의 정보적 성격에

의한 것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

는 채널로 기능하는 매개적 성격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현지 적응양태는 사회 속에서 참가자가 끊임없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져 나타나며

이는 현지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교사로서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근

본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핵심 채널로 상호작용 적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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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이를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네

트워크’라고 지칭하였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마지막 장에서 사

회적 자본과 네트워크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3 절 적응의 단계적 측면에 관한 논의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 양상은 시기에 따라 강조되는 적응의 차원

의 크기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각 단계를 1

단계: 사회·문화적 적응기, 2단계: 교육채용시스템 적응기, 3단계: 신규교

사 입문기, 그리고 4단계: 학교 정착기로 정의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적

응단계는 각 개인이 거시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미

시적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정책행위자가 그를 둘러싼 거시적 맥락에 대하여 적응하기 시

작하여 점차 학교 내부의 국소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미시적 맥락에 대하

여 적응하는 단계적인 과정인 것이다. 선행연구가 대게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를 들면, Nicholson, 1987; Feldman, 1976;

Black, Mendenhall and Oddou, 1991) 본 연구는 정책실행의 시각을 기

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각에서 이 과정은 해외현지에서 정책행위

자와 맥락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매커

니즘을 밝힌다는 의미를 가진다.

거시적 적응에서 미시적 적응으로 진화하는 이 적응단계에 대한 논의

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시적 맥

락에 대한 적응에서 나타나는 괴리에 대한 논의 둘째, 적응과정의 순환

적 구조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이 적응과정은 순환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적응단계는 단선적인 과정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정착 및 안정기 단계

에서 적응과정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안정감을 갖게 됨과 동시에 다시금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사회문화적 적응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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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식되고 있었다. 즉, 새로운 적응의 초기단계로 다시금 진입하며 적응

의 단계가 다시 시작되는, 순환적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Tobin(2005)

은 외국인 교사가 현지학교에서 겪는 ’문화적 낯섦‘은 적응 초기 2년 동

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후로는 다소 감소한다고 밝혔고, 교직적응

과정에서는 대부분 초기적응과정을 거치고 약 3년차 되는 시점부터 업무

에 대한 편안함과 익숙함에 근거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본다.

본 연구 또한 ’카오스‘와 같은 과정을 겪은 이후, 현지 교사 4년차 정도

의 참가자들이 비교적 안정감을 보였으며. 이들은 현지에 대한 지식수준

과 수용도가 높아지고 현지학교의 문화적 패턴과 행동양식, 규범, 규칙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할 수

준의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Kim, 1977). 그리고 이 시점에 그

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적응이 ’꿰뚫을 수 없는 사회·문화적 배경‘으

로 다시금 적응 단계1을 꼽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적응의 순환을 시작하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현지적

응 4단계의 각 단계가 종료된 후에 모든 적응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문화적 적응단계로 돌아가 새로운 순환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시간

[그림 3] 해외진출 교사의 적응과정의 순환적 구조

다만, 1차 순환에서 다소 표면적인 적응을 경험한다면 2차 순환에서는

미시적이고 관계적인 측면, 규범과 문화에 대한 적응으로 보다 깊은 적

응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인다. 즉, [그림 3]과 같이 나선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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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차 적응은 정책행위자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접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아, 그렇구나.’, ‘ 이

렇게 다르구나.’ 하는 학습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는 표면적인

지식과 행동규범에 대한 단순 습득, 이해가 나타난다. 모든 방면에서 낯

섦과 새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혼란, 갈등 등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강도

의 적응필요도를 보인다. 반면 2차 순환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왜 그러한

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1차 적응과정에서 대부

분의 낯선 문화와 지식은 접하는 반면 2차 적응과정에서는 이를 바탕으

로 다소 안정된 상태에서 환경과 맥락을 해석하고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

인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적응의 범위는 다서 협소해지며 깊어진다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자면 해외진출 교사들은 이 2차 적응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적응에서 경험하는 괴리와 혼란을 설명하는

해답으로 ’사회·문화‘의 뿌리 깊이 존재하는 본질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

었다. 그리고 ’동화‘하여 현지에서 인정하는 ’전문적인 교사‘로 발전하기

를 기대하였다. 이렇게 적응과정은 순환적 과정을 보이며, 순환이 반복되

면서 적응의 강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적응의 영역은 표면적인 적응

에서 보다 깊은 미시적, 내면적, 문화적 측면으로 깊어진다. 이렇게 각

순환에는 적응의 초점, 그리고 강도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나선형 적응

과정을 보인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거시적 환경에 대한 적응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과정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 내부의 미시적인 적응과정으로 진입할수록 높은 강도의 적응

이 필요했다. 이는 해외진출 교사가 미시적인 맥락에 처음 접어들었을

때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접촉면에서 두 문화에서 기대하는 교사의 역할

에 대한 간극을 경험함으로써 학교문화에 대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일반 사회에 대한 적응보다 학교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

어가면서 현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의 괴리를 체감하는

것이다. Bowles & Gintis(1976)에 따르면 학교는 현지사회에서 지배적인

문화적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된 대행기관이다. 교사는 해당 사회



- 99 -

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전수하도록 기대된다(Bowles

& Gintis, 1976)). 즉, 학교가 원하는, 해당 지역이 원하는, 더 크게는 그

사회와 나라가 원하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요구하고 이 요

구사항은 천편일률적이라기보다는 사실 나라마다, 사회마다, 심지어 단위

학교마다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 내부는 그 사회 및 국

가의 지배적인 문화와 전통이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며 교사의 역할 또한

그것을 전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Bowles & Gintis, 1976). 따라서 현지

의 문화적 배경이 부족한 파견교사들이 점차 학교내부의 미시적인 맥락

속으로 들어가면서 현지 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문과 혼란을 겪는

것은 곧 두 문화의 각기 다른 역할기대 사이의 거리감, 환경과 개인의

맥락의 부조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utchison(2005)은 외국인 교사의미국교사생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서적 ‘Teaching in America’에서 외국인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환적

인 요소 세 가지 중 하나로 이러한 문화적 지식의 간극(knowledge gap)

을 꼽았다. 그가 말한 지식의 간극은 타국가의 학교와는 다르게 미국 학

교에 내재하는 세부적인 지식에 대한 간극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학교

의 기능적 구조에 대한 지식(예를 들면 교사의 책임영역, 필수 서류작업,

교사의 자율권에 대한 개념, 수업 계획, 수업의 초점 등),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학생의 경제적, 인종적, 신체적 다양성을 모두 보장하는 시

험문제 출제 등), 그리고 학생과의 관계(학생의 행동과 태도, 교육의 방

식 등)등을 말한다(Dunn, 2011). 본 연구에서 또한 동일한 경험이 거론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한국맥락에 기인하여 보였던 학생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현지에서는 교사-학생간의 규범적 경계를 침범하는 결과를 보이

거나, 학업성취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교외지역사회에서 수업은 어

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렇게 새로

운 문화 환경에 진입한 교사들이 본인의 문화와 다른 학교업무를 담당하

게 되면서 본인이 어떤 교사로 기대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Tobin & Tippins, 1996). Hutchison(2005)은 이러한 간극은 활발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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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전수(knowledge shift)의 통하여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각 개인은 현지의 외국인 교사, 선배교사, 동료교사 등을 역할모델로 설

정하고 행동양식을 모방하는 등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 교사’의 신분보다는 ‘전문적인 교사’로 인정되기를 바랐던 것에서

유추 할 수 있듯이, 그리고 그들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과정에

서 다양한 전략이 나타남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적응의 과정은 현지의

미시적인 맥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적, 경험적 괴리를

줄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적응과정은 현지의 문화와 더 가깝

게 접촉하게 될수록 가장 큰 혼란과 갈등,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며 이러

한 어려움은 그들과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화되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살펴볼 때, 학교 안에 존재하는 문화

적 경계에서 직접적으로 역할갈등을 겪는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본인의 행동양식과 규범을 현지에 맞게 바

꾸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현지에 파견된 교사들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학교현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차원적으로 겪게 된다.

종종 미국 학교 관계자들은 외국인 교사들이 매우 질적으로 높을지는 모

르지만, 해외현장으로 그것이 항상 잘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토로하는데

(Cook, 2000) 실제 외국인교사의 경험을 파헤쳐보면 본 연구의 결과처럼

외국인신분의 교사는 이러한 복잡하고 힘든 적응과정을 거친 후에야 성

공적인 교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글로벌교육정책 참가자의 적응의 단계적 차원에서는 문화

적인 차이경험, 과업의 접촉, 변화와 조절 후의 안정화 등의 과정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를 일부 따르고 있지만 교육 영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교육시스템적 측면, 학교 고유의 문화적 측면, 동료교사 및 학

생과의 특수한 관계 등의 중요한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영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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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적응단계의 정립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할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해외진출 교사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

글로벌교육정책 참가자들은 현지의 사회구성원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결여되어있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행동전략이

나타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참가자들 내부에 축적

한 교과 지식, 문화수용능력 등의 인적자본은 공간적 이동에도 비교적

보존이 가능한 반면 현지에서 사회적 관계와 그 구조 안에 내재하는 가

치는 공간적 분리로 인하여 보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Coleman, 1988). 즉, 현지 교사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적 개

인으로서, 교사로서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 “無”인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하고, 본인에게 결여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

적함으로써 안정을 취하려는 방향으로 행동이 유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에 의해 행위를 제한받기도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관계구조를 만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이다(장원섭, 1997). 본 연구는 사회

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정

보, 신뢰 그리고 규범을 확보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매개체

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논의 하겠다. 이들이 활용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단계적으로 다른 전략과 형태가 분화되어 나타났으나 기능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단계를 나누지 않고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을 중심적으로 논의하겠

다.

지원적 관계로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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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지원적

관계로서의 네트워크였다. Hutchison(2005) 은 외국인 교사의 미국교사

생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서적 ‘Teaching in America’에서 외국인 교사

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세 가지 중 하나로 지원적 구조

(supportive system issue)를 꼽았다. 이러한 지원적 구조는 학교 안팎에

존재하는 교사의 삶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형성하는 관계의 측면을 가리

키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수업에 영향을 주게 된다. Fee(2010)과

Hutchison and Jazzar(2006)은 지원적 구조는 멘토나 학교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손길, 그리고 물리적인 혹은 심리적인 필요를 요청할

때 접촉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의미하며 현지에서 형성하는 친구, 지인,

교회와 같은 우호적인 단체, 동료, 동기 등을 말한다. 이들은 단지 학교

업무 뿐만 아니라 집구하기, 교통수단의 문제, 재정적 문제 등 일상생활

에서 겪는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서

적, 심리적 안정을 주는 기능을 한다.

사실 이들은 ‘친구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착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자본의 ‘제로상태’를 경험하였고 따

라서 이들은 정서적인 안정을 필요로 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낯선

현지의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는 현지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네

트워크가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이은정·이용승, 2015; Hutchison,

2005). 왜냐하면 현지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가

교의 역할을 하고 낯선 문화에서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이금희·유양·정동섭,

2016; 김현경, 2009; 이주재·김순규, 2010; Kim et at., 2012). 본 연구의

참가자들 또한 혼란의 상황에서 친목을 위한 사회적 관계를 다양하게 형

성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낯선 현지 사회의 구성원으

로 진입하면서 환경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해소하고, 심리·정서적 안

정 등을 얻는 통로로 기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교 내부의 관계는 사실 적응초기에는 일부 소극적으로 형성하

고 있었는데 신규교사에게 있어서 학교 동료교사들의 지지와 도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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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신규교사의 원활한 역할전환 및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많은 연구들에 근거한다면, 참가자들이 겪고 있는 동료교사와의 관계 부

재는 이 시기에 겪는 학교문화적응에 긍정적으로 기능하지 못했을 것으

로 짐작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서술하였다시피 이 관계는 참가자와 학교

의 구성원 서로가 적응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참가자뿐만 아니라 현지

학교의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3

년차 이상이 되는 참가자들은 이들과의 돈독한 관계로부터 심리적, 정서

적 안정과 동료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현지에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계 혹은 커뮤니티를 꼽을 정도로(행정적, 신분측면은 제외했을

때)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현지적

응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정보의 획득통로로서의 네트워크

이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정보의

획득을 위한 매개체적 역할이었다. Hutchison(2005)은 외국인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세 가지 중 하나로 지식의 전수를 꼽았는데,

이것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학교의 기능적 구조에 대한 지식,

평가의 기능과 방법적 지식, 학교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지식

등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는 점을 말한다. 특히 그는 외국인 교사가 개인적·전문적으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동료교사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형성하

고 공식적·비공식적 멘토와 같은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찾아야 함을 강조

했다. 앞서 서술한 연구 결과에서 보이듯이 문화적 차이와 경험적 지식

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는 사전교육이나 여타의 다른 교육보다

이전 경험자의 실질적 정보제공이었으며 또한 교사채용시장에서 가장 중

요한 자본인 정보는 현지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

달 될 수 있었다. 같이 정보·지식의 전수는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가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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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학교의 규범과 문화를 습득하는 통

로로 기능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는 특유의 구조적인

형태로 발전되고 있었다. 이 구조는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자생

적인 추천제도의 그물망을 형성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수직적/수평적 정

보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첫째, 이들이 형성한 자생적인 추천제도는 현지사회에서 중요한 규범

인 “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가자들 내부에서도 그 신뢰관계를 모

방하여 구축한 네트워크였다. 미국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혼재해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뢰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주는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원하며 추천제도는 이를

만족시킬 만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먼저, 추천제

도는 후보를 검증하는데 드는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소속 사원에 의해

사전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보다 신뢰할 만하다. 또한 이 제도는 후보자

에게 보다 업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직의

가능성을 줄인다(Datcher, 1983; Granovetter, 1986; 장원섭, 1997). 마찬

가지로 현지 학교에서도 추천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고용방법이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 고용이 된 참가자들이 해당 학교에 공석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참가자를 그 자리에 추천하는 방식의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성

되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환경에 수동적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 네트워크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는 전략을 발휘하였다. 현지인에 의

하서 추천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경험자와 후발자간의 결

속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신뢰구조라는 자발적인 추천제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현지 교사채용시장에서 실질적인 구직기회의 핵심적인 연

결고리로서 기능하였다.

둘째, 정착과정에서 형성한 정보는 수직적/수평적으로 동시에 흐르는

특징이 있었다. 유익한 정보의 활로를 개척하는 이들의 행위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단시간에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가장 유익한 정보는 주로 사전에 유사한 경험을 한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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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료교사 등으로부터 얻는 경험적 지식이었으며 이러한 정보는 주로

‘선배’로부터 ‘후배’로 흐르는 수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 내부

관계에서는 해당 학교와 지역, 구 등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해외 생활

및 거주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었다. 이 정보의 흐름은 경험자로부터 전

수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는 수직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 수직

적 흐름은 적응의 단계를 막론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보의 통로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주로 초기에는 현지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이후로는 채용성공의 경험, 학교의 문화,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지식 등

보다 학교 내부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었다. 수평적인 정보교환은 주로

같이 파견된 참가자 동기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흐름으로, 이 집단

내부의 동기는 접근이 용이하며,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기에 유익

한 통로로 기능하였다. 왜냐하면 이 집단의 동기들끼리는 진로의 방향과

진행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과 문제를 접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법은 서로에게 통용이 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수직적 구조를 통하여 앞선 경험적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진

로를 앞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고 수평적인 구조를

통하여 보다 즉각적인 문제의 해결, 예를 들면 구직자료 공유, 수업자료

공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종합적으로 현지에서는 수직적/수평적

채널을 형성함으로써 이 채널을 통하여 이들은 정보, 전략의 전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현지에서 요구하는 신뢰와 규범의 가치를 학습하는 등

의 대응행동이 나타났다.

한편 일부 독특한 현상도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경로를 통하여 사

회의 신뢰구조로의 편입하려는 행동이었다. Narayan(2002)은 자신들만의

집단에 집단결속을 넘어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연

결형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한다. 본 연구사례에서는 해외라는 역동

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이러한 연결형 관계는 사회로 편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발견한 특이점은 주로 결혼이나 비자변환과 같은

신분변화, 학위취득과 같은 전략이었다. 한 사회 내에서 신뢰와 신용을

얻는다는 것은 사회적 개인으로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한 기본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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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친 교 업 무

기

능

공통 사회적 자본의 획득·축적·생산·유지

특수
정서적 안정 및 지지,

공동체감, 사회적 정체성 형성

정보교환·전달·생산,

사회적 규범, 

사회적 신뢰 획득 및 보장 

형

태

집단 

내부
개인별 / 소그룹 별 모임

추천(referral),

정보공유 및 학습공동체
집단 

외부
교회, 성당, 친구

결혼, 계약, 대학원진학, 

학교노조, 동료교사, 교장과의 관계

[표 8] 해외진출 교사가 현지적응과정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목적, 
기능, 형태에 따른 분류

즉, 한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구조에 편입하는 것은 일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이며 궁극적으로 현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

요한 사회적 자본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이 신뢰구조에 편입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위와 같은 전략들은 일종의 현지의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사

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현지 참가자들이 적응과정에서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목적

과 기능,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연구자는 다음의 [표 8]과 같이 정리하였

다.

이들이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통적인 기능은 사회적

자본의 획득, 축적, 생산하는 것이었으며 연결의 강도에 따라 친교/업무

네트워크로 구분되었다. 친교네트워크는 정서적 안정 및 지지, 공동체감

및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의 특징이, 업무네트워크는 정보의 교환, 전달,

생산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었

다. 각 네트워크의 형태는 크게 정책대상자 집단 내부와 외부로 구분될

수 있었다. 집단 내부 네트워크는 개인별, 혹은 소그룹의 친목 네트워크

와 정보공유 및 학습공동체 성격의 업무네트워크가 나타났다. 집단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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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적 적응

교육 시스템적 적응

학교 문화적응

시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사회·문화적응기

(프로그램 참여)

교육시스템

적응기

(구직)

학교문화 적응기

(신규교사 입문)

정착 및 안정기

(학교정착/고용연장)

친목네트워크

형성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 및 강화

학교 내부 네트워크의

집중적 활용

[그림 4]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정착단계에 따른 적응의 차원과 대응양상 (시간 순)

의 친목을 위한 네트워크는 주로 교회, 성당, 친구 등 비교적 이민자에게

호혜적인 집단과 연결하고 있었으며 원활한 업무를 위한 네트워크로는

결혼, 계약, 대학원진학 등의 사회적 신용을 얻기 위한 네트워크와 학교

노조, 학교 동료교사, 교장의 관계를 통해 학교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관계형성도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앞서 논의한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글로벌교육정책 참가

자의 현지적응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는 적응의 3 가지 차원, 적응의 4 가지 단계의 측면,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하나의 표 안에 정리하였다. [그림 4]의 세 가지

선은 적응의 3 가지 차원을 나타낸다. 실선은 사회·문화적 적응을, 굵은

점선은 교육시스템적 적응을, 그리고 가는 점선은 학교문화적응 차원을

의미한다. 적응의 단계는 시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응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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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되는 강도와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다층화 되는 양상을 나

타낸다. 또한 이 과정은 단계에 따라 강조되는 차원이 달라질 뿐 연속적

이고 지속적으로 이 세 차원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표현하였다. 각 적

응요소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사회·문화적 적응은 다른 적응요소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육시스템 적응은 중간수준정도로, 그

리고 학교문화적 적응은 상당히 높은 강도로 나타났다. 적응단계의 순환

적 구조는 모형의 간략한 표현을 위해 생략하였다. 네트워크는 각 단계

에서 참가자들이 보이는 대응 전략으로 간주하고 강조되어 나타나는 관

계의 형태를 표시하였다.

흥미롭게도 참가자의 독특한 특징에 따라 예외현상이 나타나기도 하

였다. 예를 들면, 이전에 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문화

적 적응단계인 단계 1 이 생략되고 바로 단계 2 로 진입하는 양상이 나

타나기도 하였으며. 반면, 현지에 취업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

던 참가자에게서는 이 단계적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현지적응양태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짓는 주요 주체인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정책이 해석되는 과정을 밝히는 작업이었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현지

적응의 차원, 단계,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응전략은 정

책 행위자들이 해외현지의 사회적 맥락 하에서 정책을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적 양상의 증거이다. 이러한 증거를 면밀히 살

펴보면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발현된 의미는 단지

‘수학·과학 예비교사의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라는 문서상의 정책목표의

실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책이 적용되는 개별 현장의 미시적 모습에

따라 즉, 개별 참가자에 따라,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과 맞닥뜨리며,

그리고 사회적 개인인 참가자가 그 맥락으로 융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은

다르게 읽히고 해석되면서 역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외진출 교·사대 졸업자의 현지적응의 양태를 분석하는 작업은 해외현

장의 맥락과 환경에 근거한 해당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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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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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교육정책 및 관련연구가

정책 및 사업 참가자의 현지적응 양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국가를 넘나드는 글로벌교육정책 및 사업은 각기

다른 국가의 맥락이 혼재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문화적 간극을 넘어 현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적응과정이 정책 및 사업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참가자들의 복합

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지적응과정 및 행동양상은 단지 표면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대체되었고 시공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심층적 연

구는 축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본 연

구는 정책실행적(policy enactment) 시각으로 한국의 예비/현직 교사들이

현지에서 적응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양태를 밝히고

이를 이론적 기반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글로벌교육정책 참가자의 현지

적응양태의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글로벌교육정

책 참가자의 행동양태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는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참가자이

며 이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크게 2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1차적으로는 약 20개월간 현지에서 수행된 예비 조사를 바

탕으로 예비/현지 교사들의 현지 적응과정에 대한 윤곽을 발굴하였고 이

후 2차적으로 14인과 심층인터뷰 및 문헌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심층적인

적응과정의 양상을 밝혀내었다.

이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교육정책 참가자의 현지적응양상은 사회·문화적 차원, 교

육시스템적 차원, 그리고 학교문화적 차원으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이

는 기존의 현지적응이론에서 제시하는 적응의 차원도 존재하지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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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고유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각 적응차원이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비교하자면 사

회·문화적 적응은 이민·이주 등의 경험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적응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혼란의 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시스템 적응은 이보다는 높은 중간수준정도로 나타났으

며 이는 문화적 정보의 결여, 교사채용시장에 대한 정보 결여 등으로 인

한 갈등의 정도에 근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지학교내부와 접촉하

는 학교문화적 적응은 다른 적응차원보다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내부에는 현지의 지배적인 문화가 공고히 자리 잡

고 있는 공간이었으며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업에 대한 기대 등에

서 참가자들과 근본적인 문화차이를 보이면서 전문적인 교사로 거듭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글로벌교육정책 참가자의 현지적응양상은 시간에 따라 각 차원

이 강조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명확한 단계적 양상을 보였다. 이는 4

단계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사회·문화적 적응기, 교육채용시스템 적응기,

교사 입문기, 그리고 학교 정착기로 나타났다.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나

타나고 있었다. 단계 1 에서는 사회·문화적 적응이 요구되었고 이는 문

화적 환경의 차이, 사전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나타났다. 단계 2

에서는 교육시스템적 적응이 크게 강조되었는데 참가자들의 인적 자본이

현지 교원채용과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미스매치를 보이면서 요구되는 적

응의 형태였다. 단계 3 에서는 학교문화적 적응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학

교에 교사로 고용되면서 현지의 지배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교사

의 역할에 대한 기대차이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단계 4 에

서는 모든 적응의 필요도가 감소하는 안정적인 단계인데, 특징적인 점은

사회·문화적 적응이 다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안에는 외국인교사로서 궁극적으로 꿰뚫을 수 없는 현지의 특유의 문화

차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며 단시간에 그것을 섭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시기였다.

셋째로 각 단계에서 원활한 적응을 위해 나타나는 행동전략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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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획득으로 나타났다. 단계 1 에서는

사회·문화적응기로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한 친목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

성되었으며 이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단계 2 에서

는 교육시스템에 적응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포괄적인 네트워

크보다는 목적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네

트워크는 현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정보 교환·전달·생산의 및 기회확대

의 채널로 기능하였다. 단계 3 은 학교문화적응기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가장 크게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집단 내부로

는 정서적 안정과 업무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의 확대현상이, 그리고

집단 외부의 현지 사회로 연결을 확대하면서 외부정보를 확보하고 현지

의 신뢰구조에 편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단계 4 에서는 전반적인 정착

과 안정기로 주로 네트워크는 학교 내부로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본격적으로 현지 교사로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축적을

위한 전략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목적과 기능,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정

리하자면 이들이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통적인 기능은

사회적 자본의 획득, 축적, 생산하는 것이었으며 연결의 강도에 따라 친

교/업무 네트워크로 구분되었다. 친교네트워크는 정서적 안정 및 지지,

공동체감 및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특징이, 업무네트워크는 정보의

교환, 전달, 생산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었다. 각 네트워크의 형태는 크게 정책행위자 집단 내부와 외

부로 구분될 수 있었다. 집단 내부 네트워크는 개인별, 혹은 소그룹의 친

목 네트워크와 정보공유 및 학습공동체 성격의 업무네트워크가 나타났

다. 집단 외부의 친목을 위한 네트워크는 주로 교회, 성당, 친구 등 비교

적 이민자에게 호혜적인 집단과 연결하고 있었으며 원활한 업무를 위한

네트워크로는 결혼, 계약, 대학원진학 등의 사회적 신용을 얻기 위한 네

트워크와 학교노조, 학교 동료교사, 교장의 관계를 통해 학교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관계형성도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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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지에서 나타나는 글로벌교육정책을 통한 해외진출 교사의 현

지적응양태는 정책실행적(Policy enactment)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정

책사업 참가자의 주체적 정책행위자로서의 의미, (2) 적응차원의 ‘맥락’적

의미, (3) 정책실행의 과정으로서 적응단계의 의미 (4) 정책실행의 전략

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의미를 보였다. 따라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

적응 연구는 정책현장에서 발현되는 정책의 의미에 주목하는 정책실행의

과정을 밝히는 시도로 해석되었다.

둘째, 적응의 차원은 기존 적응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영역도 존재하였

으나 교사의 업무관련 적응은 교육현장을 둘러싼 환경의 다층적 구조를

반영하여 특수하게 해석해야 함이 드러났다. 교육정책은 국가 수준, 주

(state) 혹은 도 수준, 그리고 지역 및 학교수준 등의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수준에서 요구되는 행동양상은 각기 다르다. 특히 학교

내에서 교육현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요소 즉, 교사와 학생의 관계

적 규범, 학교의 문화, 교사에 대한 역할기대 등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강한 적응필요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가 사회

의 지배적인 문화와 인식을 반영하고 공고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문화와 규범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었다.

셋째, 적응의 단계는 단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순환적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과정은 정책행위자가 정책의 거시적인 맥락에서

미시적인 맥락으로 적응해가는 단계적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이 순환적

인 구조는 적응 단계가 일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며

점차 미시적 측면으로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미시적인 적응으

로 들어갈수록 사회·문화적 배경의 괴리에 의해 해외진출 교사가 겪는

혼란과 갈등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넷째, 현지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응전략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

크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현지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매개체로

서 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사실 국내에서 기획

된 정책의 참가자들은 한국의 맥락에 알맞은 인적, 사회적 자본을 축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해외로 파견되면 개인이 내부에 축적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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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비교적 보존이 가능한 반면 공간적으로 분리된 사회적 맥락 안에

서의 개인의 사회적 자본은 모두 깨어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사로서 사회적 자본이 “無”인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경

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현지사회 안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본인에게 결여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안정을 취하려는 방향

으로 행동이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종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교육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이루

어졌던 해외현지 대상의 연구를 현장 예비조사과 심층적 인터뷰를 통하

여 수행함으로써 글로벌교육정책 연구의 확장가능성의 폭을 넓혔다.

둘째, 해외의 정책 현장에 근거하여 정책실행의 과정을 해석함으로써

정책의 실제적인 의미를 밝히고 정책 행위자들이 정책의 의미를 구성하

는 주체임을 밝혔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이를 통하여 적극적인 정책실행

인 정책행위자와 맥락 사이에서 형성되는 의미의 역학관계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글로벌교육정책을 통한 해외진출 교사에게서 나타나는 적응양태

를 적응차원, 적응단계, 그리고 적응의 전략의 복합적 양상을 밝혀냄으로

써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글로벌교육정책 참가자들의 현지적응의 복잡

한 실제를 분석적으로 밝혔다.

넷째, 단지 해외현지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

동의 유발요인을 이론적인 근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단지 관찰된 사건

의 나열이 아니라 교육정책구조의 다층화현상, 학교의 문화적 내재성 그

리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려는 개인의 욕구 등에 근거하여 행동이 나타

남을 밝혔다. 즉, 현지 환경 및 문화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개

인의 행동양상을 밝힘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현지적응양태를 이론적 근

거를 통하여 밝혔다.

다섯째, 글로벌교육정책을 통한 해외진출 교사의 현지생활모습에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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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론적인 측면뿐만 국내의 교육 ODA, 교원 해

외진출 등 글로벌교육정책/사업 및 대학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실제

프로그램 및 사업의 운영에도 용이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언 및 시사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는 정책적/실무적 제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경험자들의 경험 공유 및 축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사전

경험자들의 경험적 지식이 가장 현지에서 현실성 있는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데이터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경험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경험적 지식을 개인적 사유화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교육은 이러한 실질적인 정

보를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장이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간의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사전과 현지의 기대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 글로벌교육정책은 참가자들

에 대한 사전교육이 파견 직전 3~5일간 이루어진다. 하지만 단시간의 압

축적인 정보제공은 실질적 습득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제공된 정보를 바

탕으로 참가자 스스로가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축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집단으로 파견하는 경우, 본 연구에

서도 밝혔듯이 참가자 내부에서 구축하는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서로를 통한 안정감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장기간의 만

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 단단한 관계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파견 전부터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지 담당기관에서는 참가자와 현지의 사회적 관계의 통로를 다

양하게 연계해야 한다. 교사의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교사 본인의 성

장 및 학교의 사회적 자본,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교육영역의 사회적 자

본이라는 중요성을 상기해볼 때, 이들이 외국인 교사로서 사회적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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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서와 문화의 괴리로 인하여 참가자들이 현

지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교

사파견 프로그램의 정책 및 사업의 계획가들이 주지해야 하는 발견사항

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글로벌교육정책의 세부 사업들 간의 연계 및 현장의 관련기관들

과의 연계를 통하여 해외 대상 사업들만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관간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사실, 대부

분의 글로벌교육정책의 사업들은 대다수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외국가들과의 사업을 유사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협력적 체계, 정보의 공유 및 확대, 인적 자원의 계발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보다 내실이 있는 글로벌교육정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책 및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지의 운영상황에 대한 피드

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정책 및

사업의 경우 시간적·공간적 분리로 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나 실제

모습 등에 대한 피드백이 국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사업보다 훨씬 느리며

때론 반영이 되지 않기도 한다. 현지에서 신속한 결정과 판단, 현지 사건

및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의사소통의 한계는 큰 장애

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전에 피드백 및 의사소통 방안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여섯째, 글로벌교육정책과 연계되는 현지의 다양한 기관, 예를 들면

현지 주관기관, 현지 연계학교, 초청기관 등 또한 장기간에 걸쳐 사업 참

가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혔다시

피 단지 파견된 참가자뿐만 아니라 현지 조직도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

일 준비의 과정, 즉 적응이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사전

에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

하다.

일곱째, 글로벌교육정책은 정책 계획의 단계에서 해외현지의 실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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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계획은 국내에서 수행되지만 실질적인 실행은 현지에서 이루어진

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국내에서 계획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기란 불가능하며 실제적으로도 국내맥락에

서는 타당하고 효과적인 계획이라 할지라도 현지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많은 경우 현지 담당자들이 해법의 열쇠가 되는 유

용한 정보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계획에서 이들의 목소리

를 정책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의 수정 및 현장에 대한 피드백이 다소 원활

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예상 가능한 대응전략을 대

비해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국에 파견된 참가자의 사례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

서 보편적인 현지적응의 양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대상국가와 같은 타 국가에 파견될 시에는 현지의 교

육여건, 지역환경,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온전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사례에서는 현지적응의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밝히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 현지 학교의 특수성에 따른 차이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미국의 학교는 설립 유형별로 학교 문화, 운

영방식, 교사교육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본 사례 또

한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차터스쿨(charter school)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였는데, 이런 유형간의 차이까지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별 차이, 지역별 차이에 근거하여 참가자들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함으로써 글로벌교육정책이 확장되는 현재 시

점에서 이러한 정책 및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보다 유용한 현지적응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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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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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ternational adjustment

of expatriat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a program of global

education policy. In global education policy researches,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mpact of program participant teachers and

environments surrounding them. However, global education

policies/programs are situated specificall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enacted differently by each actor and. Therefore, this study,

based on the policy enactment perspective, focuses on what kind of

issues the expatriate teachers as active policy actors face with and

how they cope with them through overseas transition.

For the analysis, two research questions were set. First, what

are the main dimensions/areas of international adjustment of

expatriate teachers? Second, what is the essential process of

international adjustment of expatriate teachers? And what ar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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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strategies exercised at each stage?

Case study with 「Math and Science Teachers Program

(International Teacher educational Program)」 were conducted.

Research subjects were collected from the program participants. This

study went through two steps. Firstly, preliminary research

(pre-observation) was conducted for almost 20 months in New

Jersey, US, where the program was enacted. Also, various documents

such as program final report, self-report and program book, etc. were

collected. Through this work, main features of international

adjustment of expatriate teachers were outlined. Secondly, in-depth

and semi-construct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14

participant teachers of this program. Also, related literatures and

collected documents were analyzed closely. With this work, many

facets of the international adjustment were revealed specifically.

This study produced three main findings. First, main

dimensions/areas of expatriate teachers’ adjustment are multi-leveled;

social-cultural level, educational system level, and school-cultural

level. Second, the process of expatriate teachers’ adjustment has 4

steps and each dimension appeared gradually; stage I: social-cultural

adjustment; stage II: educational systemic adjustment; stage III;

school-cultural adjustment and; stage IV: stabilization. Third, notable

strategies the expatriate teachers used actively for their international

adjustment were to form social networks in new society, and the

networks helped them acquire social capital, which is generally

defined as social norm, information and trust. Social network of them

appeared to be various types and functioned differently at each

adjustment step. Commonly, the social networks worked as channels

not only to retain/accumulate/produce social capital but also to build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help to work.

Based on the results, followings were discussed. First, with

policy enactment perspective, this research of expatriat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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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djustment has three notable meanings, which are

uncovered meanwhile, as followings ; focusing on active policy actors,

revealing impact of contexts surrounding the actors and analyz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actors and the contexts. Second, the dimensions

of international adjustment of expatriate teachers, which were divided

into three levels, were related with the fact that educational contexts

are multi-leveled (local, state, and federal). Because each context level

around those actors affects the actors respectively, separated

dimensions were revealed as apparent areas the expatriate teachers

need to adjust. Third, the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adjustment of

expatriate teachers is from macro-adjustment to micro-adjustment. At

micro-adjustment, the expatriate teachers faced with social-cultural

difference seriously and those experiences were revealed to be

challenging. And the whole process was depicted as not simple or

linear but circular and interactive. Lastly, the strategies the expatriate

teachers exercised to adjust well as newcomers were to be stabilized

as professional teachers and members of the new societies/schools by

forming various social networks. Social networks of them worked as

channels and bridges for them to acquire and share the social capital

of the society.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for global education

policy. First, experience sharing system among pre/post-participants

should be systemized, so social capital such as useful information is

needed to be accessible. Second,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reality to the participants can reduce uncertainty and form accurate

individual expectations. Thir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re

needed to cooperate and form their own social capital which is

realistic and effective to their program management. Fourth,

institutions are needed to bridge the participants to various people or

organizations, then, social network of the participants could be

expanded in the new society. Fifth, feedback abou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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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cross-cultural management and process of the program

should be fast. Lastly, institutions or schools which relate with global

education policy/programs should be prepared enough to accept

newcomers or foreign members because adjustment is

multi-directional process.

keywords : Global education policy, Expatiate teachers, International

adjust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 Policy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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